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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Taha AL-BASRI 이라크 기자연맹 회장 겸 국영통신사장 방한, 1986.7.22-28
874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1986.10.27-11.2
875 쿠웨이트 언론인 방한, 1986.8.3-9
876 James, Mike T. 라이베리아 'New Liberian'지 편집국장 대리 방한, 1986.10.26-31
877 Mustapha IZNASNI 모로코 'Al Naghrib'지 사장 방한, 1986.12.17-22
878 파나마 문화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86
879 페루 언론인 방한, 1984-86
880 Kiwanuka, Robert 우간다 'Star'지 부편집인 방한, 1986.11.5-12
881 미국 언론인 방한, 1985-86
882 미국 WMA주관 아시아 정세시찰단 방한, 1986.8.2-7
883 Graham, Katharine 미국 'Washington Post' 지 회장일행 방한, 1986.1.24-28
884 유고슬라비아 언론인 방한, 1983-86
885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6. 전4권, V.4 신문기사
886 한·카나다 간 학자교환계획, 1986
887 팔레스타인 장학생 초청, 1984-85
888 학계 인사 소련 방문, 1986
889 케냐 교육 및 인력개발 시찰단 방한, 1986.11.24-28
890 Van Kemenade, J. A. 네덜란드 Amsterdam대학 이사장 방한, 1985.6.14-18
891 Mohammed Bin Hamad AL-THANI 카타르 문교장관 방한, 1979-86
892 미국 학계인사 방한, 1986
893 Jackson, Jesse 미국 목사 방한, 1986.12.12-14
894 한·중공 체육 교류, 1985-86
895 1986년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1983-84
896 1986 아시아경기 대회가 준비 및 작곡 공모, 1983-84
897 1986년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 북한의 불참선언, 1986
898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 외빈방한, 1986
899 1986년도 아시아경기대회 : 인도의 Tent-Pegging 종목 전시경기 포함 제의, 1986
900 1986년도 아시아경기대회 : 중공의 문화전시 참가 추진, 1985-86
901 1986년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 팔레스타인(PLO) 옵서버 초청 문제, 1985-86
902 태권도 사범 부탄 파견, 1985-86
903 태권도 사범 이집트 파견,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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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태권도 사범 인도네시아 파견, 1981-85
905 태권도 사범 부르키나파소 파견, 1984-85
906 이디오피아 체육청장 방한 계획, 1985-86
907 가이아나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86
908 Alva, Margaret 인도 청년·체육·여성복지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6.9.19-10.3
909 인도네시아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3-86
910 Namogo, A. S. 코트디브아르 청년체육성 체육국장 방한, 1986.5.19-27
911 Boubacar Toumba 니제르 체육장관 방한, 1986.8.27-9.1
912 우루과이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계획, 1986
913 중동지역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6.
914 아르헨티나·한 친선협회, 1985-86
915 카나다·한 친선협회, 1983-85
916 한·카나다 협회, 1986
917 아일란드·한 협회, 1986
918 한·일본 친선협회, 1983-85
919 한·스위스 친선협회, 1986
920 구주지역 친한단체 활동, 1985-86
921 한·멕시코 문화협회 창립, 1985.2.11
922 대EC(구주공동체) 경제관계 확대방안, 1986. 전2권, V.1 기본문서
923 대EC(구주공동체) 경제관계 확대방안, 1986. 전2권, V.2 부외자료
924 필리핀 경제동향, 1986
925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 정책, 1986
926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1985-86
927 일본 경제동향, 1986
928 한·호주 경제협력, 1986
929 한·브라질 경제협력, 1984-85
930 한·브라질 경제협력, 1986
931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6
932 한·중공 경제·통상협력, 1986
933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986
934 가봉 Belinga 철광개발 및 Transgabonais 철도건설 참여, 1984-86
935 한·이란 경제협력, 1986
936 한·멕시코 경제·통상협력, 1986
937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1986
938 한·니제르 경제협력, 1985-86
939 파키스탄 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설, 1981-85
940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1986
941 필리핀 신정부에 대한 경제지원, 1986
942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1986
943 한·사우디아라비아 특별기금 설치, 1986
944 한·수단 경제·통상협력, 1985-86
945 한·튀니지 경제·통상협력, 1986
946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9차. 과천, 1986.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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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V.1 사전교섭 및 결과보고
948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V.2 회의자료
949 한·오스트리아 혼성위원회, 제1차. Vienna, 1986.6.23-24
950 한·바레인 공동위원회, 제2차. Manama, 1986.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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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한·칠레 합동위원회, 제2차 및 관민 경제협력사절단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방문, 1986.8.18-9.5. 전2권,
V.1 한·칠레 합동위원회

1026

952 한·칠레 합동위원회, 제2차 및 관민 경제협력사절단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방문, 1986.8.18-9.5. 전2권,
V.2 방문국별 교섭 및 자료

953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1 기본문서 I
954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2 기본문서 II
955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3 회의자료
956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4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957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4차. Paris, 1985.12.2-3
958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1986
959 한·쿠웨이트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6.9.2-4
960 한·멕시코 혼성위원회 개최추진, 1979-86
961 한·카타르 공동위원회, 제2차. Doha, 1986.11.10-13
962 한·터키 공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6.2.24-25
963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6차. 서울, 1986.2.18-19
964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1 사전준비 Ⅰ
965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2 사전준비 Ⅱ
966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3 기본문서
967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4 결과보고 및 자료
968 한·칠레[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6차. Santiago, 1986.8.22
969 한·인도 민간 공동경제협의회 합동회의, 제8차. 서울, 1986.7.24-25
970 한·자메이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4차. 서울, 1986.9.25
971 한·멕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1차. 서울, 1986.11.27
972 한·태국[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5차. 서울, 1986.12.16
973 한·베네수엘라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4차. Caracas, 1986.8.28
974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1 사전준비Ⅰ(1-7월)
975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2 사전준비Ⅱ(8-9월)
976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3 사전준비Ⅲ(10월)
977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4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978 EMF(유럽경영협의회)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86.1.31-2.2
979 관·민 경제사절단 버마 방문, 1986.3.3-8
980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일본 및 중국 방문, 1986.7.13-19
981 실무협력 조사단 루안다 방문, 1986.11.17-21
982 카메룬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1986.7.2-7
983 이란 경제사절단 방한, 1986.6.23-30
984 말라위 경제사절단 방한, 1986.8.31-9.4
985 우루과이 경제사절단 방한, 1986
986 조철권 노동장관 벨기에 방문, 1986.6.1-3
987 이규효 건설장관 리비아 및 이라크 방문, 1986.8.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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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이규효 건설장관 말레이지아·싱가포르 방문, 1986.3.21-25
989 Castro Guerrero, Gustavo 콜롬비아 경제개발장관 방한, 1986.6.12-15
990 Toe, Fidele 부르키나파소 노동·사회보장·총무장관 방한, 1986.11.1-5
991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 1984-86
992 버마 안과 병원 건립 지원, 1982-85
993 한국의 대칠레 원조(무상원조) 1985-86
994 한국의 대콜롬비아 화산피해 복구지원, 1985-86
995 한국의 대엘살바돌 원조(무상원조) 1986
996 한국의 대이디오피아 한발구호 원조, 1984-86
997 한국의 대피지 원조(무상원조) 1986
998 한국의 대모리셔스 원조(무상원조) 1986
999 한국의 대몰디브 원조(무상원조) 1984-86
1000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983-85
1001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986
1002 한국의 대페루 원조(무상원조) 1986
1003 한국의 대투발루 원조(무상원조) 1984-86
1004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1986
1005 아프리카지역 한발구호, 1984-86. 전2권, V.1 1984
1006 아프리카지역 한발구호, 1984-86. 전2권, V.2 1985-86
1007 한국의 대남태평양 도서국 원조(무상원조) 1985-86
1008 한국의 대북예멘 원조(무상원조) 1986
1009 대볼리비아 긴급 경제원조회의, 1985-86
1010 한·가봉 합작회사(SOGACCO) 운영문제, 1980-86
1011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신용차관 도입 교섭, 1979-86
1012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1986
1013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5-86
1014 대자이르 건설 진출, 1985-86
1015 한·카나다 종합무역상사 합작 설립 추진, 1986
1016 직물업체의 대남미 진출계획, 1986
1017 1985-86년도 한·독일 기술협력사업, 1984-86
1018 한·일본 기업기술훈련원 설립사업, 1984-86
1019 한·페루 연탄이용 기술협력, 1986
1020 한·사우디아라비아 기술협력, 1985-86
1021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서울, 1986.8.4-5
1022 한·말레이지아 기술협력 실무자 회담, 제3차. 서울, 1986.11.27-28
1023 전학제 과학기술처장관 카나다 및 미국 방문, 1986.6.18-30. 전2권, V.1 기본문서
1024 과학기술사절단 인도 방문, 1986.2.15-26
1025 Zeledon Araya, Rodrigo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장관 방한, 1986.7.28-8.2
1026 일본 부품개발협력사절단 방한, 1986.10.5-12
1027 Emovon, Emmanuel U. 나이지리아 과학기술장관 방한, 1986.7.22-25
1028 Kristensen, Finn 노르웨이 공업장관 방한, 1986.9.23-28
1029 한·도미니카공화국 자원협력, 1986
1030 소련의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 참여 문제,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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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한·호주 에너지 협의회, 제1차. 서울, 1986.4.16-17
1032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1.3-5
1033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 제2-3차, 1984-86
1034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일본 방문, 1986
1035 Spring, Dick 아일란드 부수상 겸 에너지장관 방한, 1986.9.27-10.1
1036 Herrington, John S. 미국 에너지장관 방한, 1986.3.9-10
1037 KODECO ENERGY(주)의 인도네시아 서 Madura유전 공동개발, 1985-86
1038 이라크산 원유 도입, 1984-86
1039 쿠웨이트 원유 도입, 1983-86
1040 리비아 원유 도입, 1985-86
1041 알라스카산 원유 도입 교섭, 1985-86
1042 원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문제, 1986
1043 Las Palmas를 기지로 한 대서양 어장 조업, 1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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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벤쿠버 국제박람회(EXPO '86) 참가, 1986. 전2권, V.1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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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필리핀 대통령 선거 및 Aquino 대통령 취임, 1985-86. 전5권, V.5 각국 반응
1336 필리핀 정세, 1986. 전2권, V.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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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스웨덴 정세, 1986
1346 시에라리온 정세, 1986
1347 수단 정세, 1986
1348 수리남 정세, 1986
1349 스위스 정세,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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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1986
1352 터키 정세, 1985-86
1353 탄자니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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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남·북예멘 정세, 1983-85
1375 자이르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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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V.2 자료
1379 재일본 한국인 박순조 강제퇴거 및 법적지위 문제, 1984-85
1380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 1985-86
1381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1986
1382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V.1 1-8월
1383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V.2 9-12월
1384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6
1385 ('88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외동포 올림픽 새마을 교육. 1985-86
1386 조총련 동향, 1986. 전2권, V.1 1-4월
1387 조총련 동향, 1986. 전2권, V.2 5-12월
1388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6
1389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6
1390 아르헨티나 이민, 1986
1391 호주 이민, 1983-85
1392 호주 이민, 1986
1393 브라질 이민, 1984-85
1394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V.1 1984
1395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V.2 1985-86
1396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V.1 1979-81
1397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V.2 1982
1398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V.3 1983-84
1399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V.4 1985-86
1400 카나다 이민, 1986
1401 알제리 내 한국선원 억류사건, 1986
1402 가이아나의 한국어선 나포, 1984
1403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V.1 1984.1-5
1404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V.2 1984.6-1985.7
1405 이란·이라크전 관련 해우소속 Royal Colombo호 피격사건, 1984.9.16
1406 공해상에서의 한·일본 어선 충돌사고, 1985-86
1407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986. 전2권, V.1 1-5
1408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986. 전2권, V.2 6-12
1409 한국 선박 필리핀 억류 문제, 1986
1410 소련의 한국 어선(제101화동호) 나포사건, 1986
1411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검토, 1980-86
1412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이전 검토, 1983-85

1482
1483
1484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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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1413 주모리타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매입, 1982-85
1414 주네팔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검토, 1984-85
1415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1-86. 전2권, V.1 1981.1-1982.3
1416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1-86. 전2권, V.2 1982.4-1986.8
1417 주칠레대사관 청사 매입, 1983-86
1418 주제네바대표부 청사 매입, 1985-86
1419 주홍콩총영사관 청사구입, 1985-86
1420 주오사카총영사관 청사 건물 등기문제, 1975-86
1421 주Los Angeles(미국)총영사관 이전 문제, 1986
1422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관저 매입, 1979-86
1423 주카메룬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1424 주독일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V.1
1425 주독일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V.2
1426 주독일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V.3
1427 주필리핀대사관 관저 부지 매입, 1985-86
1428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전3권, V.1 1985.10-12
1429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전3권, V.2 1986.1-2
1430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전3권, V.3 1986.2-12
1431 주카타르대사관 직원주택 신축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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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967-81년도
1432 대중공 외교관 직접 접촉, 1981
1433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7 국별 교섭 - 인도네시아 IV
1434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10 국별 교섭 - 말레이시아 III
1435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13 국별 교섭 - 싱가포르 III
1436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17 국별교섭 - 태국 III
1437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21 국별 교섭 - 필리핀 III
1438 Levi, Noel 파푸아뉴기니 외무통상장관 방한, 1981.3.16-18
1439 Lee Lam Thye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사무차장 방한, 1981.4.25-5.7
1440 비동맹 전체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1.2.4-13. 전10권, V.4 기본대책 IV : 장관친서
1441 비동맹 전체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1.2.4-13. 전10권, V.10 회의문서, 연설문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44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1 비준 및 발효 조치, 1966.8월-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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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3 민사청구권 관계자료, 1964-66

1444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문제, 1981
1445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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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1986.5.29 발효(조약 882호)
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5 / 9 / 1~115(116p)

1. 협정 교섭 경위
Augurto Perez Anda 주한 에콰도르대사는 1982.12.16. 오채기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면담 시 동
협정 체결 거론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3.3.3. 주재국 측이 동 협정안을 송부해 왔으며 주재국 외상 방한 시 서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에콰도르 측 제시 협정안 중 Passporte Especial의 개념은 민간인의 공용목적 여행과 정부 훈련계획에
따른 여행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한국 측 대안을 주에콰도르대사관에 통보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3.8. 주재국은 한국 측 안을 수락하였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외무부는 1983.3,8. 법무부, 3.12. 법제처에 각각 의견 문의
1983.3.17.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3.3.24.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서명 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1983.3.28. 이범석 외무부장관과 방한 중인 Valencia 에콰도르 외상 간 서울에서 동 협정 서명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3.5.30. 한국 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측에 통보
윤태현 주에콰도르대사는 1985.2.11. Raul Baca 주재국 국회의장을 면담, 동 협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6.6.6. 주재국 외무성이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5.29.)를
공한으로 통보해 왔음을 보고
동 협정(1986.5.29. 발효)은 1986.6.3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내용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타방 국가에 입국, 그 임무 수행 기간 중 체류 가능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타방 국가에 입국, 3개월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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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3.3.7. 한국은 특별여권 제도가 없으므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제한 등

한·자이르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추진, 1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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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영사과

MF번호

2016-55 / 10 / 1~45(46p)

1.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1.8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사증면제협정 체결 교섭 지시
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81.10.17. 공한으로 주재국 외무성에 동 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며 외무성
법무관은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주재국은 콩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와도 현재 동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특수성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Kutendakana 신임 아주국장은 1983.10.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시
818

주재국관광성에서 관광 진흥정책 테두리 내에서 동 협정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

1985.9.10.~14.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콩고민주공화국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은 일차적으로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증을 면제할 것에 합의하고 최종 문안 및 서명 일자를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키로 하고, 차기 합동위에서 기타 여권의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문제를 검토할 것에
합의

- 동 합동위 한국 측 대표단은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대표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 측 대표단은 Mokolo
외상이 대표
- 양측은 9.13. 동 합동위 회의 결과에 관한 합의의사록 서명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6.5.23. 내부 협조 문서를 통해 6.16.~20. Kengo 콩고민주공화국 수상
방한 시 상대 측이 사증면제협정 문제를 거론하면 기합의된 사항에 관용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협정
체결 추진을 제의하되, 콩고민주공화국 측이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강력 희망할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측에 초안 제시를 요구하고 문안 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아프리카국 및 영사교민국에 통보함.

한·오스트리아 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19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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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55 / 11 / 1~26(27p)

1. 외무부는 1978.11.13. 문화협정 체결에 관한 주재국 측 반응을 보고토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지시함.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2.14. 오스트리아는 17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상국들은
대부분이 서구 인접국가 또는 동구 국가들이며, 주재국 관계당국에 타진한 바로는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증진되리라고 판단되고 또한 협정 운용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경우에 동 협정 체결을 검토한다고 함을 보고

Wolfram 오스트리아 외무성 문화국장은 1980.6.25. 주오스트리아대사 면담 시 문화협정 체결의
현실적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협정 운영에 대한 전망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협정 체결 문제를
검토한다고 언급

오스트리아
외무성 문화총국장은 1982.12.29. 주오스트리아대사 면담 시 한국과는 어느 정도
문화 교류가 있었으나 문화협정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었으며 어느 시기에 가서 문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함이 순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
오스트리아 외무성 양자문화과장은 1986.6.5.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해 한국이 오래전 문화협정
체결에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과는 동 협정이 없이도 상호 간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예술단 등 문화단체의 주재국 방문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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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주재국 측 입장에 관한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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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5 / 12 / 1~65(66p)

1. 1986년 한·중앙아프리카(중앙아) 간의 문화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중앙아대사관은 1986.3.6. 주재국 대통령의 6.10.~13. 방한에 대비, 문화협정 등 체결 건의
외무부는 5.13. 문화협정은 보다 실용화를 위하여 실질적 문화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토록 주중앙아대사관에 지시

주중앙아대사관은
5.30. 주재국 외무성이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등 3개 협정 초안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다음 요지로 건의
820

- 동 협정안은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모두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금번 기회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더라도 구체적 시행 조건에 관해 금후 상당 기간 동안 교섭과 검토 기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재국 콜링바 대통령의 방한 효과 제고를 위하여 긍정 검토
외무부는 6.3. 중앙아 대통령의 방한 시 동 협정 가서명을 추진코자 하므로 주재국 측이 가급적
한국 측 초안대로 가서명하도록 주재국과 교섭토록 주중앙아대사관에 지시

- 주중앙아대사관은 6.5. 주재국 외상 이하 수행원이 동일 저녁 출발 예정으로 주재국 측 입장을 접수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으므로 주재국 측 초안대로 가서명하거나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동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구절을 삽입한 후 구체적 교섭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방안을 건의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6.7. 아프리카국에 대해 동 협정 중앙아 측 문안 제5조(한국 측은 장학금, 교육,
연수 및 훈련수당·보조금을 지급하여 중앙아의 국민들이 한국 내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는 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문제로서 선례도 없으므로 중앙아 측이
동 조항 삽입을 고수할 경우 공동성명에 동 협정 체결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체결키로
합의했다는 내용 정도로 한국 측 관심을 표명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통보

2. 외무부는 1986.7.1. 중앙아 측이 제시한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안에 대한 의견을 과학기술처,
문화공보부, 문교부, 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문의함.
과학기술처는 8.12. 한·중앙아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1974.2.13. 발효)되어 있으므로 동 협정
명칭을‘문화협정’
으로 하고 과학기술 및 동 분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외무부에 통보

한·에콰도르 간의 문화협정, 1985.5.14 서울에서
서명: 1986.6.18 발효(조약 880호)

| 86-0750 |

생산연도

1965~1986

생 산 과

조약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55 / 13 / 1~254(256p)

1. 협정 추진 경위
주브라질대사관은 1965.3.23. 현지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 문화협정 한국 측 초안을 수교
주칠레대사관은 1969.10. Raules 에콰도르 외무성 문화국장에게 동 협정 체결을 희망한 데 대해
동 국장은 한국 측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문교부의 의견이 있는 즉시 구체적인 입장을 알려
주겠다면서 에콰도르 정부로서도 동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7.3.28. 주재국에 수교한 동 협정 초안 송부 요청

외무부 미주국은 1985.3.29. 에콰도르 외상이 5.13.~16. 방한 예정이며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동 외상 방한 기간 중 문화협정 등을 체결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 중이므로 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서도 작성해 줄 것을 건의해 왔음을 정보문화국 등 관련 부서에 통보

- 외무부는 4.2. 문화협정 한국 측 초안(기본안)을 주에콰도르대사관에 송부
외무부는 4.25. 에콰도르 측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문의
외무부는 4.29. 주재국 측 수정 제의에 동의함을 주에콰도르대사관에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외무부는 1985.4.30. 법제처에 동 협정에 대한 의견 문의
1985.5.8. 국무회의 협정 심의 의결

1985.5.13.
협정 서명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5.5.14.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Teran 에콰도르 외상 간 서울에서 협정 서명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6.6.6. 주재국 외무성은 동 일자 공한을 통해 문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6.6.18. 동 대사관의 공한으로 동 협정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
동 협정(1986.6.18. 발효)은 1986.6.25.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내용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관계 증진
학위, 자격 증명서 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 검토
양국 국민 간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상호 존중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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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3.31. 동 초안을 주에콰도르대사관에 송부
- 주에콰도르대사는 9.8. 주재국 외무성 문화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은 동 협정 조속 타결을 위해 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한·아일란드 간 문화협정 체결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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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nan 주한 아일랜드대사(동경 상주)는 1985.11.8.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시 아일랜드는 문화협정
체결 없이 scholarship 교환을 희망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문의한 데 대해 정보문화국장은 문화협정 체결
없이도 가능하나 협정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하고 아일랜드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주일본대사관은 1986.4.22. 현지 아일랜드대사관이 동국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서독, 이탈리아 등 10개국)을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822

2. 외무부는 1986.4.7. 지난 3월 방한한 바 있는 Ronan 주한 아일랜드대사가 3.19. 정보문화국장 면담 시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추진 계획에 참고코자 한다면서 한국 측 협정 기본 문안을 보내 줄 것을 요청
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문안을 현지 주재 아일랜드대사관 측에 전달토록 지시함.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1985.9.2 서울에서
서명: 1986.3.18 발효(조약 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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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추진 경위
외무부는 1983.12.1. 주재국의 문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니 한국 측 기본 문안
(standard text)을 제시 교섭토록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지시
이라크 외무성은 1985.2.6. 이라크 측 초안을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제시
외무부는 1985.3.11. 문화협정 이라크 측 초안에 대한 문화공보부 등 관련부처 의견 문의

- 관련 부처는 3월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5.6.23. 주재국 외무성이 6.16. 공한을 통해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2. 협정 체결 절차
1985.8.17.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5.8.30. 제39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1985.9.2.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1985.9.2.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Hassan Ali 이라크 무역성장관 간 동 협정 서명

- Ali 장관은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참석차 9.1.~7. 방한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3.4. 주재국 외무성이 2.27. 공한을 통해 문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3.18. 동 대사관의 공한으로 동 협정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하고 동 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함을 상호 확인
동 협정(1986.3.18. 발효)은 1986.3.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내용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및 교류 증진
학위, 자격 증명서 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 강구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에 1회 정기 회합 등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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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왔음을 보고

한국 연합통신·코트디봐르 AIP사 간의 뉴스교환
협정 체결교섭,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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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 / 3 / 1~10(11p)

1.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2.5.28. 주재국 Amadou Thiam 공보상 면담 시 한국 연합통신과 주재국
AIP(Agence Ivorienne Presse) 간의 협력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동 공보상은 이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측이 외무성을 통해 정식으로 협정 체결을 제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대사는 7.30. 한국 측이 동 협정 체결을 희망할 경우 한·세네갈 통신사 간 협정에 준한 한국 측
안을 주재국 외무성에 제시코자 함을 보고
824

2.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5.8.20. 국제방송인 심포지엄(8.26.~9.4.) 참가차 방한 예정인 주재국 국영
통신사(AIP) 사장이 체한 기간 중 연합통신사 사장을 방문, 양국 간 뉴스교환 협정 체결문제 협의를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면담 주선을 건의함.
외무부는 8.23. 연합통신사 측이 구체적 면담 일시는 동 사장 방한 후 상호 조정코자 한다고 함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한·나이지리아 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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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 / 4 / 1~8(9p)

1.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2.11.24. 주재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을 위해 협정 문안(standard text)
초안을 주재국 외무성에 제시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3.7.20. 주재국 문화사회개발성 실무자로부터 주재국 측 문화협정 초안을
전달받았음을 보고

나이지리아
공보문화성 Awoyede 부국장은 1984.9.13.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전달하고 동 협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제안

같음.
제1차 회의(1985.11.15. 나이지리아 문화청 회의실)

- 동 회의에는 대사관 공사 및 공보관, 나이지리아 공보문화성 Awoyede 국제교류국장 등 참석
- 장학금 수혜 규정, 내국인대우 관계 규정, 대중매체 자료교환 규정 등을 한국 측 안으로 합의하고 나이
지리아 측은 매년 정기협의 규정 등 계속 삽입 주장
제2차 회의(1985.12.16. 나이지리아 문화청 회의실)

- 동 회의에는 대사관 공사 및 공보관, 나이지리아 공보문화성 Olagunju 국제교류국장대리 등 참석
- 정기 협의는 매 3년마다 개최 합의, 재정 조항 및 분쟁 조항은 한국 측 수정안대로 합의
- 유효기간 관련 나이지리아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동 협정 시행 4년 이후 매년 자동 연장안에 반대하고
동 협정 시행 4년 및 1년 연장 이후 협정 재교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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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협정 체결을 위한 나이지리아 공보문화성과 주나이지리아대사관 간 두 차례 회의 결과는 다음과

한·노르웨이 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19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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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4.6.11. 주재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지침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6.19. 각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정부 예산 조치가 어려워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규 협정 체결은 한국 측에서 특별한 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하는
것이 본부 방침임을 주노르웨이대사관에 통보하고 문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재국 측 의견을 타진, 보고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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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7.9.14. 주재국 외무성 문화국장 접촉 결과, 주재국은 인력 및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실 없는 형식상의 문화협정을 특히 원거리 국가들과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함.
3. 주노르웨이대사는 1984.12.3. 주재국 문화과학성장관 및 외무성 문화국장 접촉 결과, 주재국 정부는
문화협정 체결을 정부의 직접적 관여가 불가피한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현재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문화계 중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뢰하고 있고 한국과의 동
협정 체결에 회의적 반응임을 보고함.
4. 노르웨이 외무성 Seeberg 문화과장은 1986.12.1. 상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외무성 안을 작성, 여당에
제시했으나 여당이 소수 집권당으로 국회 내 여야 간 여러 현안으로 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설된 문화 및 고등 교육성과 외무성 간에 대외문화협력에 관한 관할권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들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나 한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한·네덜란드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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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6.5.12. 한·네덜란드 문화협정 추진 관련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주재국은 약 27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예산의 뒷받침을 전제로 해야 동 협정 체결
교섭에 임하는 것이 주재국 정부의 방침
1982년 총선 이래 성립된 현 중도우파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경제정책에 따라
심지어 사회보장연금도 삭감하는 정책을 감행해 온 점으로 보아 주재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재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그러나
문화협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2. 네덜란드 외무성 Gitz 한국담당관은 1987.8.12. 주네덜란드대사관 이동진 참사관과의 오찬 시 네덜란드
국회에서 문화협정의 실효적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의 전망이 서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동 협정 추진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업(예: 네덜란드군의 한국전 참전기록 번역 출판 등) 추진을 명시하는 각서
교환을 제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서 교환은 네덜란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문화협정에 갈음하는
문서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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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등

한·파키스탄 간의 문화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1986.8.27 발효(조약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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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추진 경위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8.12.27. 주재국 Yusuf 외무차관 등을 면담, 문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 데 대해 동인들은 양국 간 유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데 대한 본부 지침을 건의

- 외무부는 1969.1.18. 주재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동 협정 체결 제의 지시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70.1.13. 주재국 측 실무진이 한국과 동 협정을 체결할 경우 북한과도
828

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한국과는 case by case로 문화교류 증진을 원한다고 보고
외무부는 1977.1.22. 주재국의 북한 승인(1973년)으로 중단된 동 협정 체결 재추진 필요시 재건의를
동 총영사관에 지시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2.26. 양국 간 기본관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보류 건의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81.11.2. 주재국 Mohammad 문화체육관광성장관 면담 시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언급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북한과는 문화협정이 있기는 하나 교류가 소원하다고 하고
한국과의 문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외무부는 11.19. 문화협정 한국 측 안을 동 총영사관에 송부 및 체결교섭 진행 지시
-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4.9.17. 주파키스탄대사관 앞 구술서를 통해 파측 수정안 제시
외무부는 1984.10.12. 파측 수정안에 대한 문공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 문의

- 문공부는 1985.2.14. 한국 측 안 제5조(출판물 내 타방 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 존중) 내용 중
press 단어를 삭제하자는 파측 요청 관련, 신문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보도가 있을 경우 문화
협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외교경로 등을 통해 파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외무부의
의견에 동의함을 통보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5.2.11. 주파키스탄대사관 앞 구상서로 press 단어를 삭제하고 한국 측 안에
동의함을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1985.4.17. 국무회의 심의 의결

-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정보 및 방송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 교과서 등 출판물상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상호 존중 등
1985.5.9.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을 수행, 방한 중인 파키스탄
외무장관 간 협정 서명
1986.8.27. 이슬라마바드에서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와 Asif Rahim 파키스탄 문화성 차관 간에
동 협정에 대한 양국 외무장관 명의의 비준서 교환
동 협정(1986.8.27. 발효)은 1986.9.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한·스웨덴 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19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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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스웨덴 간 문화협정 체결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70.3.2. 최근 북한의 유럽지역에 대한 선전 및 외교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구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립국 스웨덴과 문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기도를
사전 봉쇄하고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북구 제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함을
주스웨덴대사관에 통보하고 협정 체결 의사를 주재국 측에 타진토록 지시
주스웨덴대사관은 1970.4.15. 주재국은 정부 간 문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 외곽단체인
Swedish Institute에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구 제국과 문화교류계획(programme)을

agreement가 아니라 programme으로 족하다면 비교적 쉽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공예품
전시회 개최, 민속무용단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 측 안을 제시하여 주재국 측과 교섭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외무부는
1970.5.18. 상기 주스웨덴대사관의 보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문화공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

- 문화공보부는 6.8. 스웨덴과의 문화재 교환 전시, 민속공연단 파견 공연 등이 소망되나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1986.6.25. 문화협정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주스웨덴대사관에 지시
주스웨덴대사관은 1986.7.3. 주재국은 타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한 관례가 없으며 동구권 국가와는
협정에 유사한 문화 및 교육교류 계획(programme of educational and cultural cooperation)을
작성, 문서화하는 형식을 취하며 서구 국가 중 일부 국가(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와는 문화교류를
위한 협의 결과를 summary of talks 형식으로 문서화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화협정과는 다름을
보고

2. 본 문서철에는 스웨덴의 루마니아 및 헝가리와의 문화교류계획, 네덜란드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summary of talks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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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으며 자유세계와는 벨기에와 동 계획을 맺고 있음을 보고
주스웨덴대사관은 1970.5.5. 한국 측으로서 교류할 충실한 내용이 있고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한·세네갈 간 문화협정 시행 의정서 체결교섭,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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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대통령의 1982.8.24.~26. 세네갈 방문 시 공동성명에서 1979.4.24. 체결된 한·세네갈 문화협정의
시행을 위한 의정서 체결 교섭을 적절한 시기에 행하도록 합의함.
2. 외무부는 1984.2.16.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 등을 주세네갈대사관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서
초안을 작성토록 지시함.
830

3. 주세네갈대사관은 1984.4.12. 한국 측 초안을 작성,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5.2. 문교부, 문공부, 과학
기술처 등 관련 부처에 동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4. 외무부는 1984.6.5.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함.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6.14.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의 방한 시(1984.7.9.~12.) 동 의정서 서명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아프리카국에 통보

5. 세네갈 측은 1985.7.13.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세네갈대사관에 송부하였으며, 외무부는 8.28.
문교부 등 관련 부처에 동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6. 외무부는 1986.1.9.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다음 요지의 수정안을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함.
예술 분야에서의 장학금 제공은 시기상조, 시청각 자재설비 지원 내용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예산 사정 상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삭제

한·터키 간의 문화협정 시행 의정서(1986-88)
1986.4.8 Ankara에서 서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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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서 추진 경위
1972.8.4. 한·터키 문화협정 체결
외무부는 1985.6.12. 터키 측이 제의한 1985~87년 시행할 문화교류 세부 계획안에 대한 문교부,
문공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문의

- 터키 측 안은 1983~84년 문화교류 계획서와 비교 시 예술인, 언어학자 교류 제의 등 문화 조항을 강화하고,
장학생 교류를 강화 (한국 측 초청 터키 장학생을 종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 터키 측 초청 한국 장학생
수준을 종전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변경, 장학생에 대한 월 지급액 인상 등)
한국 측 기본 입장을 참고하여 주재국과 교섭토록 지시

- 1985~87년은 86 아시안게임에 이어 88 올림픽에 이르는 주요 준비 기간으로서 한국 주최의 국제문화,
예술행사가 다수 개최될 예정으로 동 기간 중 빈번한 한국 예술단 파견 등이 어려운 형편이며, 방한 공연
또는 전시의 경우에도 체재비 등 정부의 예산 부담 문제에 신중
- 문화교류가 지향하는 국민 상호 간의 이해 증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민간단체 간의
교류 장려 등
외무부는 1986.1.10. 터키 측이 한국 측 안을 수락하되 동 의정서는 정부기관 간의 교류만을 취급하고
경우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터키 측 입장에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 측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단체 간의 교류 장려 내용 삭제에
대한 의견을 문화공보부에 문의

- 문공부는 1986.1.23.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86 아시안게임 등으로 정부 간 문화교류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임을 터키 측에 강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주터키대사관은 1986.3.13. 주재국 측과 일부 문안을 정정키로 하였음을 보고

2. 의정서 서명 절차
주터키대사관은 1986.3.28. 주재국 외무성이 4.8. 외무성에서 동 의정서에 서명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
이상진 주터키대사와 Erdogan Sanalan 터키 외무성 문화총국장 간 1986.4.8. 동 의정서(정식 명칭:
Cultural and Scientific Exchange Programm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rkey for the Years 1986, 1987 and 1988)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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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5.8.13.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하고 다음 요지의

한·요르단 간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
1984-85

| 86-076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6 / 11 / 1~97(97p)

1. 외무부는 1984.5.2. 주요르단대사가 1981.1.1.부터 주재국 내 내·외국 업체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법이 한국 진출업체에게 재정·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동 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요르단과 사회보장 보험료 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할 것을 건의해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동 협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재무부는 6.5. 사회보장서비스에 관한 일부 내용 신설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832

2. 외무부는 1984.10.23. 다음 요지의 한·요르단 사회보장협정 안을 요르단 측에 제시키로 결정함.
동 협정안은 1977.5월 이란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작성
주요 내용

- 요르단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요르단 사회보장법 적용 면제
- 한국 내 요르단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법 적용 면제
- 요르단 내 한국인 고용주의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요르단 사회보장법상의 기여금 납부 의무 면제,
요르단인 근로자를 위한 기여금은 납부
- 한국 내 요르단인 고용주의 요르단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사회보장법상의 보험료 납부 면제,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보장법 적용 등

3. 주요르단대사는 1985.1.15. 주재국 Abdul Jaber 노동장관을 면담, 한국 측 협정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장관은 요르단 정부는 아직 그러한 협정을 어느 국가와도
체결한 바 없으며 금번 한국의 제의가 첫 번째로서 동 협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함.

한·우루과이 간의 체육교류협정 체결교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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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56 / 12 / 1~17(17p)

1. 주우루과이대사는 1986.4.4. 주재국 체육교육위원회 Julio Maglione 회장(1986.1.21.~23. 방한)이 동
대사를 방문, 동 위원회와 한국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부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제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주재국 국민들이 운동 경기에 대한 관심이 다대하고 언론 매체들은 스포츠 보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감안, 동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체육부는 1986.6.23. 다음 요지의 한·우루과이 체육교류협정 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 스포츠맨 간 우의 강화 및 국민 간 이해 증진
- 국제 스포츠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올림픽 정신을 활성화하며 상호 관심사 협의
주요 내용

- 스포츠 팀, 지도자 및 경기 진행요원 교류
- 체육기술에 관련되는 기술정보 교류
- 스포츠 의학 관련 사항 교류
- 경기시설, 기구 및 과학적 장치에서의 경험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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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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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발효(조약 879호), V.1 교섭철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서구1과/조약과

MF번호

2016-56 / 13 / 1~252(252p)

1. 한·독일(구 서독)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독일대사관은 1980.2.8. 주재국 외무성 Gansaeuer 원자력협력담당관이 한국의 원자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관련 관심 표명에 대해 한국이 NPT와 IAEA 가입국이므로 동 협정 체결에 이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문서로 정식 제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1980.2.19. 한국 측 안을 작성, 과학기술처에 의견 문의

834

- 과학기술처는 4.29. 독일로부터는 핵연료 자원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원자력 기술, 장비 또는
공동연구 등에 중점을 두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1981.3.31. 관련 부처 의견을 참고, 작성한 협정안을 과학기술처 및 동력자원부에 송부하고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5.4. 동 협정안 조항별 검토 의견서를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1985.5.17. 주한 독일대사관이 5.10. 1985.3월 Haunschild 독일 연구기술성 차관의
방한 시 한국 측과 협의한 원자력 협력 문제와 관련 동 협정 초안(각서 교환)을 제시해 왔음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하고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7.30. 동력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검토
의견서를 외무부에 통보

2. 외무부는 1985.8.16. 다음 요지의 한국 측 안을 확정, 제시키로 결정함.
독일 측 제의(각서 교환)와는 달리 협정 형식을 채택한 사유

- 한국의 여타 원자력 협력에 관한 합의가 모두 협정 형식으로 체결
- 합의 내용 실행을 위해 다수의 개별 약정이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므로 동 약정과 기본합의의
형식적 중요도를 달리할 필요
내용 요약

- 전문, 원전건설 및 가동·안전·훈련 등 협력분야, 정보교환·인적교류 등 협력방법, 비용부담, 협정
실행을 위한 회합, 정보교환, 이전 제한 정보, 이전된 물자·정보에 관한 책임, 평화적 사용 및 안전조치,
재이전과 안전조치, 방호수준, 분쟁해결, 효력 및 개정 등

3. 외무부는 1985.8.23. 동 협정의 한국 측 안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함.
주독일대사관은 8.27. 독일 외무성 Von Stulpnagel 원자력협력과장을 접촉, 한국 과학기술처장관의
독일 방문 시 동 협정 가서명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과장은 한국 측 안이 실질적인 내용상 수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실무 교섭 대표를 파견, 문안 교섭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 86-0764 |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발효(조약 879호), V.2 체결철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서구1과/조약과

MF번호

2016-56 / 14 / 1~306(306p)

1. 1985.9.5. 독일에서 개최된 한·독일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은
동 협정 한국 측 안의 작성 배경을 설명하고 독일 측 입장을 확인했으며, 전문가 개인용품의 면세조항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문안에 합의함.
면세조항 관련 한국 측 입장을 독일 측이 수용하고 한국 측은 EC 회원국으로서의 독일 측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수용함으로써 9.12. 장성대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과 독일 외무성 Trumpf 대외
경제국장 간에 동 협정안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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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14.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5.12.12. 국무회의 협정 심의 의결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6.1.17. 동 협정 체결이 어느 일국이 체약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제조약
(EURATOM 조약 예시)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해를 Aide-Memoire
형식으로 교환할 것을 제의

- 외무부는 부내 관련부서 간 협의 및 과학기술처 의견 문의 후 1986.3.21.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된 2.28.자
독일 측 Aide-Memoire 문안에 동의함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
1986.4.4. 동 협정 서명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6.4.11. 독일 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 및 전학제 과학기술처장관과 독일 Genscher 외상 및
Riesenhuber 연구기술성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동 협정(1986.4.11. 발효)은 1986.4.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동 협정 체결의 의의는 원자력 협력체계 다변화, 독일로부터의 핵물질, 장비의 수입절차 간소화,
선진기술과 정보 도입 촉진 등
전문, 본문 14개조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의 협력분야 지정, 연구개발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별약정 체결, 원활한 협정이행 촉진을 위한 양국 대표단 협의 등 규정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협정 서명 및 발효 절차

| 86-0765 |

한국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1985.11.28 Canberra에서 서명:
1985.10.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114호)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56 / 15 / 1~180(180p)

1. 약정 체결 추진 경위
양국 간 어업 실무회담 결과(1985.6.3.~4., 캔버라)

836

- 어획쿼터 4,000M/T, 입어 척수 10척으로 합의
- 호주 측은 입어료를 톤당 130 호주달러를 제시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지난 어기에 어획 부진 및 어가 불리로
출어선이 대부분 결손을 본 사실을 지적하고 115 호주달러로 인하할 것을 제의했으나, 호주 측의 120
호주달러 이하 불가 입장으로 한국 측은 해상 전재가 가능한 경우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호주 측은 노조활동이 미약한 King Island의 Grassy 항에서의 전재가 가능토록 주정부 및 세관 측과 협의,
동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할 것을 약속
해상 전재 및 입어료 관련 협의 경과

- 주호주대사관은 1985.7.18. 주재국 1차산업성이 주정부 등과 협의 결과, 해상 전재 및 120 호주달러 이하
인하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7.26. Grassy 항에서 어획물 전재 후 멜버른 항까지 가서 Post Fishery Inspection을 받아야 함에
따라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므로 가급적 호주 검사관이 출장, 검사하는 조건으로 호주 측 제안에 동의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 주호주대사관은 8.30. 1차산업성 Sturman 과장을 면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동 과장은
Grassy 항이 소규모 항구로서 2척 이상 선박 동시 수용 불가 등의 이유로 동 항구에서의 주재국 측 검색은
불가하며 대신 한국 측의 추가비용 소요를 감안, 톤당 입어료를 118 호주달러로 인하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언급
- 외무부는 9.6. 호주 측의 입어료 인하 제의에 동의하고 주재국 측에 갱신 부속약정안을 요청토록
주호주대사관에 지시

2. 약정 체결 절차
외무부는 1985.10.30.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부속약정) 체결을 위한 다음 조치를 결정함.

- 주호주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약정 서명, 동 서명으로 1985.10.1.부터 소급 발효하는 동 약정을 고시
1985.11.28. 캔버라에서 임동원 주호주대사와 Kerin 1차산업성장관 간에 약정 서명
동 약정(1985.10.1. 소급발효)을 1985.12.3.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4호)

한·적도기네 간의 어업협정 체결교섭,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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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56 / 16 / 1~149(151p)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오비양 적도기니 대통령은 1981.1.2. 동국을 방문한 이정오 대통령특사(과학기술처장관) 면담 시
한국 측이 협정 초안을 제시하면 검토, 체결하겠다고 언급
주카메룬대사관은 1981.12.17. 한·적도기니 어업협정 체결문제 검토에 필요한 적도기니 수역의
주요 어종, 외국 어선의 출어 현황, 입어 조건 등에 관한 카메룬 주재 적도기니대사관의 구술서를
외무부에 송부

수산청은
1982.10.6. 현 시점에서 적도기니 진출 희망 업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입어 가능성이

한석진 주카메룬대사 면담 시 자국은 스페인과만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필요시 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수산청은 11.19. 현재로서는 동국 진출 희망 업체가 없어 곤란하나 진출 여건 성립 시를 대비, 관련 자료
입수를 외무부에 요청
1985.6월 방한한 Marcelino Nguema 적도기니 외상은 6.8. 수산청장 면담 시 적도기니 측 어업
협정 초안을 전달

2. 정부의 추진 보류 결정
외무부는 1985.10.23. 동 초안 검토 결과, 여타 어업협정에 비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재정적 의무부담도 과다하므로 어업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협정에는 일반적 원칙 사항을 규정하되 세부적인 입어 조건 등은 매년 갱신되는 부속약정서에
규정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산청에 통보
수산청은 1986.2.17. 동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유보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주카메룬대사관은 1986.12.29. 동 협정 체결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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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하나 금후 입어 여건이 성립되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Achama 적도기니 임업·수산차관은 1984.9.28. 어업 기자재 기증식을 위해 적도기니를 방문한

한·구주공동체(EC) 간의 어업협정 체결교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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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56 / 17 / 1~11(12p)

1. 외무부는 1985.6.25. 주벨기에대사가 6.11.~13. 스트라스부르 출장 시 구주의회 대외통상위 소속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 한·EC 간 제반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협의에서 그리스 출신 Stavrou 의원은
한·EC 무역협정 체결 시 어업협정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을 수산청에
통보하고 동 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수산청은 7.12. EC 회원국 및 동 회원국의 해외 영토 연안어장의 새로운 진출 및 기존 진출어장
(포르투갈) 확보를 위해 EC와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838

2. 외무부는 1985.9.12. 다음 사항을 감안, 동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현재 EC 수역 내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은 전무하나 1984.10월부터 포르투갈 수역 및 동국 속령인
Madeira 및 Azores 군도 200해리 수역에서 참치 조업을 하고 있으며 동국이 스페인과 함께
1986.1월 EC 회원국으로 예정됨에 따라 동국 수역 조업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
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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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56 / 18 / 1~130(131p)

1. 프랑스 경제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 조건을 정하기 위한 한·프랑스 간 어업 각서교환에 관한
의사록 갱신을 위한 1985년도 어업회담이 1985.10.16.~18. 서울(수산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이종휘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외무부 및 수산청 관계관, 수산 업계 관계관(자문)
- (프랑스 측) Chenu 외무성 총무국장(전권공사, 수석대표), 외무성 및 해양담당 국무성 관계관 등
회담 결과(의사록 갱신)

2. 1986년도 어업회담이 1986.11.20.~22. 서울(수산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수석대표), 외무부 및 수산청 관계관, 수산 업계 관계관(자문)
- (프랑스 측) De Bonnecorse 외무성 경제재무국 총무담당 부국장(수석대표), 외무성 및 해사성 관계관 등
회담 결과(의사록 갱신)

- 1987.1.20.~1988.1.19. 시행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월리스 및 푸투나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어획량,
입어료 및 조업척수 합의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역에 20척 증척 및 장비 구입비로 182,000 프랑을 1987.3.19.까지 지불
- 한국 정부는 5척의 파페에테 항 전용 기지선 외에 한국의 선주들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연승어선을
동 항에 기지 개설토록 권장
- 입어료 지불 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대해서는 별도 은행구좌에 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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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1.20.~1987.1.19. 시행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월리스 및 푸투나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어획량,
입어료 및 조업 척수에 합의
- 파페에테 항 전용 선박을 기지선으로 정의하고 한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최소 5척이 동 기지를 개설토록
권장
- 프랑스 당국의 요청 시 한국 어선에 프랑스 옵서버 승선 가능
- 입어 기간 중 매 7개월마다 어획량 보고, 어획물 전재는 프랑스 당국 감시하에 항구 내 또는 지정수역에서
가능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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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 / 19 / 1~53(53p)

1.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6.8.29. 주재국 외무성이 1986.9.30. 종료 예정인 한·뉴질랜드 어업협정을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교환각서 안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86.9.9. 한국 어선(현재 27척 조업 중)의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연장을 위해 동
협정(1978.3.16. 양국 간 서명·발효)을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뉴질랜드 측 제안각서에 대한 한국
측의 회답각서를 주뉴질랜드대사로 하여금 주재국 측에 송부토록 결정함.
840

3. 1986.9.16. 뉴질랜드에서 최필립 주뉴질랜드대사와 C. J. Moyle 뉴질랜드 수산장관 간 동 협정 연장각서
(1986.9.30. 발효)를 서명, 교환함.
4. 외무부는 1986.9.26. 관보에 동 각서교환을 게재(외무부고시 제121호)함.

한·솔로몬아일란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의
연장추진, 1982-86

| 86-0770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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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피지대사관은 1982.10.1. 한·솔로몬아일랜드 어업협정 부속약정이 11.30. 만료되나 한국원양
어업협회 측의 개별 입어료 입장을 솔로몬 측에서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피지대사관은 1984.10.17. 솔로몬 외무성이 동 협정 부속약정이 동국의 갱신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983년 초 이래 갱신되고 있지 않다면서 가까운 장래 갱신 의사가 없다면 정부 간 어업협정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841

외무부에 통보함.
허용 어획량을 현실적으로 어획 가능한 수준인 500M/T로 인하(종전 1,300M/T)
입어료를 M/T당 100달러로 산정하여 연 입어료 5만 달러(종전 130천 달러)

4. 주피지대사관은 1986.4.29. 솔로몬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입어료 및 어획량 관련 한국 측 제의를
수용하는 부속약정서 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5. 주피지대사관은 1986.7.1. 주재국 정부가 솔로몬 측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 측 회신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만간 회신이 없을 경우 어업협정의 일방적 폐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하고 동
부속약정 갱신의 재검토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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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청은 1984.11.3. 동 약정의 당사자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다음 요지의 약정 갱신 조건을 제안했음을

한·보츠와나 간의 무역협정, 1986.5.1 Gaborone에서
서명: 1986.8.14 발효(조약 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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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7 / 1 / 1~339(339p)

1. 협정 추진 경위
외무부는 1981.11.10. 주케냐대사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통상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겸임국
보츠와나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건의해 왔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알리고 동 협정 초안에 대한
의견 문의

- 상공부(11.18.), 재무부(12.5.)는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각각 통보
외무부는 1982.1.5. 무역협정의 한국 측 안을 주케냐대사관에 송부하고 보츠와나 측과 교섭토록
842

지시
M. P. K. Nwako 보츠와나 상공장관의 방한(1983.10.10.~15.) 중 보츠와나 측의 요청에 따라 10.14.
Masisi 보츠와나 상공성 통상국장과 외무부 경제국장 간에 동 협정안을 협의, 내용과 문안에
원칙적인 합의

- 외무부는 11.26. 동 협정 문안의 일부를 수정한 한국 측 최종안을 보츠와나 측에 제시토록 주케냐대사관에
지시
- 보츠와나 외무성은 1985.6.25. 구술서로 동 협정 합의 문안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
비동맹 교섭 사절단장으로 1985.8.6.~9. 보츠와나를 방문한 윤석헌 외무부 본부대사와 보츠와나
상공성 마렌게 차관보 간에 1985.8.8. 동 협정 가서명

2. 협정 체결 절차
1985.11.28.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6.1.9.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6.1.15.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주보츠와나대사(주케냐대사 겸임)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1986.5.1. 보츠와나 대통령실에서 최동진 주보츠와나대사와 M. P .K. Nwako 보츠와나 상공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1986.8.14.
이해원 특사의 보츠와나 방문 시 Nwako 상공장관과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는 내용의
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 발효
 협정(1986.8.14. 발효)은 1986.8.27.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동

3. 협정 요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모든 사항에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양국 간 거래의 결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유 태환성 통화로 행함.
협정의 이행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협의회 개최 등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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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69~1986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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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추진 경위
외무부는 1982.7.16. 콜롬비아와의 포괄적인 경제기술 및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오던 중
콜롬비아 측의 요청으로 과학·기술협력협정이 1981.6.1. 체결되어 1982.2.5. 발효됨에 따라 이어서
동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결정

외무부는
1982.8.4. 상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동 한국 측 협정안을 주콜롬비아대사관에

주콜롬비아대사관에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1985.5.15.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5.5.23.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5.5.29. 협정 서명 및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5.5.31.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방한(1985.5.30.~6.2.) 중인 Augusto Ramirez
Ocampo 콜롬비아 외무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1986.12.10.
콜롬비아 외무성과 주콜롬비아대사관 간 국내절차 완료를 공한으로 상호 통보함으로써
동 일자 발효
 협정(1986.12.10. 발효)은 1986.12.2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동

3. 협정 요지
양국 정부는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
양국 간의 교역 극대화를 위한 제반 조치 및 재수출 규제를 규정

양국
간 거래의 결제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 행함.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설치 등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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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고 콜롬비아 측과 교섭토록 지시

콜롬비아
측은 1985.5.10. 동 협정 수정안을 제시하고 동국 외상의 방한시 서명 희망
콜롬비아 외무성은 5.14. 공한을 통해 한국 측 제시 수정안(협정 2년 유효 및 매 2년 갱신)에 동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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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코트디봐르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86.8.9
Abidjan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889호), V.1
1969-82
생산연도

1969~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서아프리카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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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 한·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간 무역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70.2.12. 주재국 경제재무성 Amethier 통상국장을 면담, 현안인 방한 초청
및 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국장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EXPO 70 주재국 측 대표단에
경제재무상이 포함될 것이므로 한국 측이 동 대표단을 방한 초청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음을 보고
코트디브아르 경제재무성 통상국장은 1970.4.8.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무역협정에 대한
844

코트디브아르 측 안을 수교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70.5.20. 주재국 외무성이 Beide 경제재무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에서 동 협정 추진을 위해
한국 측 안 송부를 건의

- 외무부는 6.13. 코트디브아르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70.10.12. 한국의 대주재국 수입이 전무한 현재 무역협정 체결은 곤란하며
한국 측의 정책적 수입 실현도 요원한 형편임을 감안, 무역협정보다 절차가 간략한 관세협정은
실제 효력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의견 보고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75.3.5. 주재국 측은 상당한 대한국 수출 전망이 보일 때까지 동 협정
체결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재국 측의 한국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율 적용(1971.2.16.)으로 한국의
대주재국 수출 장애요인이 제거되었으므로 당분간 동 협정 체결 교섭을 동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보고

외무부는
1978.5.2. 동 협정 일부 정정 또는 추가 사항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2.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2.3.26. 주재국 상무장관 면담(3.24.) 기회에 무역협정 체결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 동 장관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협정 한국 측 안 제시 후
상당 시일이 경과되었음을 감안, 한국 측 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새로 작성해 제시하는 것이 교섭상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건의함.
외무부는 8.25. 부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한국 측 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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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코트디봐르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86.8.9
Abidjan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889호), V.2
1985-86
생산연도

1969~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서아프리카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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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체결 경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85.3.15. 주재국 외무성 국제협력국 Anoh 부국장을 면담, 양국 간
무역협정 조기 체결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부국장은 동 협정 한국 측 신초안에는 삭제되어 있는
양국 간 수출입 관심품목 리스트를 부활시킬 것을 제의

외무부는
1985.4.6.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타이어 제품, 전화기 등 한국의 대코트디브아르 수출
관심품목(24개) 리스트를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코트디브아르
외무성은 1985.6.11.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대해 한국 측 수출 관심품목 리스트가

- 코트디브아르 측은 동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 불요

2. 협정 체결 절차
1985.7.18.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5.9.10.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6.6.19. 협정 서명, 발효를 위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코트디브아르 방문 기간(1986.8.8.~10.) 중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1986.8.9. 코트디브아르 아비장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Kuandi Angba 코트디브아르 통상
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협정(1986.8.9. 발효)은 1986.8.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동

3. 협정 요지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거 부속서에 열거된 수출입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양국 간 거래의 결제는 미 합중국 달러화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 행함.

양국
간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혼성위원회 소집 등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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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한국 측 협정안에 동의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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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1.21 및 12.4 Washington에서
서명: 1986.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26호)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7 / 5 / 1~237(237p)

1. 각서 교환 경위
협상 경과

- 1986.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 섬유협정 개정을 위한 양측 간의 5차례의 협상 끝에 8.4. 양국
협상 실무대표(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미국 측: Mike Smith USTR 부대표) 간의 신협정 내용
합의
협상 배경
846

- Thurmond 섬유규제 법안의 의회 번복 표결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이를 저지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미 3대 섬유수출국인 한국,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에 현 섬유협정을 개정키 위한 협상을 제안함으로써
협상 시작
- 동 협상에서 미측은 비쿼터 품목 규제, 금후 3년 간의 수출물량 동결을 주장하였고 한국 측은 이를 반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홍콩, 대만이 협상을 타결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과도 협상 타결
신 섬유협정(안) 요지

- 협정 기간: 4년(1986~89)
- 규제 품목: 종전 비규제 품목(Non-MFA)도 포함 규제
- 연 증가율: 협정 기간 중 연 평균 증가율 0.825%
- 규제 방식: 6개 그룹 설정으로 품목별 및 그룹별 규제
- 품목 간 통합, 품목 간 물량 조정 등 협정 운영상의 융통성 추가

2. 각서 교환 절차
외무부는 1986.12.2. 한·미 간의 신 섬유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체결을 위한 다음 요지의 조치를 결정함.

- 미측의 제안각서에 대해 주미국대사가 회답각서 송부
- 동 각서교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동 협정(유효기간: 1986.1.1.~1989.12.31.)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
게재(동 각서 교환은 기존 한·미 섬유협정의 개정·연장의 성격이므로 고시류 조약에 해당)
동 협정은 1986.11.21. Ronald Sorini 미국 섬유협상 부대표가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1986.12.4.
김경원 주미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86.1.1.자로 소급 발효됨.
1986.12.24.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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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볼리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11.25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912호)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남미과/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7 / 6 / 1~173(173p)

1. 협정 체결 경위
외무부는 1985.6.19. 주볼리비아대사관에 대해 방한 중인 Jorge Crespo Velasco 볼리비아 외무
차관이 6.10. 외무부장관 및 차관 면담 시 8.6. 신정부 출범 이전에 한·볼리비아 혼성위원회를
설립하고 1차 회의를 라파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본부는 동 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해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추진코자 한다고 통보

- 외무부는 6.21. 협정안을 주볼리비아대사관에 송부
양측은 1985.7.11.~12.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개최된 한·볼리비아 혼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2. 협정 체결 절차
1985.8.1.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6.11.20.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6.11.24.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1986.11.25.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방한(1986.11.22.~26.) 중인 Bedregal 볼리비아 외무
장관 간에 협정 서명
동 협정(1986.11.25. 발효)은 1986.12.1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 간의 협력 촉진
경제 및 기술협력의 분야는 천연자원 및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교통, 통신 및 기타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 포함

기술협력은
인력 훈련,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행함.

협정의
시행 및 특정 사업을 위하여 특정 협정 또는 약정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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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문안에 합의 및 가서명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교섭,
1986

| 86-077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7 / 7 / 1~54(54p)

1. 한·중앙아프리카(중앙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중앙아대사는 1986.4.23. 중앙아·북한 친선협회장인 주재국 Kazagui 과기처장관(1985.6.10.~14.
방한)이 6월 Kolingba 주재국 대통령의 방한 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대통령 방한 시 가서명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6.5.27. 양국 간 기존 경제기술협력협정(1973.5.1. 서명,
1974.2.13. 발효)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협정 체결은 불필요한 것으로
848

보임을 주중앙아대사관에 통보
주중앙아대사관은 1986.5.30. 주재국 외무성은 Kolingba 대통령의 방한을 기하여 문화·과학·
기술협력협정, 기술원조에 관한 약정, 항공협정 체결을 희망하면서 동 협정 초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6.6.5. 동 대통령 방한 기간(6.10.~13.) 중 동 협정 서명 또는 가서명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곤란함을 아프리카국에 통보

외무부
경제국은 1986.6.7. 중앙아 측이 제의한 기술원조에 관한 약정은 한국의 대개도국 기술공여
사업의 범위를 월등히 초과, 동 제의를 수락할 수 없음을 아프리카국에 통보

2.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6.23. 과학기술협력협정 추진 등 Kolingba 중앙아 대통령의 방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경제국에 요청함.

| 86-0778 |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1986.9.9 발효(조약
902호)
생산연도

197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7 / 8 / 1~362(362p)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과학기술처는 1975.9.19.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시한 교섭단의 1975.6.21.~7.1. 구주 4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순방 중 독일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 Genscher
외무장관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1985.9.25. 독일 측이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제시해 온 동 협정 초안에 대한 과학기
술처의 의견 문의

외무부는 1986.1.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측 대안을 독일 측에 제시키로 결정

- 1966.9.28. 체결된 한·독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독일 전문가 초청, 기술연수생 파독 등의 방법으로
독일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한국의 경제력 및 기술수준 향상으로 독일과 대등한 입장에서 기
술협력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
- 1985.3월 독일 연구기술성 Haunschild 사무차관 방한 시 양측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필요성 합의
주독일대사관은 1986.3.14. 주재국 연구기술성이 양측 간 협정안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대통령의 순방 중 서명에 동의하는 입장임을 보고하고 독일 측 수정안 송부

2. 협정 체결 절차
1986.3.27.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6.4.4.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전두환 대통령의 독일 방문(1986.4.10.~12.) 중 4.11. 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 및 전학제 과학
기술처장관과 독일 Genscher 외무장관 및 Riesenhuber 연구기술성장관 간에 협정 서명
1986.5.1. 국무회의 심의 의결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독일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1986.8.27. Jurgen Kleiner 주한 독일
대사의 서한에 대해 9.9.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동 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
동 협정(1986.9.9. 발효)은 1986.9.1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에너지, 환경, 재료, 생산 및 가공화학, 정보 및 기타 합의되는 분야에서 협력
정보 교환,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환, 자문 및 용역의 제공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형태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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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처는 11.26. 동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동 협정이 조속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86-0779 |

한·독일 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6.2.28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17호)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57 / 9 / 1~69(69p)

1. 각서 교환 경위
한·독 기술협력협정(1966.9.28. 서명, 1967.2.13. 발효)에 따라 1979.5.28. 최초 약정 체결

- 1983.12.9. 1차 연장약정 체결
주한 독일대사관은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을 연장할 것을 1985.10.10. 제안각서를 통해 외무부에
제의
외무부는 1985.10.19. 동 사업 연장을 위한 독일 측 약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처의 의견 문의
850

- 과학기술처는 1985.12.31.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2. 각서 교환 절차
외무부는 1986.2.26. 동 사업의 2차 연장을 위한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회답
각서를 송부하고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약정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1986.2.28.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Ju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1986.3.6.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7호)

3. 교환 각서 요지
향후 3년간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
독일 측은 한국 측 과학자의 해외수학 및 여행 경비, 독일 전문가의 단기 파견 및 일정 장비의 제공을
부담

한국
측은 경상 경비 및 독일 파견 전문가 1인당 월 2,500마르크 지급 부담 등

한·독일 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4-86

| 86-0780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7 / 10 / 1~208(208p)

1. 제4차 약정 체결 추진 경위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7.22. 초지 연구사업 지원 연장을 위한 약정(안)을 외무부에 송부
외무부는 1984.1.31. 과학기술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약정 한국 측 수정안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4.3. 외무부에 다음 요지의 각서 제안

2. 약정 체결 절차
외무부는 1984.4.11. 한·독 기술협력협정(1966.9.28. 서명, 1967.2.13. 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973.6.1. 이래 실시되어 온 동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

- 독일 측 제안을 수락하는 회답각서 송부
-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동 약정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
1984.4.18.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Wolfgang Eg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교환으로 동 약정
(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 간의 초지 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이 체결
되어 동 일자로 발효
1984.4.25.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94호)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 협의 후 1986.6.9. 한·독 초지 연구사업(Korean-German
Grassland Research Project)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지로 하는 독일 측 제안 각서(1986.3.19.)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송부키로 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함.

- 1986.6.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대리와 Jue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동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
- 1986.6.21.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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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측 부담 사항) 전문가 파견, 기술자재 등 제공, 훈련생 초청, 자재수송비 등 경비 지원
- (한국 측 부담 사항) 전문가, 행정 및 보조 요원 확보, 시설, 건물 및 대지의 경상비
- 제4차 사업(1982.1월~1985.12월)을 1985.12.31.까지 연장 (동 사업 연장 시 독일 측은 1.5백만 D.M. 재정
지원)

| 86-0781 |

한·독일 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1985.11.25 및 6.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6.6.16 발효(외무부고시 118호)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6-57 / 11 / 1~75(76p)

1. 각서 교환 추진 경위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5.10.11. 한·독 기술협력협정(1966.9.28. 서명, 1967.2.13. 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약정 체결을 요지로 하는 독일 측 제안각서(10.10.)를
외무부에 송부

외무부는
1985.10.19. 약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의견 문의

852

2. 각서 교환 절차
외무부는 1986.6.13.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송부하고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동 약정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1986.6.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대리와 Ju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동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 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1986.6.21.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8호)

3. 약정 요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위한 기능장 훈련을 창원기능대학 및 중앙직업훈련원에서 실시
독일 측은 전문가 1인 36개월 파견, 단기 전문가 및 자문관 파견, 한국 전문가 13인에 대한 훈련,
300천 DM 상당의 부품 및 강의 실습재료 제공 등 기여
한국 측은 전문가 및 보조원 제공, 사무실, 장비 및 소모품 제공, 사업 운영비 및 훈련생 여비 부담
등 기여

한·코트디봐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8.8 Abidjan에서 서명: 발효(조약 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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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조약과/서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7 / 12 / 1~201(202p)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78.4.21. 주재국과의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한·모로코 간 협정
(1976.5.22. 체결)을 토대로 작성한 협정 문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지침 하달을 건의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978.7.28. 한국 측 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과 교섭토록 지시
외무부는 1982.10.5. 방한한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Coulibaly 국제협력국장이 9.28. 제2차관보
면담 시 1983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는 Ake 외상 방한 시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음을

- 동 국장은 11.25. 주코트디브아르대사 면담 시 현재 협정안을 검토 중이며 Ake 외상 방한 시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코트디브아르 외무성은 1985.3.23.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동 협정 수정안을 송부
외무부는 1986.6.19. 동 협정 한국 측 수정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 동 대사관은 7.1.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최종 문안에 동의했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1986.7.8.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6.7.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6.7.29.
협정 서명, 발효에 대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코트디브아르 방문 기간(1986.8.8.~10.) 중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7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1986.8.8. 코트디브아르 아비장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Simeon Ake 코트디브아르 외상 간에
동 협정 서명
 협정(1986.8.8. 발효)은 1986.8.16.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동

3. 협정 요지
상호 자국 내 상대국의 투자를 인정하며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 보장
훈련생 및 전문가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 협력 촉진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성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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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하고 한국 측 안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 보고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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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18 Kuala Lumpur에서 서명:
1986.11.24 발효(조약 913호)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8 / 1 / 1~264(264p)

1. 협정 체결 경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2.10.27.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장관 간
교환각서 초안을 송부하고 11월 Amar Yong 과학·기술·환경장관 방한시 체결 제의

- 외무부는 10.29. 과학기술협력이 과학기술처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국 간 전반적인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함을 과학기술처에 설명
Amar Yong 장관 방한(1982.11.1.~6.) 시 양측은 과학기술협력협정 조기 체결 추진에 합의하는
854

양해각서 교환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3.5.2. 동 협정의 말레이시아 측 문안을 송부

- 외무부는 9.1. 한국 측 대안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4.3.19. 한국 측 제시 협정 문안에 대한 수락 의사를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1984.10.5.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1984.11.22.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학기술처는 1985.5.31. 과학기술처장관이 말레이시아 방문 시 동 협정을 서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업무 형편상 가까운 시일 내 동국 방문 계획이 없으므로 외무부장관이 동 협정에
서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1985.7.3. 동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5.7.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Amar Yong 말레이시아 과학·
기술·환경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1986.11.24.
서울에서 오재희 외무부차관과 제3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Zainal 말레이시아 외무차관 간에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
 협정(1986.11.24. 발효)은 1986.12.1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동

3. 협정 요지
과학·기술협력은 정보·지식·경험의 교환, 연구·조사·훈련을 위한 기술인원 및 기타 인원의
교류 등 포함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계획·사업 및 기타 협력 형태는 합동위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 범위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 약정에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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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8 / 2 / 1~337(338p)

1. 협정 체결 경위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82.12.9. 한·파키스탄 경협 체제 구축을 위해 12.2. 주재국 외무성
아·태차관보에게 경제기술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등이 포함된 Aide-Memoire를 전달

- 외무부는 1983.4.19. 우선 양국 경협 관계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희망함을
동 총영사관에 통보
- 동 총영사관은 4.20. 주재국 외무성이 협정 체결에 이의가 없으며 한국 측의 초안 제시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수교 여건 조성의 견지에서 조속한 초안 제시를 건의
주재국 측 반응을 보고토록 지시

- 파키스탄 외무성은 11.14. 동 협정에 무역, 과학 분야 등도 포함된 파키스탄 측 대안을 제시한바, 외무부는
1984.3.3. 한국 측 재수정안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파키스탄 경제성은 1984.3.31. 협정 제2조(무역) 및 제6조(어업)는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

- 외무부는 6.11. 신병현 부총리의 4월 파키스탄 방문 시 동 협정안 2조(무역) 관련 파키스탄 측이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 입장을 표명했음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파키스탄
측은 7.23. 제2조 관련 대안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외무부는 1984.8.7. 파키스탄 측 입장 관련 다음 요지로 대처키로 결정

- 제2조 관련 파키스탄 측 대안이 한국 측 입장(양국 무역상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원칙 및 예외의 경우
인정)을 수락하고 있고 양국 간 현황에 비추어 조속 체결 필요시 어업 조항(전관수역 조업)을 양보
주파키스탄대사관은 8.9. 주재국 경제성 Khan 담당과장이 제6조 2항(어업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은
수락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보고

주파키스탄대사관은
8.29. 공한으로 한국 측 2차 수정안을 주재국 경제성에 제시

주파키스탄대사관은
주재국 측과 문안 수정 등 수차례 협의 후 11.1.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

2. 협정 체결 절차
1984.11.14. 법제처 의견 문의, 12.26. 국무회의 심의
1985.4.24.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5.5.9.
서울에서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YaqubKhan 파키스탄 외무장관 간 협정 서명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5.11.28.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음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동 대사관은 1986.1.14. 구상서로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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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983.6.17. 경제기술협력협정 초안을 동 총영사관에 송부하고

3. 협정 요지
양국 정부는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통상증진을 장려, 촉진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단, 체약 당사국 일방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로부터 파생되는 특혜와 이익 등은 예외)

양국
간 합작투자, 자본투자를 장려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구성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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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1986.10.27 발효
(조약 제905호)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8 / 3 / 1~395(395p)

1. 협정 체결 경위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4.9.19. 주재국 외무성이 협정 초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0.4. 주재국 과학기술성이 교섭 중인 양국 간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과는
별도로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강력 희망하고 있으며 Kazi 대통령 과학기술담당 고문은 9.20.
주파키스탄대사에게 동 협정 체결을 거듭 요망했음을 보고
과학기술처는 1985.2.1.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 협정

협정 체결을 별도 추진하기로 결정

- 외무부는 2.22. 동 협정 한국 측 수정안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5.4.16. 주재국 과학기술성이 4.17.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한 부속서의
한국 측 수정안 등에 동의함으로써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1984.4.25. 국무회의 심의
1985.5.9. 서울에서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YaqubKhan 파키스탄 외무장관 간 동 협정 서명
파키스탄 과학기술대표단은 1985.11.24.~12.1. 방한, 과학기술처와 과학기술협력의정서 문안 합의

- 12.23. 파키스탄에서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과 Mashihuddin 파키스탄 과학기술차관 간에 동
의정서(양국 과학기술처 간 약정) 서명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6.1.14. 협정 발효를 위한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에 통보,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은 1986.10.27. 국내절차 완료를 외무부에 통보, 협정 발효

3. 협정 요지
양국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이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요원과 연수생을 상호 교류하며, 과학·
기술 정보와 자료를 교환
양국 간 협력의 세부 사항은 개별 약정으로 정하며 매 2년마다 체결되는 실행의정서에서 구체적으로
결정
기술연수생에 대해서는 파견국이 왕복 항공료를, 접수국이 국내 체재비 등을 부담하며, 파견
전문가에 대하여는 접수국이 왕복 항공료,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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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 체결하고 기술협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보
외무부는 1985.2.15. 파키스탄 대통령의 5월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강화 필요성에 입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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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1986.8.12 발효
(조약 891호)
생산연도

197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58 / 4 / 1~205(205p)

1. 협정 체결 경위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9.25. 주재국 과학개발원이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과학기술처는 10.14. Medina 필리핀 과학개발원 의장의 1975.10.5.~9. 방한 중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협의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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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측이 동 협정을 제의하였으나 양측은 기존 문화협정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와 필리핀 과학
개발원이 당사자가 되는 양해각서로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동 협정 체결을
교섭키로 합의
과학기술처장관의 1976.2.23.~27. 필리핀 방문 시 동 협정 조속 체결 합의
과학기술처는 5.13. 필리핀 측 문안에 대한 의견 및 7.1. 동 협정 효과와 문제점 등을 외무부에
각각 통보

- 동 협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가 주축을 이루나 과학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소기의 성과 기대
곤란
외무부는 1977.6.24. 한·필리핀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기술협력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하고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8.1.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안의 내용을 경제기술협력협정안에 포함시켜 단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외무부에 통보
주필리핀대사관은 1981.7.2. 주재국 외무성이 1975년 서명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협정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의 주재국 방문 시 동 협정 서명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1981.7.7. 법제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7.7. 특정 사업 약정의 내용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원조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약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1981.7.7. 국무회의 심의 및 동일 마닐라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계기 노신영 외무부
장관과 Collantes 필리핀 외상대리 간 협정 서명
1986.5.17. 협정 비준 및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6.8.12. 마닐라에서 김창훈 주필리핀대사와 Laurel 필리핀 외무장관 간 비준서 교환, 발효

3. 협정 요지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과학기술협력 증진 및 개발
전문가,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약정 체결 등

다자조약 가입 현황 및 추진대책,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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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7. 외무부 내부 건의를 통해 결정된 다자조약 가입 종합대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다자조약 가입 현황(1985.12.31. 현재)

- 유엔 수탁 조약 가입: 총 246건 중 65건 가입
- 기타 조약(비유엔 수탁 조약): 총 153건 가입
남북한 다자조약 가입 비교

- 한국 단독 가입: 59건, 북한 단독 가입: 6건
- 남북한 동시 가입: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6건
- 가입 필요성 판단 기준: 실질적 국익에 기여, 일반적 국제협력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고양
- 가입 추진 대상 주요 분야: 국제적 지위 향상(남극 관계 및 인권 관계 조약 등), 무역 및 경제 분야
(지적 소유권, 무역마찰 해소 관계 조약 등)
장·단기 가입 추진 대상 조약

- 단기 추진 대상(3년 이내 가입 목표) 조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파타이트 억제 협약, 고문방지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남극조약, 유엔해양법협약 등 25건
- 중장기 추진 대상(3~10년 이내 가입 목표): ILO 채택 제 조약, 국가재산, 문서 및 부채의 승계에 관한 협약,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등 약 30건
대한제국 체결 다자조약의 처리 문제

- 주한 독일대사관은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법적 동일성에 관한 한국 입장, 특히 대한제국이 체결한
전시병원선에 대한 면세협약 등 3개 다자조약의 한국에 대한 효력 문의
- 동 조약의 승계 검토 등 별도 보고 후 조치 예정

2. 본 문건에는 전쟁범죄에관한법적시한불적용협약(Co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외무부 국제법규과 작성 1984.12.5.
보고 문서,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작성 남북한 다자조약 가입 현황 및 미가입 조약 대책 자료
(1984.12.26., 1985.7.15.)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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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입 추진 대책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추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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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표부는 1985.7.19. 북한이 1969년 제2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Special Missions)에 1985.5.22. 가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의 가입으로 동 협약 발효 요건(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이 충족되어 1985.6.21. 동 협약 발효

2. 주유엔대표부는 1985.8.28. 동 협약 가입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860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제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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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3.22.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작성한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보고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은 1981.9.14.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인권준수
달성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진전사항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심의를 위해 동 보고서 사본을 ECOSOC에 송부,
ECOSOC은 1985.2.5. 동 보고서를 문서로 배포
동 보고서는 1985.4.22.~5.10. 개최 동 규약 당사국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ECOSOC 산하

- 보고서 심의 시 통상 보고서 제출국의 대표가 출석, 질의에 대한 답변권 행사
북한 보고서 요지

- 동 보고서는 규약상 인권 증진을 위한 규약 제6조~제9조(근로권, 정당하고 양호한 근로조건 등, 노동조합
가입권, 사회보장권) 관련 제1단계 보고서
- (특이 내용) 실직자 없음을 강조, 노동 연령은 17세, 해방 전에 없던 대학(단과대학 포함)이 전국에 183개,
120만 지식층 존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치집단으로 김일성의 혁명이념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
평균수명은 74세로 해방 후 35세 증가 등
북한 보고서 평가

- 동 보고서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 근로자의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권리 보장, 노조의 자유 활동 등
규약상 규정된 보고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불언급

2. 본 문건에는 북한이 1986.7.8. 유엔에 제출한 동 규약 제10조~제12조(가족, 산모, 어린이의 보호,
생활보장권,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유권) 규정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1986.12.18. 외무부 국제법규과
작성 보고사항 및 유엔 ECOSOC 배포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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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에서 심의될 예정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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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8.19. 외무부 국제법규과 작성 국제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입법 관계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테러 행위 관련 현존 협약

862

- 테러 행위와 동 관련 강탈 행위 방지 협약: 1971.2.2. 채택(워싱턴), 1973.10.16. 발효, 미국 및 중남미
국가 9개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내용은 범죄인 인도로 테러 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협력, 한국 및
북한은 미가입
- 외교관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방지 협약: 1973.12.14. 채택(뉴욕), 1977.2.20. 발효,
당사국은 59개국(한국 및 북한 가입)이며 주요 내용은 국가원수, 외교관 등의 살해, 납치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고 범죄자에 대한 관할권 행사 또는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
- 테러 진압에 관한 유럽협약: 1977.1.27. 채택(스트라스부르), 1978.8.4. 발효, 당사국은 11개국(한국 및
북한은 미가입)이며, 주요 내용은 중대한 테러 행위(하이재킹, 인질, 폭파 등)자에 대한 인도 의무 규정
항공기 납치 관련 현존 협약

-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1969.12.4. 발효, 한국 포함 114개국 가입),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1.10.14. 발효, 한국 및 북한 포함 117개국 가입),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3.1.26. 발효, 한국 및 북한 포함 116개국 가입)
인질 관련 현존 협약

-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1983.6.4. 발효, 한국 포함 22개국 가입)
유엔 활동

- 1972년 총회 결의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rrorism)를 설치, 테러행위 방지
방안 모색 및 연구결과의 총회 보고
- 총회는 제34차 회의 시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 채택, 현존 테러 관계 협약에 각국 가입 촉구
한국은 테러 관계 협약 중 지역적 협약이 아닌 보편적인 협약에 가입하고 항공기 납치 및 인질에
관한 협약에 모두 가입

2. 본 문건에는 국제 테러 방지에 관한 유엔 총회(제34차 및 제36차) 토의 자료, 1985.10. 테러 관련 유엔
제6위원회 토의 요록, 1985.12. 제6위원회의 테러 관련 유엔 총회 보고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개정,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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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28. 로마에서 1984.11.9. 개최된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제37차 총회가 이탈리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보조금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소 규정 개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동 규정 개정안을 수락하기 위한 다음
요지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외무부장관 명의의 승인서를 이탈리아 정부에 기탁
동 규정 개정이 발효하는 일자(규정 당사국의 2/3가 개정을 수락한 날)에 관보에 게재
863

외무성에 기탁함.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6.3.18. UNIDROIT 사무국이 1985.12.27. 31개 회원국이 동의서를 제출,
동 규정 개정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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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5.2.15.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승인서(Instrument of Approval)를 주재국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V.1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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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6년간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경과임.
1. 1985년
노동부는 1985.8.22. 1986년도 제72차 ILO 총회 시 ILO 가입 실현을 목표로 4차에 걸친 옵서버
참가와 각종 노동 관계 국제회의 참석 및 다각도의 노동외교를 추진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864

동 총회 시 ILO 가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추진 요청

8.14.~17.
방한 직후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일본 야마구치 노동대신은 한국 노동장관의 요청에
따라 8.22. 중국 만리 부수상 면담 시 한국의 ILO 가입에 대한 중국 측 협조 문제를 협의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은 9.18. 동 결과를 외무부 국제기구과장에게 다음 요지로 설명

- 중국 측은 최초에는 한국의 ILO 단독가입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일본 측의 설득 결과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으로 후퇴, 반대도 찬성도 아니면 기권이냐는 질문에 언급 회피 및 남북한 동시 가입에 대한
의견 문의에도 대답 회피
- 야마구치 대신이 느낀 바로는 북한이 ILO에 가입할 경우 낙후된 노동 실태가 노출되므로 북한으로서는
가입 지연이 바람직하고, 이를 고려한 중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 동시 옵서버 참가를 지지하는
듯함.
외무부는 11.25. ILO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유엔 비회원 국가의 가입 요건(총회에 출석
투표하는 정부대표 2/3를 포함, 참석대표의 2/3 찬성)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입 신청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음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한국의 단독 가입 신청 시 주재국의 예상되는
반응을 노·사·정별로 타진, 보고토록 지시
주제네바대표부는 11.29. ILO 사무국 주요 인사 접촉 결과, 한국의 단독가입 신청은 표세를 분석하여
득표가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행에 옮길 것을 권유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2. 1986년
외무부는 1986.1.24. 전 재외공관을 통해 ILO 113개 회원국(한국 미수교국 37개국 제외) 정부,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한국 ILO 가입 신청 시 예상 반응을 타진하고 각국의 대남북한 태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ILO 가입 문제에 관한 다음 요지의 검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

- 한국의 가입 신청 시 북한은 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적극적 반대 활동이 있을 경우, 가입에
필요한 투표 참가 정부대표 2/3 지지 확보뿐 아니라 총회에 출석 투표하는 회기참가 대표 2/3 지지 확보
난망시
- 동서 진영 간 대립을 초래, 가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대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상기 절차상 문제점에 비추어 한국의 단독가입을 위한 득표 확보가 보다 확실시될 때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V.2 각국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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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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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단독 가입 신청 시 주재국의 예상 반응에 관한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2.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아르헨티나(1986.1.24. 보고)

그리스(1986.1.16. 보고)

- 노동성 Tombrou ILO 과장은 본건이 외교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외무성과도 협의하겠다고 하고
노·사·정 3그룹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대표가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언급
- Kapeloeis 외무성 국제기구부국장은 여타 EC 회원국의 반응에 관심을 표명하고 노동성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의적으로 회답하겠다고 언급
- Characas 고용주협회 법률고문은 한국의 ILO 가입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나 가입 후 ILO 측이
요구하는 제반 규정 준수가 문제라고 하고 정부 대표와 노조 대표 중 공산당 대표를 제외한 자유노조
및 사회당 소속 노조대표도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언급
일본(1985.12.21. 보고)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단독 가입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미수교국 친북국가들은 북한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에 필요한 찬성을 얻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 노동자 대표단체(동맹)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88개국) 소속국들의 대표는 물론 국제자유
노동조합연맹(ICFTU 95개국) 소속국들의 대표도 노동조합의 성격상 정부 대표와는 다른 각도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
- 일본 경영자단체 연맹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단독 가입 신청 시 지지하겠다는 입장
케냐(1986.1.15. 보고)

- Vele 주재국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COTU)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입 신청 시 COTU로서는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여타 아프리카 노조 대표에게 지지 회람을 발송하겠다고 하고 중국(구 중공)의
ILO 가입 신청 시 소련의 반대를 예상, 중국 노조 관계자를 사전에 아프리카에 파견해 개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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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stany 외무성 국제기구국 ILO 담당관은 한국의 가입 신청 시 자국 대외정책의 근간인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 Antonio 체신노조 사무총장은 아르헨티나 노조는 ILO 이사회 이사국이므로 중남미 지역 회원국들로
하여금 한국의 가입을 지지토록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
- Murat 아르헨티나 사용자 측 ILO 이사회 교체대표는 한국의 가입을 찬성 및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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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예방·수사·억제를 위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CCC/Nairobi 협약) 가입 검토,
1977-85
생산연도

1977~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8 / 12 / 1~267(267p)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77.12.1.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 제49/50차 총회에서
채택(1977.6.9. 케냐 나이로비)된 관세범의 예방·수사·억제를 위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pression of customs offences)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협약은 1978.6.30.까지 서명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고함.
동 협약은 일방 체약국의 지원 요청 내용이 타 체약국의 주권, 국가 이익,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의
866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거부 또는 조건부 지원가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국에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성격의 부속서는 각 부속서별로 구분하여 수락할 수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쌍방 국가가 동일하게 수락한 부속서에 한해 지원 요청 가능

2. 재무부는 1984.3.9. 다수 국가가 동 협약(현재 10개국 가입)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관세범에
대한 국가 간 협조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수용이 곤란한 일부 조항(부속서 VI, 관세당국 공무원의 해외법정 출두)에 대해서는 유보 조건부로
동 협약에 가입코자 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4.4.17. 동 협약의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함.
법제처는 8.1. 동 협약안이 국내법인 관세법의 개정을 요하는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4. 재무부는 1984.5.31. CCC 제63/64차 서울 총회 기간 중 접촉한 Gotschlich CCC 기술국장은 유엔 법률
사무국은 동 협정 존립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ESCAP 사무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일단 보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주태국대사관은 7.2. ESCAP 사무국에 의하면 ESCAP 측이 준비 중인 협정 초안을 유엔 법률
사무국 등에 사전 조회, 동 결과를 주요 관심국에 회보하고 각 국가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
재무부는 1985.9.17. 동 협약 가입 검토를 위한 관계 실무자회의 참석을 외무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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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6.11.6. 주한 미국대사관이 컨테이너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주요 내용을 파악 보고토록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11.6. 동 협정 개정안 및 제3차 CCC 컨테이너 행정위원회 회의 시
(1985.5.6.~8.) 제기된 미국 측 입장 등에 관해 다음 요지로 보고함.
- 협약 가입 자격을 개별국가 외에 관세 또는 경제동맹의 경우까지 확대
- 현행 규정에 의하면 EC뿐만 아니라 그 회원국까지도 가입 불가능
- 오스트리아가 동 개정안을 제안, 참석 가입국의 2/3의 지지를 받아 동 개정안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미국 측 입장

- EC의 협약 가입은 EC 등 경제동맹의 협약 당사자로서의 권능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EC 회원국
개별국가 모두가 가입한 이후 또는 동시에만 가능하며, EC만이 가입하려면 권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3.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6.11.8. 동 협약 당사국은 동 개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동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을 주유엔대표부에 알리고 다음 사유로 동 협약 제18조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함을 11.8.자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토록 지시함.
일시 수입된 컨테이너의 재수출 기간에 관련되는 조항들이 관세 또는 경제동맹의 단일 차원에
서가 아니라 동맹체 개별국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 필요 등

4. 주유엔대표부는 1986.11.10. 동 협약 제18조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통보 일자는 유엔 사무국 담당자와 협의, 1986.11.7.로 소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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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요지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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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V.1 1985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6-59 / 1 / 1~253(253p)

1. 재무부는 1985.8.6. 한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GATT
덤핑방지협정) 가입 여부에 대한 다음 요지의 검토 자료를 외무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개요

- 동 협정은 1967년 케네디 라운드 시 타결(1968.7.1. 발효), 1979년 동경 라운드 시 개정(1980.1.1. 발효)
- 1984년 말 현재 21개국 가입(선진국 11, 동구권 5, 개도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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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 가입에 대한 종래 한국 입장

- 덤핑방지 관세를 운용치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수출상품 피소에 대해서는
쌍무 협의로 대처
가입에 따른 장단점 및 가입의 필요성

- (장점)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 발동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 확보, 외국의 부당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 분쟁 해결절차 이용 가능 및 협정상의 권리 행사 등
- (단점) 조사 부과 절차를 협정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할 의무 발생, GATT에 반덤핑 조치 발동 내용 보고,
분쟁 해결절차에 응할 행정적 부담 등 발생
- (가입의 필요성) 최근 선진국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력 확보, 한국 상품
피소 시 GATT 협정상의 권리 행사를 통한 수출피해 예방 및 구제 등

2. 재무부는 1985.10.18. 산업정책심의회에 보고(85.9.20.)한 바에 따라 동 협정 가입을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10.28. 동 협정 가입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법제처는 11.18. 동 협정안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85.12.10. 동 협정 가입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한바, 동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덤핑 방지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덤핑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함.
반덤핑 조치는 공평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취하며, 개발도상국의 특수성 고려 등

| 86-0797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V.2 1986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6-59 / 2 / 1~243(243p)

1. 외무부는 1986.2.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1985.12.20. 제55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 수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외무부장관 명의의 전권위임장에 따라 박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협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발효하는 시기(서명에 의한 수락 후 30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동
법률에 따라 공포

국장 참석하에 동 협정 원본에 서명함.
3. 동 협정(한국에 대해 1986.3.26. 발효)은 1986.3.4. 관보에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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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 주제네바대사는 1986.2.24. GATT Linden 법률국장 사무실에서 동 국장 및 Schroder 반덤핑담당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MFA IV] 한국 가입, 1986.10.9

| 86-07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59 / 3 / 1~252(252p)

1. 외무부 경제국은 1986.8.12. 제네바에서 8.1. 개최된 GATT 섬유위원회가 현행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i-Fiber Arrangement)을 1986.8.1.~1991.7.31.간 추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정서(Protocol
Extending the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를 채택하고 현행 협정 당사국들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하여 두고 있음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하고
동 의정서 수락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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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8.30. 동 의정서 수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법제처는 9.27. 동 의정서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1986.9.29. 국무회의는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수락을 심의 의결함.
연장의정서(MFA IV)의 주요 내용

- MFA 유효기간을 1991.7.31.까지 5년 연장
- 대종 수출국에 대한 증가율과 융통성의 삭감 및 동결조치 금지
- 순견직물을 제외한 식물성 섬유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등
한국의 수락 의의 및 필요성

- 세계섬유교역을 MFA 약정 범위 내로 유지 및 한국의 섬유 수출시장 계속 확보
- 선진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 제한 등

4. 외무부는 1986.10.7. 동 연장의정서 수락 및 공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외무부장관 명의의 전권위임장에 따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대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의정서
서명
한국에 대해 발효하는 때(서명 일자)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5. 선준영 주제네바대사대리는 1986.10.9. 오전 GATT 사무국 Linden 법률국장 사무실에서 동 의정서
원본에 서명함.
동 연장의정서(1986.10.9. 발효)는 1986.10.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올림픽 심볼보호에 관한 Nairobi 조약 가입 검토,
1981-85

| 86-0799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9 / 4 / 1~304(305p)

1. 외무부는 서울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1981.9. 채택)에의
가입을 검토하였으나,1982.12월 다음과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 조약에 대한 가입을
보류함.
동 조약은 올림픽 심벌의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조약 가입의 경우 올림픽 심벌을 사용하는 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서울 올림픽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결정함이 좋을 것임.

2. 주제네바대사가 1984.12월 보류되어 오던 동 조약에 대한 가입 추진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체육부는
IOC가 올림픽 휘장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현 추이를 감안하여 동 조약의 가입을 일단 보류한 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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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와 관련하여 거액의 사용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동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가입 문제는 1984년

[1984년도] UPU(만국우편연합) 헌장 제3 추가
의정서 [등] 한국 가입, 1986.1.1

| 86-080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9 / 5 / 1~111(111p)

1. 정부는 1984.6.18.~27.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만국우편연합 제19차 총회에서 채택된 10개 만국
우편연합 관계 의정서 중 다음 8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1986.8.5.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함.
비준서 기탁(1개)

-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3 추가의정서
승인서 기탁(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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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우편연합 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 우편물 약정 및 최종의정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 약정, 우편대체 약정, 대금교환 약정,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구독 약정

2. 상기와 같은 조치에 따라 동 8개 의정서가 1986.1.1.부터 한국에 대해서 소급 발효된바, 동 8개 의정서는
한국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기존 의정서를 개정 또는 대체하는 것임.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 한국가입,
1985.9.16

| 86-0801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9 / 6 / 1~335(336p)

1. INMARSAT 협약은 1976.9월 IMO(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채택되어 1979.7월 발효함.
동 협약에 따라 국제해사위성기구가 1982.2월부터 업무를 개시
동 협약은 해상에서의 조난 방지와 인명 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과 육지 간, 선박과 선박 간의 통신을 위성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정부는 1985.8.21. INMARSAT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IM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 1985.8.21.
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됨.

3. 한국은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선박의 증가 및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여 현대적 안전 통신 설비를
이용하는 한편, 한국 선박의 해상운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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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공사 사장은 1985.9.16. 동 INMARSAT 운영협정에 서명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
(PCT) 시행세칙 개정 한국가입, 1984-85

| 86-080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9 / 7 / 1~190(190p)

1. 1984.8.10.부터 한국에 대하여 발효 중인 특허협력조약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된바, 외무부는 개정 사항을
외무부 고시로 1985.8.16.자 관보에 게재함.
2. 상기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22조 제2항

- 국제 출원 기간을 통일하고 기간 연장을 통일하여 출원인에게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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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1항

- 국제 출원의 사본·번역본 등의 제출 기한을 25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
제53조 제11항

- 총회 정기회의를 매 1년마다 개최하는 것을 매 2년마다 개최토록 함.
제54조 제6항

- 총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3개년에서 2개년으로 축소 조정

각국의 UN 해양법 협약 서명, 1983-84

| 86-080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59 / 9 / 1~181(184p)

1. 자메이카에서 1982.12.10. 개최된 유엔 해양법 회의의 서명식에서 117개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함.
유엔해양법협약은 동 협약 305조에 따라 1984.12.9.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됨.

2.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최종일인 1984.12.9.까지 동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159개국 임.
3. 유엔 사무총장은 1984.12.10.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시한(12.9.) 만료에 즈음하여 다음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없는 것임.
일부 국가들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협약 전체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고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이해 상충에 기인한 것으로 봄.
해양법협약은 그간 불확실하던 국제법 분야에 확실성을 부여해 주었으며, 앞으로 해양법의 모든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일부 국가들이 동 협약의 심해저 개발 관계 규정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여
사무총장으로서 동 협약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및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에서의 이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함.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채택된 심해저에 관한 국제법 질서의 만족스러운 시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국제심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준비위원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그동안 159개국이 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는바, 동 협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도적 지지는 전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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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59 / 10 / 1~276(279p)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6.3.17.~4.11.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
876

대표

- 전세봉 해군 법무감 준장, 김승영 주자메이카대사관 참사관, 김만섭 동력자원연구소 자원정책부장 등
자문 위원

- 문철순 재한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

2. 한국 대표단 기본 훈령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의 실질 문제 토의에 참여하여 심해저 개발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과 훈령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개발도상국의 선발투자가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

- 제2회기 이래 브라질이 제의하여 준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온 개발도상국의 선발투자가 자격획득
시한 연장 문제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각 지역 그룹의 입장을 타진할 것
선진공업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 개발도상국과 기술·자본협력을 통해 장래 유보지역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선진 공업국 및 자원이
부족한 신흥 개발도상 공업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 기업안 토의 참여

- 개발청과 합작으로 유보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토의될 경우, 동 토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협약 비서명국 관련 동향

- 미국, 영국, 서독 등 협약 비서명국의 독자적인 심해 저개발 추진 움직임과 이에 대한 77그룹 등의
비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
- 특히, 소련 등이 협약 미서명국의 심해저 개발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경우,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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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V.2 참가보고서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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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6.3.17.~4.11. 자메이카 킹스턴
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1. 전반적 평가
동 회의에는 90개 해양법협약 서명국 및 9개 옵서버국이 참가함.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법률기술위원회, 개발법 및 국제해양재판소 관련 규칙
등의 초안 검토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짐.
실마리를 마련함.
미국, 영국 및 서독의 자국 기업에 대한 심해저 광물 개발권 발급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준비위원회
명의 선언을 채택함.

2. 본회의 토의 결과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법률기술위원회의 의사 규칙 초안을 검토함.
2년 이상 끌어 오던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결의 II 이행)에 관해 양해에 도달함.

3.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제1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광물 생산에 따른 육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보상 조치를 위한
20개 국제기구의 보상 방안을 비교 검토함.
제2특별위원회에서는 기술이전 및 훈련 문제, 개발청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짐.
제3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개발법 초안에 대한 제1독회를 완료함.
제4특별위원회에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규칙 초안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재지 변경 문제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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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결의 II 이행에 따른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에 관하여 문제 해결의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6.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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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회의가 1986.8.11.~9.5.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 외무부 김경철 본부대사
878

대표

- 주유엔대표부 조원일 참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신효헌 영사 등

2. 회의 결과 및 평가
전반적 평가

- 동 회의에는 99개 해양법협약 서명국, 9개 옵서버국 및 5개 국제기구가 참가함.
-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결의 II 이행에 따른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양해가 성립됨으로써 결의 II 이행은 물론 해양법 체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함.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법률기술위원회, 경제기획위원회, 국제해양법재판소 관련 규칙의 초안 검토에
상당한 진전을 보임.
본회의 토의 결과

- 법률기술위원회 및 경제기획위원회의 의사 규칙 초안을 검토함.
- 2년 이상 끌어 오던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결의 II 이행)를 타결함.
각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 제1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보상기금 설치 문제를 논의함.
- 제2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개발청의 효율적 기능 개시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토의에 들어가지
못함.
- 제3특별위원회에서는‘심해저 다금속단괴의 개괄탐사, 개발, 이용에 관한 규정 초안’
을 논의함.
- 제4특별위원회에서는‘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개정 초안’
에 대한 제2독회를 완료함.

아국선박의 미국 Deepwater Port 이용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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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11.1.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미국이 대형 유조선의 접안을 위해 미국의 3해리
영해 외측에 건설한 Deepwater Port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국내법에 따른
외국 선박의 동 시설 이용 조건을 수락할 경우, 한국 선박의 동 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을 문의함.
미국은 Deepwater Port를 규율하기 위해 1974년 Deepwater Port Act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안
에 따른 외국 선박의 Deepwater Port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미국이 현재 건설, 운용 중인 Deepwater Port는 루이지애나 근해에 건설한 Lousiana Offshore
Oil Port 1개뿐이며, 이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는 10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시설임.
현재까지 외국 선박의 동 시설 이용 조건을 수락한 국가는 21개국이며, 수락 여부에 관해 의사를
타진 중인 국가는 한국 등 5개국임.

2. 외무부는 1985.1.24. 주한 미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미측이 제의한 한국 선박의 미국 Deepwater
Port 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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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water Port와 그 주변에 설정된 안전수역 내에 있는 자국 선박과 동 승선 인원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 행사를 선적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음.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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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1982.6.14.~25. 개최된 제1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조약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의장직을 맡았던 뉴질랜드의 Beeby
외무성 차관보가 남극광물자원 협약안(Beeby Draft)을 작성함.
제2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가 1983.1.17.~28.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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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독 본에서 1983.1.17.~28. 개최된 제3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Beeby
Draft에 대한 조항별 검토가 이루어짐.
동 회의에서는 남극광물자원 협약안 토의를 위해 Beeby 뉴질랜드 외무성 차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됨.

3. 미국 워싱턴에서 1984.1.20.~27. 개최된 제4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는 동
워싱턴 회의까지의 과정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광물자원 협약안(제2차 Beeby Draft)을
1개월 이내 작성토록 작업반 의장인 Beeby에게 의뢰함.
4. 일본 도쿄에서 1984.5.21.~31. 개최된 제5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및 브라질
리루데자네이루에서 1985.2.26.~3.8. 개최된 제6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제2차 Beeby Draft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었으나 참가국 간의 이해가 엇갈려 협약 문안을 작성하지 못함.
5. 프랑스 파리에서 1985.9.23.~10.4. 개최된 제7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는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남극광물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과 광물자원개발신청 지침
등이 토의되었고, 아울러 남극광물자원제도 운영기구의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 수익의 국제적 배분,
비협의 당사국의 역할 및 영유권 주장국과 영유권 비주장국의 내부적 조정 문제 등이 거론됨.
6. 호주 호바트에서 1986.4.14.~25. 개최된 제8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및 일본
도쿄에서 1986.10.27.~11.12. 개최된 제9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남극
광물자원 협약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함.
동 협약 초안은 전문과 본문 8장 52조로 되어 있으나, 제7장(분쟁 해결) 및 제8장(최종 조항)은
아직 작성되지 못함.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V.1
19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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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 남극조약 당사 국회의가 1977.9.19.~10.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준비회의를 1978.2월 개최키로 합의함.
신 협약의 관할 수역을 남위 45도 이남으로 함.
고래 자원은 국제포경조약에 관련되므로 동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외무부는 1978.2.17.~3.16.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당사국 특별협의회 기회를 이용하여
남극조약 19개 당사국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78년도 크릴 조업 시험조사선 파견 계획과 남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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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희망을 표시하는 Aide-Memoire를 3.8. 해당 공관을 통하여 전달하고 관계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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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는 회원국의 이해가 상반되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최종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회의를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재개키로 결정함.

3. 1978.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당사국 특별협의회에서도 연안국의 주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남극해양생물보존 협약안을 확정치 못함.
4.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이 1980.5.7.~20.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되어 1982.4.7. 발효됨.
5. 제11차 남극조약 자문회의가 1981.6.23.~7.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어 남극에
설치된 상주 기지를 통하여 조사, 연구된 제 분야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동 회의는 비공 개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토의 및 결정 사항은 14개 자문회의 가입국에 한하여
회보됨.
제12차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1983년 호주에서 개최키로 결정됨.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V.2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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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3년 한국의 남극 관련 조약 가입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함.
참여가 가능한 남극 관련 조약부터 가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남극 체제에 적극 진출하여 추후
동 체제에 의한 남극의 관리 운영이 고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득권을 확보함.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및 동 협약의 보존위원회 가입이 가능시되는바, 우선 이에 대한 가입 추진
진행 중인 남극광물자원에 관한 협약에 적극 참여함.
남극 체제에 대한 진출 시 한국의 기존 어업조사 실적과 조사선 파견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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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의 바탕으로 이용함.
한국의 남극 체제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제 무대에서 남극 체제 개방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등과 필요시 공동보조를 취함.

2. 외무부는 1984년 한국의 남극 관련 조약 가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함.
남극과 관련하여 현재 3개의 조약이 있으며 남극 광물자원을 규율할 4번째 조약이 일부 국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기존 조약: 1959년 남극조약, 1972년 남극의 물개 보존에 관한 조약, 1980년 남극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추진 조약: 남극광물자원에 관한 협약
남극조약 가입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당사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가입을 시도함이 바람직함.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극광물자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을 통한
교섭을 전개하는 동시에 남극 개방을 주장하는 비 남극조약 당사국인 제3세계와도 공동보조를
취함.

3.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1985.1.7.~13. 미국의 남극 기지(Boardmore Camp)에서
개최하는 남극 관계 워크숍에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이 참석함.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V.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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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가입
한국은 1985.3.2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가입서를 수탁국인 호주에 기탁함으로써 4.2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당사국이 됨.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가입
한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가입한 후 동 협약의 운영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을 추진함.

동 협약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가입 사실을 통보 받은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985.11월 한국의 동 위원회 가입이 확정됨.

3. 남극조약 가입
한국은 남극조약 가입을 위하여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을 통하여 조약 협의 당사국인 소련,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와 중국(구 중공)의 입장을 타진함.

- 1985.10.8.~20.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소련, 폴란드, 중국 대표들과
접촉한 결과, 동 대표들은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
이에 따라 한국은 11.15. 정식으로 남극조약 가입 의사를 동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함.
그러나, 중국이 11월 갑자기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중국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알려 옴에 따라 동 조약의 수탁국인 미국은 중국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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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9.2.~13.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대표
를 파견함.
- 9.12. 상기 위원회 회의 시 한국의 가입 신청서를 동 협약 수탁국인 호주에 제출함.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V.4
1986.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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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8월간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 추진 현황임.
1.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에 대해 1985.11월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중국(구 중공)이 1986.1월 기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은 1.17.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주재 공관에 외교 공한을 발송하
여 3.17. 까지 당사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한국의 가입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대해 3.12. 및 3.14. 소련과 폴란드가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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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3.17.)을 인정할 수 없음을 미측에 통보하였으며, 중국 등 16개국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
한편, 북한은 3.27. 주소련 북한대사관을 통하여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북한의 남극조약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외무부는 소련 및 폴란드의 한국 가입 지연 시도는 한국의 가입을 북한의 가입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4.17. 이를 본부 입장을 문의한 주페루대사에게 통보함.

2. 외무부는 남극조약 가입에 대해 1986.5.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15. 다음과 같이 대통령 재가를 득함.
조약 수탁국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가입을 공식으로 요청하는 즉시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동 조약 가입서 기탁 후, 가입 사실을 공포함.

3. 북한의 남극조약 가입과 관련, 1986.6.26. 미 국무부 극지과장은 주미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남극조약
수탁국으로서 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해 조약 협의 당사국과 협의 예정이며 협의 당사국들의 반응에
따라 소련 측과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 문제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V.5
1986.9월-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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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9월~1987년간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 추진 현황임.
1.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은 1986.11.17. 동 조약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련, 폴란드 등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18개국 전원의 동의하에 한국이 남극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함.
2. 한국은 1986.11.28. 남극조약 가입서를 동 조약 수탁국인 미국의 국무부에 기탁함으로써 동 일자로
한국은 남극조약의 33번째 당사국이며, 동 조약 가입에 따라 광물·수산자원 보고인 남극대륙
진출과 향후 남극에서의 과학 탐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됨.
한국의 가입에 대해 당초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들의 이의는 없었으나 동 당사국 중 소련, 폴란드 등이
한국 가입과 북한 가입을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됨.
북한의 가입에 관한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전원의 동의가 11.14. 확인됨에 따라 한국의 가입이 먼저
실현됨.

3. 북한의 남극조약 가입서가 1987.1.21. 미 국무부에 공식 접수됨으로써 북한이 동 일자로 남극조약
당사국이 됨.
그리스(34번째, 1987.1.8. 가입)에 이어 북한은 35번째 가입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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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의 당사국이 됨.

ICCAT(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79-85

| 86-0814 |

생산연도

1979~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60 / 9 / 1~105(106p)

1. 프랑스 정부는 1979.2.28. EEC(유럽경제공동체)의 ICCAT(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위하여 동 협약 개정안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동 개정안은 협약 가입 당사자를 각국 정부에서 관세동맹 공동체 또는 지역경제 통합체로까지
확대함.

2. ICCAT 회원국 전권대표 회의가 1984.7.9.~1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프랑스가 제의한 IC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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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협약 제14, 15 및 16조 개정)을 위한 의정서(Protocol)를 합의, 통과시킴.
동 전권대표 회의에는 미국, 소련, 일본, 프랑스 등 20개국이 참가하였으며, EEC와 FAO가 옵서버로
참가함.
한국 대표인 주프랑스대사관 추준석 상무관이 정부의 훈령에 따라 동 의정서에 동의하는 Final
Act에 서명함.

3. 한국 정부는 1984.11.20. ICCAT 개정 수락서를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하여 FAO 사무총장에게
1984.12.7. 기탁함.

UNCITRAL 국제상사중재 표준법 초안 검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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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뉴욕에서 1984.6.25.~7.11. 개최된 제7차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서는
국제 계약관행 실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 사무국은 동 표준법 초안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1984.11월
말까지 UNCITRAL에 제출하여 줄 것을 1984.7월 요청함.
2. 외무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에 대한 다음 요지의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의 국제 계약관행에
관한 작업반의 작업이 거의 성공적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한국 정부는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이 한국의 기존 관련법 규정과 유사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함.
한국 정부는 동 표준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수 있으며, 동 초안 개선을 위해 다음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 제5조: 법원 간섭의 범위
- 제7조: 중재 합의의 정의와 방식
- 제8조: 직소 금지
- 제9조: 중재 합의와 법원의 임시 조치
- 제14조: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 또는 이행 불능
- 제29조: 중재인단의 판정 준칙
- 제35조: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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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사무국에 1984.11월 제출함.

아르헨티나·영국 간의 Falkland 군도 영유권
분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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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정부는 1986.10.29. Falkland 주변 200마일 수역을 조업규제수역으로 설정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다자간 규제체제 수립 시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Falkland 주변 150마일을 임시보존 및 관리
수역(Interi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Zone)으로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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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
영국 외상은 1986.10.29. 동 조치가 1987.2.1.부터 발효될 것이며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Howe 외상은 아르헨티나가 Falkland 인접 해역에서 해상 초계활동을 강화,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최근 아르헨티나가 소련 및 불가리아와 체결한 어업협정은 Falkland에 대한
영국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2.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6.10.29. 성명을 통하여 영국의 금번 조치가 자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모든
평화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Alfonsin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영국 측 조치가
법적, 정치적으로 수락 불가능한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와 제3국이 연루되는 심각한 분쟁과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함.
Caputo 아르헨티나 외상은 영국의 동 조치가 남대서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UN결의에
배치되는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동 문제를 국제 무대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함.
Beltramino 아르헨티나 외무성 차관보는 1986.10.31.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영국의 조치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남대서양 내 문제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한국 등 국가들은 영국 정부의 복선이 있는 금번 조치에 유의하여 아르헨티나의 주권 침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동 문제가 주재국과 영국 양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며,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한국 정부도 알고 있는바, 동 차관보의 설명을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함.

3.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Falkland 분쟁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검토한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금번
영국 정부의 보존 및 관리수역 선포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영국 정부는 동 수역의 선포를 통해 Falkland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은 1982년 양국 간 분쟁 이래 엄정 중립을 지켜왔는바, 동 수역 선포가 궁극적으로 영유권
분쟁으로 귀결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중립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임.

한국은
원칙적으로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한국 측 입장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금번 영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어선의 동 수역 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영국,
아르헨티나 양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및 국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함.

인도·방글라데시 간의 Ganges강(Farakka댐)
분규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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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갠지스 강의 수자원 분배 문제에 관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분규 및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분규의 배경
히말라야 산맥에 원류를 둔 갠지스 강은 벵골 만에 합류하기 전 두 개의 강으로 갈라져 Padma
강은 방글라데시로, Bagirathi 강은 인도로 각각 분기하는바, 매년 11~3월 건기에는 양측
수량이 공히 부족한 실정임.
양측은 방글라데시 독립 이전부터 동 수자원 분배를 위한 간헐적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이 본격화됨.

2. 협상의 경과 및 내용
양측은 1975년 양국 간 유수량 분배 및 갠지스 강 수량 증대를 위한 공동연구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협정(유효기간 2년)을 체결함.
양측은 1977년 유효기간 5년의 잠정협정을 재차 체결하고 각각의 유수량 증대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982년 기존 수량 분배율을 그대로 적용한 유효기간 2년 기한의 잠정
양해각서를 체결함.

- 유수량 증대 방안으로 인도는 갠지스 강과 방글라데시의 Braiimaputra 강을 연결하는 운하수로의 건
설을 제의하였으나 방글라데시가 이에 반대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갠지스 강 원류 지대인 네팔에
13~20개의 저수지를 건립하여 건기에 이를 방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가 이에 반대함.
1984년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 양해각서의 효력을 수개월
단위로 수차 연장함.
1985.10월 양국 정상은 2년 6개월 내에 동 건 합의 도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방글라데시 측
요구대로 기존 분배율을 그대로 적용한 3년 기한의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하고 1985.11월 동
양해각서를 정식 체결함.

- 동 합의에 따라 양측은 전문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Experts)를 구성하고 1986.1월 공동연구
계획에 서명함.
- 1986.8월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양측은 방글라데시 측이 주장해 온 저수지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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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가운데 1975년 인도가 Farakka 댐을 건설하여 Bagirathy 강으로 수자원을 전환시킴으로써 분쟁

스웨덴·덴마크 간의 국경분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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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덴마크의 Ap Moller Oil co.는 1983.7.21. 덴마크-스웨덴의 경계선인 Kullen 서부 15해리 지점 일대에
서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한 발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스웨덴 측은 상기 발굴 지점이 스웨덴의 영해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덴마크는 이를 인정
하지 않고 있음.
스웨덴 측은 상기 발굴 지점이 양국의 중간 기선상 스웨덴 영해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나,
덴마크 측은 동 지점이 덴마크의 Hessglo 섬(암석)을 기점으로 하는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수역
890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함.
동 발굴 지점은 양국 간에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지역이었으며 그동안 양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방치 상태에 놓임.

2. 스웨덴과 덴마크는 1983.9.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분쟁 문제를
일단락 지음.
스웨덴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Ap Moller co.에 Hessolo 해역 발굴 작업을 이미 허가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덴마크 정부는 더 이상의 발굴 작업은 허가치 않음.
양국은 Kattegatt, Skagerach 및 발틱 해상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협상을 재개함.

포르투갈령 Timor(동티몰)의 인도네시아 병합
문제,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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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0.9.15.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Utarso 공사가 금번 유엔 총회에서 동티모르 문제
토의 시 한국이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여타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측 입장을 지지해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내부 건의를 통해 다음 입장을 표명토록 결정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우방국으로서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 다만,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므로 동 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일본 주재 포르투갈대사관 Soares 참사관은 1982.11.2. 주일본대사관 이상진 공사를 방문, 1975년
아니라 현지주민의 인권문제로서 중시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무조건적인 대화를
인도네시아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자국의
입장을 인도네시아 측에 강조하여 줄 것을 희망

2.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인도네시아·호주 관계 동향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3.3.10. 주재국 언론은 Hawke 호주 수상의 신정부를 환영하고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합을 인정하겠다는 동 수상의 선거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호주의 대외적인 국가 이익이
행정부의 변화로 달라질 수 없다고 논평했음을 보고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3.8.4. 주재국의 동티모르 병합에 대한 호주 노동당 내 반대 여론을
중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하나로 호주 의회사절단이 7.22.~8.3. 주재국을 방문, 동티모르를
시찰했으며 Morrison 동 사절단장은 동티모르 주민이 포르투갈 통치 시대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3.9.24. 주재국 언론은 유엔 General Committee에서는 동티모르 문제를
금주 유엔 총회에 불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음을 보고
주호주대사관은 1984.7.12. 주재국 제36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동티모르 주민의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
이 통과되었음을 보고

- 1982년 전당대회에서는 동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강 채택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4.12.19. 주재국 Benny 통합군사령관은 로이터와의 기자회견에서 동티모르
지역 게릴라 수는 500~7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동 분쟁의 이면에는 종교적인 요인이 있는바,
전면적인 재래식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주로 무슬림계인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가톨릭계인 티모르인 간의 종교적 불화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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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유엔에서 토의되고 있는 동티모르 문제 관련, 포르투갈로서는 동 문제를 영토 문제로서가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분쟁,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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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르기나파소와 말리 간에 1985.12.25. 국경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함.
부르키나파소는 인구 조사차 1985.12.10. 말리와의 국경도시인 디울루나, 쿠니아 등 4개 도시에
조사관을 파견하였으나, 말리 측의 접근 거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인구 조사를 강행한 결과 긴장이
고조됨.
말리군은 항공기 지원을 받아 1985.12.25. 지하자원이 풍부한 부르키나파소 북부도시 지보, 와히구야
등 4개 도시를 공격하였으나 말리군 11명이 전사하고 탱크 6대가 파손 당함.
892

양국은 망간, 티타늄, 우라늄,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국경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1975년 및
1976년에도 국경 분쟁을 일으킴.

2. 부르키나파소는 1985.12.29. 말리와의 휴전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양국 대통령이 1985.12.28. 서명한 다음 내용의 휴전협정이 12.29. 발효됨.

- 양측 군대의 사태 이전 위치로의 철수
-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 조치의 중지
- 리비아, 나이지리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및 OAU 대표로 구성되는 군사감시위원회 창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1.10.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 분쟁을 심리하고 다음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부르키나파소의 SIDWAYA지가 1986.1.13. 보도함.
양국은 긴급 잠정조치로 양국 간 합의에 의해 군대 철수를 위한 비무장지대를 1985.1.30.까지
획정하고 동 지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함.
양국이 1985.1.30.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CJ가 비무장지대 경계를 획정함.

4. 1985.12월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 분쟁으로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1986.6.18. 주부르키나파소
말리대사의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과 1986.9.19. 주말리 부르키나파소대사의 말리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으로 정상화됨.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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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2.21. 외무부 중동과가 작성한‘후세인 요르단 국왕, 중동평화협상에서 아라파트와 결별’제하
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 국왕은 2.19. 전국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중동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요르단의 그간
노력을 설명하고 PLO 지도층이 신의를 보여 올 때까지 PLO 지도층과의 정치적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
배경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각국 입장

- (요르단: 단계적 평화협상 주장) 미국 대표와 요르단·팔레스타인 공동대표 간 예비회담, PLO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이스라엘의 1967.6. 제3차 중동전쟁에 의한 아랍 점령지로부터 철수) 및 338호
(공인된 국경선에서 생존할 권리 인정, 즉 이스라엘의 생존권 인정) 승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당사
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
- (미국) 이스라엘과 직접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요르단·팔레스타인 공동대표단과의
예비회담에 불응, PLO가 유엔 안보리 결의 242, 338호를 승인하지 않는 한 PLO와 대화 불가능
- (이스라엘) PLO와는 여사한 경우에도 대화하지 않으며, PLO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요·팔 공동대표단과는
대화할 용의
동 국왕은 미국이 PLO가 안보리 결의를 수락할 경우 팔레스타인인의 합법적 권리 인정 및
국제회의에서의 PLO 대표 참석에 동의했음에도 불구, PLO 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중동평화
노력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PLO 지도층을 비난
전망

- 대PLO 강경 태도를 취함으로써 PLO의 안보리 결의 수락 압력의 제스처로 볼 수 있으며, 아라파트가
동 결의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요르단은 중동평화협상에서 PLO를 제외하고 West Bank 및 Gaza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대표를 참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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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2.11. 요르단은 후세인-아라파트 간 중동평화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에 따라 중동평화 노력
적극 추진
- (공동노력 합의 요지) 이스라엘의 1967년 이래 점령한 영토로부터 완전 철수, 팔레스타인인은 요르단팔레스타인 연방 테두리 내에서 자결권 수행,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유엔결의 준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분쟁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 동 국왕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PLO 등과 다각적 노력을 계속했으나 입장
차이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2. 본 문서철에는 1983~86년 중동평화협상 동향 관련 주요르단대사관 및 주카이로총영사관 등
중동지역 재외공관과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벨기에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전문,
1985.10.21. Shimon Peres 이스라엘 수상의 제40차 유엔 총회 연설문, 1986.1. 외무부 중동과 작성
중동평화에 관한 참고 자료, 1986.2.19.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상기 연설문, 1986.2.25. 주요르단대사관
작성 중동평화협상 주요 일지(1947년~1986.2월), 1986.7.23. 외무부 중동과 작성 시리아의 대모로코
외교관계 단절에 관한 보고사항 자료,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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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국제사법재판소) 1980-85

| 86-0822 |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서구1과

MF번호

2016-61 / 8 / 1~145(145p)

1980~85년 기간 중 수집된 ICJ(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 발표문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CJ 판결문 등 관계 자료
ICJ 헌장, 관련 조약문, 동 기구 주관 회의 및 시기등(1980년)
ICJ 코뮈뉘케(1980~84년)
캐나다-미국 간 Gulf of Maine 수역 경계 분쟁 관계 자료(1984년)
대륙붕 관계 ICJ 판례(1984년)
니카라과의 ICJ 소송 관련 코뮈뉘케(1985년)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 분쟁에 관한 ICJ 코뮈뉘케(1985년)
유엔 총회에 대한 ICJ 보고서(1984년)

2.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집트 간의 WHO 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의 해석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사건의 배경

- WHO와 이집트 간에 주알렉산드리아 지역사무소의 특권, 면제, 편의에 관한 협정을 1951.3.25. 체결함.
- WHO 동지중해 지역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1979.5.11. 상기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역내 타국으로의
이전을 권고함.
- 동 소위원회는 1980.5.9. 요르단 암만으로 이전 지역을 지정하여 권고함.
- 제33차 WHO 총회는 지역사무소 이전과 관련, 상기 협정 제37조(일방의 요청에 의한 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ICJ의 권고적 의견

- WHO와 이집트 양자 간에는 계약상의 법적 실체가 존재함.
- 양자는 지역사무소 이전 시 협의, 교섭하여야 함.
- 이전 희망 당사자는 통고 조치를 취해야 함.
ICJ 내의 반대 의견

- 본건의 정치적 성격상, 권고적 의견 제시 요청을 거부해야 함.
- 재판소는 WHO의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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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리비아 간 대륙붕 분쟁에 관한 ICJ 코뮈뉘케(1984년)

국제관할권 및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 검토, 1985-86

| 86-082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16-61 / 9 / 1~61(61p)

1.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Lawasia는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민사 및 상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 관할권 및 외국의 민사·상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을 작성, 1985.3월
이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985.4월 동 협약안에 대해 법무부, 상공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2. 법무부는 1985.9.7. 외국 판결의 효력, 다자조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및 Lawasia 작성 초안의 개별 조항에
896

관한 의견 등을 외무부에 회신함.
3. 외무부는 1986.3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명의 Lawasia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 상기 협약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동 검토가 끝나면 검토 의견을 보내 주겠다고 통보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기타 회의, 1984

| 86-082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1 / 10 / 1~27(27p)

1984년 중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주관 회의 및 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1. IMO(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안에 관한 협의회
1984.3.5.~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2. 국제해저기구 준비위원회
1984.3.17.~4.30. 자메이카에서 개최

1984.12.10.~12. 뉴욕에서 개최
주유엔대표부 직원 1명이 한국 대표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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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개발협력 문제에 관한 비공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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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사무총장 활동,
1984-85

| 86-082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1 / 11 / 1~31(31p)

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 보고서(1984.3월 및 4월)와 활동 보고서(1985.6~7월)가
수록됨.
2. AALCC 사무총장의 임기 연장 문제와 관련, 주인도 일본대사는 1984.6.15. 현 Sen 사무총장의 임기를
차기 회의(1985.2월) 시까지 연장하자는 Shigemitsu AALCC 의장의 제안을 인도 주재 회원국 대사들
에게 회한으로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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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6.15. 현 Sen AALCC 사무총장의 임기를 차기 회의 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통보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산업분야 지역
협력, 1985-86

| 86-082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1 / 12 / 1~77(77p)

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사무국은 1985.3월 한국 정부가 산업 분야 지역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관리·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
2. AALCC 사무국은 1985~86년 싱가포르, 터키, 파키스탄, 사이프러스 등으로부터 입수한 훈련 관련
자료를 주인도대사관에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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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개도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 New Delhi, 1986.11.11-14

| 86-08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1 / 13 / 1~64(65p)

1. 개도국 외채 문제에 관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 회의가 1986.11.11.~15. 인도 뉴델리 현지
주재 13개국 공관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외무부는 동 회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감안하여 한국의 전문가를 별도로 파견
하지 않고 주인도대사관 직원이 참석토록 조치함.
동 회의는 11.13. 사무국이 작성한 study paper를 세부 내용 검토 없이 일부 수정 후 채택하고
방콕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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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대표는 개도국의 국방비 삭감 필요성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개도국의 국방비 부담은 선진국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 삭제를 주장
- 북한은 특정 regime에 대한 서방 세력의 지원이 개도국의 자위를 위한 무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대표는 이에 반대

2. AALCC 사무국은 1987.2월 외채 문제에 관한 추가 연구용으로 외채 문제 전반 특히, 차관협정의 법적
측면과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회원국에 요청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5차.
Arusha(탄자니아) 1986.2.3-8

| 86-082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1 / 14 / 1~161(161p)

1. 제25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가 1986.2.3.~8. 탄자니아 법무장관(의장) 주재로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됨.
31개 회원국, 17개 옵서버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한국은 박수길 주모로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함.

2. 주요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난민의 지위와 대우, 국제하천, 해양법, 평화지대의 개념, 사법공조, 국가의 관할권 면제, 개도국

3.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3개 보고서 채택

- 해양법 소위원회 보고서, 무역법 소위원회 보고서, 이스라엘의 리비아 민항기 납치(1986.2.4.)에 관한
위원회 잠정 보고서
위원회 결정 사항

- Sen 사무총장의 후임을 제26차 총회에서 선출
- 차기 제26차 총회를 방콕에서 개최

4. 한국 대표단은 다음 의제 토의 시 발언함.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 획정, 개도국의 외채부담, 국가 관할권 면제, 평화지대 개념, 비핵지대
설치

5. 북한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아프리카 제국과의 연대성 강화 발언을 하고 비핵지대 토의 시 한국 비난
발언을 함.

9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채무부담, 환경보호와 아프리카 비핵지대, 무역법 관련 사항, 조직 문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9-10차, 1985-86

| 86-082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61 / 15 / 1~197(197p)

1.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 계약관행 실무위원회 제9차 회의가 1986.1.6.~17. 뉴욕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참가국

- 22개 회원국, 5개 옵서버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황용식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등 2명의 대표 참석
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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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협약 초안 검토
토의 결과

- 미국, 독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Drafting Committee는 통일규칙 제1~4조에 대한 수정안 제시
- 단순한 물품 취급업자에 대해서 통일규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데 대해 대체로 합의
- 운송인이 다른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지는 기간 동안은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 대해 합의
- 당해 물품이 당사국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국제운송과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데
대체로 합의

2.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 계약관행 실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1986.12.1.~12. 비엔나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참가국

- 18개 회원국, 13개 옵서버국 및 5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박찬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등서기관 등 3명의 대표 참석
토의 내용

-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협약 초안 토의
토의 결과

- 용어의 정의와 관련, 터미널 업자는 Draft Group에서 작성한 안을 채택하고 물품에 컨테이너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국제운송은 터미널 업자가 물품 인수 시 출발지 국가와 목적지 국가가 다른 경우에만
포함시키기로 함.
- 적용 범위는 제1항의 경우 제2안을 채택하고 제2항은 삭제키로 함.
- 책임 기간은 터미널 업자가 물품 인수 시부터 책임을 지도록 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7-8차, 1985-86

| 86-083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61 / 16 / 1~187(187p)

1.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7차 회의가 1985.4.8.~19. 뉴욕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참가국

- 21개 회원국, 7개 옵서버국 및 3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황용식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등 3명의 대표 참석
토의 내용

- 국제 산업설비 건설 계약에 관한 법적 지침의 초안 심의
- 개도국이면서 산업설비 계약에 있어서는 수주자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
- UNCITRAL 사무국 및 미국, 독일, 일본 대표단 등을 접촉하고 상호 협조 방안 모색

2. UNCITRAL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8차 회의가 1986.3.17.~27. 비엔나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대표단

- 박찬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등서기관 등 2명
토의 내용

- 국제 산업설비 건설 계약에 관한 법적 지침의 초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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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활동 내용

| 86-0831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
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정부 전문가
회의, 제2차. Rome, 1986.4.14-24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61 / 17 / 1~134(134p)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국제금융 리스에 관한 협약준비 제2차 정부 전문가회의’
겸‘국제 팩토링에 관한 협약준비 제2차 정부 전문가회의
‘가 1986.4.14.~24.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국
UNIDROIT 28개 회원국 및 4개 옵서버국
904

4개 정부간 기구, 2개 비정부간 기구, 2개 직업 단체 등

2. 한국 대표단
안대희 법무부 법무실 검사, 김진수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

3.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정 사항
2개 전문가회의에서 미, 영, 불, 독 등 주요 선진국은 리스회사 및 팩토링회사의 기득권 보호를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으로는 한국, 중국(구 중공) 등이 토의에 적극 참여함.
팩토링에 관한 회의는 금번 회의에서 협약안을 채택하였으며, 리스에 관한 회의는 1987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뒤 1988년 상반기 중 양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함.

| 86-0832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수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 제6-7차, 1984-86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61 / 18 / 1~248(248p)

1984~86년 개최된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수송 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통일규칙 작성을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관련 사항임.
1. 제6차 정부 전문가회의
기간 및 장소

- 1984.10.22.~26., 이탈리아 로마
한국 대표
주요 의제

- 제5차 회의 보고서 채택
- 기술자 및 법률가의 비공식회의 보고서 검토
- 규칙안 검토

2. 제7차 정부 전문가회의
기간 및 장소

- 1986.5.21.~30., 이탈리아 로마
한국 대표

- 정의민 주이탈리아대사관 1등서기관
회의 결과

- 제6차 회의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초안에 대한 토의 진행
- 동 토의 내용을 근거로 사무국이 작성한 수정안 검토(회의 최종일)
- 사무국이 협정 최종안을 7월 말 작성, 회원국에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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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일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ILA(국제법협회) 총회, 제62차. 서울, 1986.8.24-30.
전4권, V.1 사전 준비(1985.1-10)

| 86-083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2 / 1 / 1~282(282p)

1.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 연구단체인 ILA(국제법협회)는 1984.8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61차
ILA 총회에서 제62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ILA는 국제법의 연구·발전과 국가 간의 선린관계를 증진코자 1873년 창설되어 현재 45개국의
약 4,500명 국제법 학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에 기여함.

2. 총회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을 주관할 ILA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가 1985.7.8. 발족됨.
906

준비위원회 구성

- 명예고문: 이재형 국회의장 등 6명
- 고문: 김두현 한국법학원장 등 16명
- 명예대회장: 이한기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 명예위원장: 정일영 국민대 총장
- 위원장: 임덕규 ILA 한국본부회장
- 부위원장: 김명기 명지대 교수 등 6명
- 위원: 김두환 숭전대 교수 등 21명
- 사무국장: 김명기 명지대 교수
- 사무차장: 이상면 서울대 교수

3. ILA 집행이사회 위원장인 Wilberforce가 제62차 ILA 서울 총회 준비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985.9.8.~13.
방한함.
주요 방한 일정

- 9.9. ILA 준비위원회 방문, ILA 회장 주최 리셉션
- 9.10. 외무부장관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 9.11. 법무부장관 예방 및 오찬, 국회의장 예방
- 9.12. 감사원장 예방 및 만찬
- 9.13. 통일원장관 오찬

ILA(국제법협회) 총회, 제62차. 서울, 1986.8.24-30.
전4권, V.2 사전 준비(1986.2-7)

| 86-083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2 / 2 / 1~201(201p)

제62차 ILA(국제법협회) 서울 총회(1986.8.24.~30.) 준비에 관한 사항임.
1. ILA 총회 준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ILA 총회 준비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운영

- 사무국 중심으로 총회 준비
예비 안내서 및 최종 안내서 발송

- 각 회원국 지부에 안내서 발송
- 외무부 국제법규과 및 사무국이 공동으로 계획 수립, 시행
외무부 주요 조치사항

- 국제회의 유치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의 승인 획득(1985.6.20.)
- ILA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 설립(1985.7.8.)
- ILA 서울 총회 관련 예산 확보
- 전 재외공관을 통한 ILA 총회 개최 홍보

2. 외무부는 1986.7월 ILA 서울 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ILA 지원 특별작업단을 구성, 운영키로 결정함.
명칭

- 세계국제법협회 제62차 총회 지원 특별작업단(약칭: ILA 지원 특별작업단)
운영 기간

- 1986.7.21.~8.31.(41일간)
조직 및 기능

- 특별작업단장: 조약심의관
- 기획총괄반, 의사반, 의전반, 문서반 등으로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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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준비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ILA(국제법협회) 총회, 제62차. 서울, 1986.8.24-30.
전4권, V.3 회의 개최 및 결과(1986.8-10)

| 86-083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2 / 3 / 1~297(298p)

제62차 ILA(국제법협회) 총회가 1986.8.24.~30. 서울에서 개최됨.
1. 서울 총회 참가 인원(총 290명)
외국 회원

- 32개국에서 236명 참석(회원 180명, 동반자 56명)
국내 회원
908

- 54명 참석

2. 회의 참가 주요 인사
ILA 간부 및 ICJ(국제사법재판소) 인사

- N. Singh ICJ 소장(인도), S. Oda ICJ 판사(일본), P. Bhagwati 인도 대법원장, Lord Wilberforce ILA
집행위원장(영국), C. J. Olmstead ILA 신임 집행위원장(미국) 등
미수교국 인사

- G. I. Tunkin(ILA 소련 지부장), L. Korbut (소련), Makarczyk Jerzy(폴란드), Milan K. Bulajic(유고),
Momir Milojevic(유고) 등

3. 주요 토의 및 결정 사항
분과위원회

- 인권의 집행, 대기오염의 법적 측면, 국제상사중재 등 11개 분과위원회별 토의 전개
워크샆

- 국가 면제, 금융법,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3개 분야 워크숍 개최
특기 사항

- 분과위원회별로 주요 토의 사항에 대한 결의안 채택
- 임덕규 ILA 한국본부 회장이 ILA 회장에 피선
- 임덕규 ILA 회장 제의로 분단 국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작업반 설립 결의
- 최운상 전 대사가 배타적경제수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

4. 회의 개최 결과 평가
한국의 국제법 존중 의지 및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 거양
향후 ILA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미수교국 참여 인사들과의 비공식 접촉으로 학자들을 통한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전개

ILA(국제법협회) 총회, 제62차. 서울, 1986.8.24-30.
전4권, V.4 행정사항 및 참고자료

| 86-083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2 / 4 / 1~254(254p)

1986.8.24.~30. 서울에서 개최된 제62차 ILA(국제법협회) 총회의 행정사항 관련 자료임.
1. 의전 행사
주요행사

의전 지원 업무

- 공항 영접 및 환송
- 호텔 영접 및 안내
- 차량 임차 및 차량 배치
- 안내반 운영
- 관광 및 산업 시찰

2. 행정 지원

예산
회계 운영
제반 시설, 물품 조달 및 관리
인원 동원

3. 의사 진행

회의장
시설 준비
의사 진행
회의 운영

4. 문서 통제

문안
작성, 분류 등 문서업무는 ILA 본부 사무국이 직접 관장
준비사무국은 본부 사무국의 문서업무 지원 및 문서업무 총괄
인원 및 장비 확보

5. 공보
각종 취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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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ILA 총회 회장 주최 환영 리셉션
- 법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 대통령 예방
- 대법원장 예방
- 주요 인사 별도 일정

북한·소련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체결 외신보도 관련 정부입장 표명, 1985-86

| 86-083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2 / 6 / 1~27(28p)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이 1986.1.22. 북한·러시아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함.
2.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86.1.29.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최근 북한과 소련이 소위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
을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에 연한 경제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910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북한 당국이 타국 정부와 맺는 여사한 조약은 그 내용 여하에 관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무효로 간주함.

외교안보연구원 담당 한국해로연구회 운영
업무의 이관, 1986

| 86-083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16-62 / 7 / 1~213(213p)

1. 1981.7월 구성된 한국해상교통로안전연구회(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 운영 업무는 1983.3월까지
아시아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해 왔으며, 1984.4월부터 86년 초까지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담당함.
2. 한국해로연구회 운영위원회는 1985.7.5. 한국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안전연구의 증진과 관련, 외국
연구단체와의 국제학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민간 연구소 혹은

3. 이에 따라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이 한국해로연구회 업무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이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동 연구원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1986.3.1.부로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 운영 업무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으로 이관됨.
동서문제연구원의 부원장인 김달중 교수가 한국해로연구회의 운영위원장직을 수행

4. 한국해로연구회 198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일시: 1986.5.3.
장소: 신라호텔
참석자

- 김달중(운영위원장), 민관식, 오재희, 박춘호
토의 및 결정 사항

- 한국해로연구회 운영 책임 및 업무 이관 이후 활동 내용
- 1986년도 및 87년도 연구사업 건의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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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소에서 한국해로연구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림.

국제경기 참가자의 망명사건 처리 대책, 1985-86

| 86-083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영사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2 / 8 / 1~260(260p)

외무부는 1986.3.29. 및 3.31. 대구 및 서울에서 소련 등 동구권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경연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 선수들의 망명 기도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함.
검토 경위

912

-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종료 후 세계빙상연맹의 규정에 따라 동 대회 상위
입상 선수들이 인접국인 한국, 중국(구 중공) 및 홍콩에서 시범 경연을 갖게 됨.
- 동 선수들에는 소련 선수 14명, 동독 선수 2명, 체코 선수 2명 등이 포함됨.
검토 내용

- 사전 예방 대책의 철저한 실시로 사태 발생 가능성을 극소화시킴.
- 한국 정부기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며 소속 선수단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주한 외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아프가니스탄인 형제의 망명사건 처리, 1985-86

| 86-084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2 / 10 / 1~216(217p)

1. 두 명의 아프가니스탄인(Assahnallah Roachan, Obaidy Amanoullah)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여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이들은 대한항공으로 1985.4.3. 한국에 입국하여 부산 난민수용소에 임시
수용된바, 동 건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4.5.14. 대한항공이 상기 2인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미국 뉴욕까지 수송
1984.5.15. 상기 2인은 뉴욕 도착 시 미 이민당국에 정치 망명 요청
1985.3.29. 미 이민당국이 상기 2인을 불법 입국(위조여권) 이유로 운송 항공사인 대한항공 편으로
원출발지인 콜롬보로 강제퇴거 조치
1985.4.2. 상기 2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도착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입국 거부
1985.4.3. 상기 2인은 대한항공 편 서울 도착

2.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측과 협의하여 아프가니스탄인 2인의 정착국 물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5.6.13. 서독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인들은
7.8. 서독으로 향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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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2. 스리랑카 당국이 상기 2인의 입국 거부(여권 불소지)

재외공관을 통한 중공인 망명 요청, 1980-86

| 86-0841 |

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서구1과

MF번호

2016-62 / 14 / 1~25(25p)

1980~86년간 재외공관에 대한 중국(구 중공)인의 망명 요청 사례들임.
1. 영국 주재 은행원(중국인)이 1980.1월 주영대사관을 방문하여 망명처 제공 또는 제3국 망명 협조를
요청함.
2. 중국 기관원이 1981.11월 주볼리비아대사관을 방문하여 볼리비아에 자신의 정치적 망명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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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일대사관이 1985.4.26. 방일 중인 중국 대표단의 일행임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정치 망명 협조를
호소하는 익명의 서한(4.23. 작성, 4.25. 소인)을 접수함.
4. 호주 체재 중인 중국 관광객이 1986.8월 주호주대사관을 방문하여 대만(구 자유중국)으로의 망명을
위한 한국에서의 단기 체재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

중공 소속 미그 19기 조종사 망명, 1986.2.21.
전3권, V.3 각국 반응

| 86-084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3 / 3 / 1~104(104p)

1. 외무부는 1986.2.21. 중국(구 중공) 미그 19기 조종사 망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요 공관에 통보함.
중국 미그 19기가 1986.2.21. 착륙하였음을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2.21.)
동 건에 대한 정부 처리 기본방침을 외무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3.6.)
중국 미그 19기 조종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1986.4.30. 대만(구 자유중국)으로 출국 조치
(4.30.)

-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간단한 발표가 있었음.

대대적인 내외 언론 보도 유도

- 대만 도착 직후 100여 명의 내외신 기자회견 실시
- UPI, AFP, REUTER 등 주요 외신을 이용,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 보도
조종사의 대중국 방송 실시

- 중국 조종사의 계속적인 망명 촉구
한국 정부와의 우호관계 과시

-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 표시와 조종사가 한국 내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 강조

3. 대만 언론은 동 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이전 중국 조종사 망명 케이스보다는 비교적 작게
취급함.
방송 보도 요지 및 주요 신문기사가 수록됨.

4. 중국, 대만, 홍콩 등을 제외한 국가의 언론들은 대부분 서울발 또는 북경발 외신을 인용하여 사실 위주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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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측의 미그 19기 조종사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아시안게임 참가 이란선수 이탈 사건, 1986.
전7권, V.2 기본문서(기타국 교섭)

| 86-084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국제법규과/영사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3 / 7 / 1~210(210p)

아시안게임 참가 이란 선수 이탈 사건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주재국 언론 보도
2. 재외공관에 대한 이란 반정부 단체 인사들의 우려 전화, 면담 요청 및 탄원문 전달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교황청,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 덴마크, 네덜란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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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 의회, 구주의회 의원 등의 우려 표명 및 제3국 출국 허용 요청
영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4. 주재국에서 입수한 자료
반 호메이니 단체 활동

- 미국, 독일, 사우디, 모로코, 프랑스, 레바논 등
망명자 처리 사례 및 방침

- 캐나다, 독일, 일본, 멕시코 등
외교·영사 공관의 비호권 및 불가침권 문제

- 스웨덴, 영국, 독일

5. 이탈 선수 일행의 동경, 코펜하겐 경유 및 노르웨이 도착 확인 보고

소련의 대한항공(KAL) 격추사건 이후 관련규정
개정검토, 1985-86

| 86-084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63 / 14 / 1~94(95p)

KAL기 격추 사건 이후 1985~86년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임.
1. 주캐나다대사는 1985.1월 캐나다 방송국에서 3월 실시하는 KAL기 사건 규탄 좌담회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사태 규명 차원에서 방송국의 초청에 응할 것을 지시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2월 외무부에 ICAO의 민간 항공기 유도통제 절차에 관한 ICAO 규정 개정안에

3. 주 미 대 사 는 1985.12월 Americans for a Sound Foreign Policy가 주 도 하 는 KAL기 사 건 추 도 행 사
개최 여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6.1월 88올림픽 개최 및 대소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 내 ASFP 주관 행사 개최는 피하고 대한항공 미주 지사와 민간 차원의 추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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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헝가리 언론인 접촉,
1985-86

| 86-084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63 / 15 / 1~25(25p)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보관은 헝가리 MTV 외신부장 George Kalmar의 초청으로 1985.12.13.~16.
헝가리를 방문, MTV의 한국 영화 상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헝가리 측의 비자 발급 거부
로 인하여 동 방문 계획이 무산됨.
2. 이에 따라 상기 공보관은 1986.8. 헝가리 MTV 외신부장 George Kalmar를 비엔나로 초치, 다음 사항을
협의함.
918

한국 문화 영화의 MTV 상영 문제
NEPSORT지 편집국장 방한 초청 문제
헝가리어본 한국 관계 책자의 발간 문제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 1981-86

| 86-0846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4 / 1 / 1~152(152p)

1. 영국 정부는 1982.4.21. 런던에서 개최된 한·영 문화위 3차 회의에서 주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최우선 과제로 영어 교육 실시 문제를 거론하고 한국 내 영어 교육의 확대를 희망하고
일본에서 시행되는 Wolfers Scheme과 같은 영어 강습 계획의 한국 내 실시 검토를 요청함.
동 회의 시 양측이 서명한 양국 간 문화협정에 어학 강습소 설립 허용 조항을 포함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3.3월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습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교부는 한영 문화협정에 따라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영어 교사, 공직자, 특정 대상인에게 영어를

3.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3.6월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육 확대에 필요한 영어 교사 3명 충원을 위해 장기
체류비자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에 대한 법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4.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6.3월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 상설혼성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습 학생 수, 범위, 수업료 등에 관한 영국 측 제의를 3.27. 외무부 홍보
문화과에 송부함.
5. 외무부는 1986.3.31. 주한 영국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습 활동에 대한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영어 교습은 양국 간 문화협정에 규정된 문화적 성격을 유지해야 함.
교습 대상은 영어 교사, 공무원, 회사 직원에 국한하며, 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습은 불가함.
교습비는 운영비보다 높아서는 안 됨.
교사의 수는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보다 많지 않아야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교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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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사카총영사관 문화시설 개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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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오사카총영사관은 건물의 유휴 공관 활용 및 아시안게임 전후 한국 붐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1986.10.9.
총영사관 내에 문화시설을 개관함.
규모

- 60평 규모의 전시실, 전시실 겸용 영사시설, 15평 규모의 자료실(자료 2,500여 권)
시설 경비

- 교포 유지의 찬조로 충당
920

2. 동 개관식에는 오사카 부지사, 시장 등 160여 명의 유력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일본의 주요 방송 및
신문은 동 개관식을 상세히 보도함.

한·벨기에 상설 혼성위원회, 제2차. 서울,
1986.10.20-2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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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벨기에 측이 제2차 한·벨기에 상설혼성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1986.6.16. 내부결재를 받음.
1. 한·벨기에 상설 혼성위원회 제2차 회의가 1986.10.20.~22. 서울에서 개최됨.
회의 대표

2. 동 회의에서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한·화란어(플란더즈 지역) 지역 사업 계획(1987~88)

- 학술·교육, 장학금, 언어·문학, 교육·훈련,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계획
한·프랑스어 지역 사업 계획(1987-88)

- 학술·교육, 장학금, 언어·문학, 교육·훈련, 문화, 청소년, 체육, 보건·사회 등 분야별 계획
차기 회의는 1988년 4/4분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3. 동 회의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벨기에의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학자 또는 전문가 파견 계기 마련
상호 문화 소개 및 이해 증진 계기 마련
88 올림픽 계기로 체육 협력 및 서울 문화행사 참여 합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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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에서는 신두병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 벨기에 측에서는 화란어 지역과 프랑스어 지역의 양 언어권 수석대표 및 중앙정부의 대표인 주한 벨기에
대사 참석
- 벨기에는 1982년 문화사항에 관한 관할권을 2개 언어권 지방 정부에 각각 이양함에 따라 회의 주체는
각각 양 지방 정부 대표단이 담당

한·벨기에 상설 혼성위원회, 제2차. 서울,
1986.10.20-25. 전2권, V.2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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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상설 혼성 위원회 제2차 회의 자료임.
1. 벨기에 측 작성 의사록
2. 한·벨기에 상설 혼성 위원회 제2차 회의 자료
대표단 명단
922

일정
훈령
토의 사항

- 제1차 합의사항 이행 실적 평가, 제2차 회의 협의 방향, 학술 및 교육, 문화·예술, 체육, 재정 조항,
차기 회의, 참고 사항(과기처 제시 사업안)

한·영국 [문화]혼성위원회, 제2차. Oxford,
1986.3.13-14.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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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한·영 상설 혼성위원회 회의가 1986.3.13.~14.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윤처원 외교안보연구원 구주연구부장, 영국 측에서는 John Lawrence British
Council 미주·태평양·아주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상기 회의에서는 다음 의제가 토의됨(영문 회의 기록 수록).
문화·예술 교류, 체육 분야 협력, 한국 내 영어 및 영문학 진흥, 영국 내 한국학 진흥, 학술·교육 및
인적 교류 분야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영국 문화원의 한국 내 영어 교습 활동을 비상업적 문화 행위로 인정하고 영국 측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1986.4월 초순까지 재협의, 해결함.

4. 영어 교습 활동 관련 후속조치로서, 외무부는 1986.4월 주한 영국대사관에 영국문화원의 한국 내 영어
교습 활동 재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구상서로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영국 측이 상기 회의에서 강력히 토의를 희망한 영국 문화원의 한국 내 영어 교습 활동 재개 문제에

923

한·영국 [문화]혼성위원회, 제2차. Oxford,
1986.3.13-14. 전2권, V.2 회의자료

| 86-085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4 / 7 / 1~174(174p)

제2차 한·영 상설 혼성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한국 측 회의자료
대표단 명단 및 일정
의제

924

- 개회 및 전 회의 실적 검토
- 한국내 영어 및 영문학 양측 보고
- 인적 교류(학술·교육 협력)
- 문화·예술 교류
- 영국내 한국학(쉐필드대 힐리 한국학 교수 현황 보고, 한국측의 한국학 진흥 방안보고)
- 체육 교류(88 서울올림픽 관련)
한국 측 기본 입장

- 한·영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 한·영 수교 100주년 이후 수교 제2세기를 맞아 양국 간 기존 우호, 친선 강화 및 양 국민 간 이해 심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 경주
- 문화관계 현안 해결
기본 훈령
의제별 토의사항

2. 영국 측 회의 자료
(British-Korean Mixed Commission Second Meeting)

성남시 - Piracicaba시(브라질) 간 자매결연,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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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각현 성남시장과 브라질 Piracicaba 시 Maluf 시장은 1986.5.28. Piracicaba 시에서 성남시와
Piracicaba 시 간의 자매결연 협정에 서명함.
2. 상기 성남시와 Piracicaba 시 간의 자매결연은 1985.9월 Piracicaba 시 Maluf 시장의 제의로
추진되었는바, Maluf 시장은 성남시 측과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85.10.11.~12. 방한한 바
있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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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및 콜롬비아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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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에콰도르 도시 간 자매결연
1984.6월 주에콰도르대사의 건의로 에콰도르 Riobamba 시와 수원시 간의 자매결연이 추진됨.
수원시와 Riobamba 시는 1985~86년간 주에콰도르대사관을 통해 시정 현황 자료 등 자매결연
참고자료를 상호 교환함.

2. 한·콜롬비아 도시 간 자매결연
926

1985.10월 주콜롬비아대사의 건의로 콜롬비아 Barranquilla 시와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탑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와의 자매결연이 추진됨.
1986.6월 현재 특별한 진전사항 없음.

한·독일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1983-8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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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문서 및 자료임.
1.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1983.2.19. 대통령 재가문)
정부실무 조정위원회(위원장: 외무부차관), 민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구자학 주식회사 럭키
사장) 및 동 사무국(한국국제문화협회) 설치
추진 사업 내용

2.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1983.6월 및 11월)
사업추진 의의

- 독일과의 기존 우호 협력 관계 심화
- 독일 국민과 한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제고
추진 경위

- 1982.11.11. 이래 3차에 걸쳐 수교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관련 기관
회의 개최
- 1983.2.19. 동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대통령 재가 획득
추진사업 내용

- 정부 추진 사업, 국회 추진 사업, 민간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독일 측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 베를린 교향악단 방한 공연, 인쇄 및 서적 발달사 전시회, 독일 경제사절단 방한, 한국 주간 행사 개최 등

3.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Scheel 전 대통령 방한 초청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3.8.19. 주한 독일대사 면담 시 Scheel 전 대통령의 방한 관련 사항을 협의함.

4.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 양국 대통령 간 메시지 교환
독일 측은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1983.11.24.자 독일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함.
한국 측은 주독일대사관을 통해 11.26.자 한국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함.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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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우호의 해 선포, 현지 공관장 주최 리셉션, 기념 교민행사 지원, 한국전통예술단 공연, 기념
사진전, 한국도예단면전, 한국미술 5천년전, 공적자 서훈, 기념우표 발간, 기념담배 발매
- (민간사업)  한국현대 도자기 및 자수전, 사물놀이 순회공연, 한국학 심포지움 개최, 학술행사 지원

한·독일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1983-85. 전2권,
V.2 [민간]기념사업위원회 활동 및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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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 민간사업 추진위원회 활동
한·독 수교 기념 민간사업 추진위원회 발기인 위촉(1983.3월)
한·독 수교 기념 민간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1983.3월)
한·독 수교 기념 민간사업 계획(1983.6월)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총회 결과 보고(1985.3월)

- 1985.1.31.부로 동 위원회가 해체하고 후속 업무는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위임
928

2.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 의회사절단의 독일 방문 및 국회 한·독 수교 기념 결의문 채택
왕상은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국 의회 사절단(의원 3명)이 1983.10.25.~30. 독일(본, 서베를린)을
방문, 대통령 및 상·하원 의장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국회는 1983.9.28.‘대한민국 국회가 한·독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
을 채택함.

3.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자학 위원장이 1983.10.5.~20. 독일을 방문함.
4. 기념행사 개최
한·독 학술 심포지엄(1983.7.5.~7. 독일)
한·영,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1983.12.1.~2.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한국 현대 도예전(1983.10.14.~12.14. 쾰른) 및 한국 고대 자수전(1983.10.14.~11.14. 쾰른)
한국 전통 예술단 독일 순회 공연(1983.10.14.~18.)

- 잉겔하임, 뒤셀도르프, 본,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도시
한국 고인쇄 문화전(1983.11.23.~12.31. 마인츠)
기념 사진전(1983.12.8.~1984.1.26./1984.2.2.~29. 쾰른)

제주시 - Napoli시(이탈리아) 간 자매결연 추진,
1979-85

| 86-0856 |

생산연도

1979~1985

생 산 과

서구1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4 / 12 / 1~131(132p)

1. 제주시와 이탈리아 나폴리 시 간의 자매결연이 1980.5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나폴리 시 측 사정으로
1985.9월 현재 성사되지 못함.
2. 나폴리 시 의원단이 1982.11.21.~26. 방한, 제주시 측과 자매결연 체결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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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Rotterdam시(네덜란드) 간 자매결연,
1978-86

| 86-0857 |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65 / 2 / 1~54(54p)

1. 부산항과 네덜란드 Rotterdam 항 간의 자매결연 협정이 1985.11.1. 부산에서 이성곤 부산지방해운
항만청장과 R. den Dunnen Rotterdam 부시장 간에 서명됨.
해운항만청장은 1985.5월 Rotterdam 시장 초청으로 Rotterdam을 비공식 방문, 부산항과 Rotterdam 항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2. R. den Dunnen Rotterdam 부시장은 1986.1.27.~29. 방한, 해운항만청과 상기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930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함.

한·영국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1982-85. 전2권,
V.1 기본문서

| 86-0858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구1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5 / 3 / 1~459(459p)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한 문서 및 자료임.
1.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논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1982.11월, 1983.1월 및 2월)
2.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1982.8월 한국국제문화협회)

4.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1983.6월, 8월 및 11월)
5.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1983.5월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6. Bates 영·한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방한(1983.4.25.~29.)
7.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 만찬(1983.11.4. 조선호텔)
8.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결과 보고(1985.2월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1985.2.11.부로 동 위원회를 해체하고 후속 업무는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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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1983.2월 대통령 재가문)

한·영국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1982-85. 전2권,
V.2 기념사업

| 86-0859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구1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5 / 4 / 1~257(257p)

1. 서훈 및 유공자 표창
외무부는 1983.12월 한·영 관계 증진에 기여한 4명의 영국 인사에 대한 서훈을 건의함.

- Page IPU 집행위원, Farr 한·영 의원협회 회장, Trench 한·영 친선협회 회장, Brodie 참전용사회 회장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1984.10월 주영대사관을 통해 영국에 소재하는 개인
57명 및 단체 1개에게 표창장을 전달함.

932

2. 유력 인사 방한 초청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1983.11월 Carrington 전 외상 등 영국 유력인사 5명을
방한 초청함.

3. 국회 사절단 영국 방문
이종찬 의원을 단장으로 한 수교 100주년 친선 사절단이 1983.6.26.~29. 영국을 방문, 상·하원
의장을 예방하고 영·한 의원친선협회 회원들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짐.

- 하원의장 면담 시 수교 기념패 전달
국회는 1983.4.30.‘대한민국 국회가 한·영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
을 채택함.

4. 김상만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이 1983.8.19.~9.4. 영국을 방문함.
5. 문화 행사(런던)
한국 전통음식 소개 행사(1983.6.28.)
한국 현대 도예전(1983.7.22.~9.2.)
한국 전통예술단 공연(1983.8.29.~9.3.)
한국학 심포지엄 참가(1983.9.28.~30. Sheffield 대학)
수교 기념 사진전(1983.12.2.~1984.1.10.)
한국 고인쇄 문화전(1984.5.15.~8.15.)

인천시 - Anchorage시(미국) 간 자매결연,
1982-86

| 86-0860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5 / 5 / 1~46(46p)

1. 인천시는 1982.6월부터 미국 Anchorage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
2. 인천시장이 자매결연 공동성명의 서명을 위해 Anchorage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1986.2월 현재 방문이
성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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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Hawaii(미국) 간 자매결연, 1983-86

| 86-0861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5 / 6 / 1~75(75p)

1. Ariyoshi 미국 하와이 주지사는 1986.11.21.~27. 방한, 11.25. 제주도와 하와이 주 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짐.
2. 제주도와 하와이 주는 1968.10.24.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그간 상호 교류가 두절 상태에 있었는바,
제주도는 하와이 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함.
934

한·미국 도시간 자매결연, 1985-86

| 86-086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5 / 7 / 1~93(93p)

1. 내무부는 1986.7월 전라남도의 미국 미주리 주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의가 없음을 통보함.
2. 주뉴욕총영사는 1985.3월 미 뉴햄프셔 주 Nashua 시장이 경기도 안성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내무부는 7월 경기도 안성군이 미국 뉴햄프셔 주 Nashua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라고 외무부에
자매결연 안이 시의회에서 1987.9월 통과되었음을 통보함.

3. 미국 아이다호 주지사는 1986.3월 아이다호 주와 충청북도 간의 자매결연 협정 서명을 위해 충청북도
지사가 아이다호 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서한을 주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전달함.
아이다호 주는 당초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강원도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

4. 내무부는 1986.4월 경상남도 창원시가 미국 뉴저지 주 Jersey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4월 이의가 없음을 통보함.
5. 내무부는 1986.10월 전라남도 목포시의 미국 뉴멕시코 주 Albuquerque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0월 이의가 없음을 통보함.
6.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6.3월 알래스카 주 Valdez 시 시장 일행 4명이 1986.4.7.~8.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 동해시와 자매결연 가능성 타진을 위한 협의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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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였으며, 뉴햄프셔주 Nashua시는 1987.10월 주미대사 앞 서한으로 경기도 안성군과의

88 올림픽관련 아프리카 올림픽위원회(NOC)와의
협력, 1985

| 86-086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문화협력과/동부아프리카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5 / 8 / 1~48(48p)

1. 조상호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1986.6~7월 아프리카 체육기자연맹 세미나 기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를 방문, 아프리카 체육기자연맹 회원들에게 서울 올림픽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코트디브아르의 체육장관 등 아프리카 체육계 인사들을 접촉함.
2. 본 문건에는 아프리카 NOC와의 협력 관련 자료, 아프리카 제국의 88 올림픽에 대한 태도, 우간다,
가나 등의 서울 올림픽 관련 기사 등이 수록됨.
936

한·구주지역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1986

| 86-086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6-65 / 9 / 1~31(31p)

1. 주터키대사는 1986.8월 한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주재국 Mercin 시와 자매결연이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는바, 내무부는 10월 경기도 광명시를 추천함.
2. 내무부가 1986.12월 강원도 홍천군과 프랑스 Sanary 시 간 자매결연에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2월 이의 없음을 통보함.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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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Strasbourg 시는 1986.4월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함.

한국 미술 5천년전 구주지역 순회전시, 1981-85

| 86-0865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문화교류과/서구1과

MF번호

2016-65 / 10 / 1~97(97p)

1. 외무부는 1981.11.9. 한국 미술 5천년전 구주지역 순회전시 관련, 개최 희망 국가들의 요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문화공보부에 통보하고 적극 검토를 요청함.
1980.10.11. 제2차 한·영 문화위원회에서 영국 측은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 전시회를 영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1981.10.21. 제3차 한·독 문화합동위에서 독일 측은 동 전시회 개최를 적극 희망
주프랑스대사는 북한의 대주재국 접근 저지의 일환으로 동 전시회 프랑스 개최를 건의
938

2. 외무부가 1983.12.26. 작성한 한국 미술 5천년전 구주 전시 계획에 관한 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경위

- 1982.2.4.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영국(런던), 독일(함부르크, 쾰른), 프랑스(파리) 박물관
측과 교섭, 전시품목(지정문화재 64점 포함 총 334점) 등에 합의하고 각국에서 전시 준비 중이었으나
문화재 보험평가액에 대한 한·영 간 견해 차이로 양측 박물관은 1983.12.20. 전시 계획을 취소
- 한국 측이 보험평가액 33백만 달러를 제시한 데 대해 영국 측은 미국 전시 때의 15백만 달러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 공동부담(영국 측 60%, 한국 측 40%) 주장
전시 취소에 따른 문제점

- 이미 2년간에 걸쳐 전시 준비를 하여 왔으며 각국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어 온 전시계획을 개최 40일 전에
취소하면 한국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
건의

- 대영박물관 측이 보험 문제에 대한 재협의 용의를 표명하고 전시 취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여 왔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재협의케 할 것을 건의

3. 주영국대사관은 1983.12.30. 주재국 외무성 및 박물관에 의하면 프랑스 박물관(보험료 한국 측 부담)은
동 전시회 개최를 기권했으나 영국 및 독일 박물관은 전시회 개최를 위해 스폰서 물색 등 소요경비
염출 방안(한국에 요청했던 40% 부담)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함을 보고함.
4. 주영국대사관은 1984.1.5. 대영박물관이 며칠 내 전시협약서를 서울로 직송할 예정이며 3개 박물관은
다음 일정으로 전시를 추진 중임을 보고함.
영국: 1984.2.15.~5.13.
독일 함부르크: 1984.6.10.~9.13.
독일 쾰른: 1984.10.13.~1985.1.13.

Masale, E. M. 케냐 문화사회성 차관 방한,
1986.9.20-24

| 86-086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5 / 11 / 1~56(56p)

1. E. M. Masale 케냐 사회문화부 사무차관 일행 4명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6.9.20.~24. 방한함.
1987.8월 케냐 나이로비 개최 예정인 All African Games 준비를 위하여 서울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 및 개막식 참관이 방한 목적임.

2. Masale 차관 일행은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수영, 농구 등 경기 관람, 서울 아시안게임 조직위 전상진
특보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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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출입기자단 일본 방문,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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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외무부 출입기자단 상호 초청 방문 계획에 따른 한국 외무부 출입기자단의 1984~86년간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1984년 출입기자단 방일
방일 기간: 4.8.~16.
방문자: 경향신문 김충일 기자 등 한국 외무부 출입기자단 10명
940

주요 일정

- 주일본대사관 주최 만찬(4.8.), 외무성 브리핑, NHK 시찰(4.9.)
- 방위청 차관 예방, 방위청 방위과장 브리핑(4.10.), 와타나베 자민당 간사장대리 예방, 아사히 신문사
시찰, 외무성 정보문화국장 주최 만찬(4.11.)
- 츠쿠바 연구학원 도시 시찰(4.12.), 방위청 육상자위대 시찰, 북해도지사 예방 및 북해도청 주최 만찬
(4.13.)
- 1일 외무성 친목회 참석, 아베 외상 예방 및 회견(4.14.), 오사카 및 교토 지역 시찰(4.15.~16.)

2. 1985년 출입기자단 방일
방일 기간: 6.9.~19.
방문자: 서옥식 연합통신 기자 등 한국 외무부 출입기자단 10명
주요 일정

- 외무성 브리핑, 아사히 신문사 및 NHK 시찰, 외무성 주최 만찬(6.10.), 관방장관 면담, 외무성 북동아과장
면담(6.11.)
- 나카소네 수상 회견(6.12.), 츠쿠바 박람회 시찰(6.13.), 오사카, 나가사키 지역 등 시찰(6.14.~19.)
나카소네 수상 회견 시 동 수상은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개선 문제에 관해 다음 요지 답변

- 한국 대통령 방일 시 공동성명에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동 공동
성명 정신에 따라 계속 노력
- 지난 5.14. 지문 채취 방식을 회전식에서 평면식으로 바꾸고 외국인 등록증 휴대 의무를 완화한 것은
동 공동성명 정신에 따른 조치
- 한국은 지문 날인제도 철폐 자체를 생각하나 당분간 현행 조치를 그대로 실시 예정

3. 1986년 출입기자단 방일
방일 기간: 6.5.~11.

방문자: 조봉환 KBS 기자 등 한국 외무부 출입기자단 11명
주요 일정

- 외무성 브리핑(6.5.), 아베 외상 회견,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면담(6.6.), 교토 시찰, 삿포로 도착
(6.7.~8.), 육상자위대 제7사단 방문, 외무성 주최 만찬(6.9.), 방위청장관 예방, 주일본대사 주최 만찬
(6.10.)
아베 외상 회견 시 동 외상은 사할린 동포 문제에 대해 다음 요지로 답변(동 외상은 15분간만
회견하고 나머지는 후쿠다 아시아국 심의관이 대행)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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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사할린 거주 한국인 문제에 대해 과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지난 5월 말 소련과의
외상회담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나 소련 측은 동 문제가 기본적으로 소련과 북한 간의 문제라는 종전
입장 거듭
-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소련 측에 강력 요청해 나갈 예정

브라질 언론인 방한,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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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ancisco Cunha Perreira TV-REDE GLOBO 사장 겸 GAZETA DP POVO지 사장 방한(1984.5.19.~23.)
주요 일정

- 용인 민속촌 등 방문(5.20.),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예방,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주최 만찬(5.21.), 판문점 및 땅굴 시찰(5.22.)
동 사장은 한국의 발전상과 건설 현황에 감명 표명

942

2. Frederico Branco 시사주간지 VISAO 편집장 방한(1985.10.19.~25.)
용인 민속촌 등 방문, 럭키금성 연구센터 방문, 한·브라질 친선협회 주최 만찬(10.20.~21.),
해외공보관장 및 외무부 미주국장 예방, 전경련 부회장 및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예방
(10.22.), 판문점 및 땅굴 시찰, 해외공보관장 주최 만찬(10.23.), 남북대화 사무국장 면담, 대우중공업
시찰(10.24.)

3. Gilda Maria Queiroz Furiati JORNAL DO BRAZIL지 기자 방한(1986.12.14.~19.)
KAIST 방문(12.15.), 해외공보관 외보부장 예방, 올림픽경기장 시찰,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주최
만찬(12.16.), 판문점 및 땅굴 시찰(12.17.), 삼성전자 시찰(12.18.),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 예방

Clark, Gerald 캐나다 언론인 방한, 1986.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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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개요
방한 인사: 월간 Reader's Digest지 Gerald Clark 특파원
방한 목적

- Reader's Digest지 캐나다 판의 한국 특집기사 게재
- 88 올림픽, 한국의 남북대치 상황 및 한·캐나다 경제협력 관련 특집 취재

2. 방한 결과
- 해외공보관 방문(11.3.), 현대자동차 사장, Korea Herald 사장 면담(11.4.),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11.5.), 민속촌, 방문 올림픽 경기장 시찰, 올림픽조직위 관계관 면담(11.6.),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경주, 부산 유엔묘지 방문(11.7.~10.), KDI 부원장, 민정당 정책조정실장 면담(11.11.), 관광공사 부사장
면담(11.12.), 문공부 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11.13.), 통일원 조사연구실장, 상공부
제1차관보 면담(11.14.)
특기 사항

- Clark 특파원은 1986.11.13.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와의 면담 시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하에서
경제 발전을 통해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
- 이에 대해, 박수길 차관보는 한국이 제3세계 국가들과 경협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고 제3세계에 대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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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Sommer, Theo 독일 'Die Zeit' 지 편집국장 방한,
1986.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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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해외공보관장 초청으로 방한

2. 방한 결과
방한 기간: 1986.8.31.~9.7.
주요 일정
944

- 문화공보부 차관 예방, 국방대학원 안보연구소장 면담,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장 면담, 외무부차관 면담,
문화공보부차관 주최 만찬(9.1.)
- 외교안보연구원장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주제: 유럽의 입장에서 본 세계 안보) 참석, 일해재단
이사장 면담, 주한 서독대사 주최 만찬(9.2.)
-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면담, IISS 한국위원회 회장 주최 오찬, 국무총리 예방, 동아일보 명예회장
주최 만찬(9.3.)
- 민정당 김종인 의원 면담 및 오찬, 금성통신 부사장 면담, 한국 언론연구원 강연, KBS 토크쇼 출연(9.4.)
- 대한적십자사 총재 예방, 노태우 민정당 대표 예방, Livsey 한미 연합사령관 예방(9.5.)
- 김수환 추기경 예방(9.6.), 해외공보관장 주최 조찬, 국립중앙박물관 시찰(9.7.)
주독대사관은 1986.10.2. Sommer 주필이 동 일자 Die Zeit지에‘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싸움’
제하 다음 요지의 방한 취재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고

- 4천만 한국인은 정치적 불안기를 앞두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북한 동향, 경제 번영, 서울시 발전상과
문제점, 개헌 논쟁, 학원 문제, 군과 안보문제 등을 언급
- 86, 88 양 대회는 분단국으로서의 국민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Sarpong, Owusu 가나 'Ghanaian Times'지
부주필 방한, 1986.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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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1986년도 비동맹권 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방한

2. 방한 결과
방한 기간: 1986.8.17.~23.
주요 일정

특기 사항

- 1986.8.21.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는 Sarpong 부주필과의 면담 시 남북대화 등 남북한 관계 최근
현황을 설명한 데 대해, 동 부주필은 자신이 방북(1981년) 시 북한 사회가 상당히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목격했으며 실례로 방북 기간 중 북한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외출 시에는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언급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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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장 예방, 정보문화국장 주최 오찬(8.18.)
- 서울신문사, 새마을 연수원, 서울대 병원, KDI 방문(8.19.)
- 판문점 및 땅굴 시찰(8.20.)
-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방문,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8.21.)
- 잠실 운동장 시찰(8.22.)

과테말라 언론인 방한,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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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제문화협회는 1984.11.26. 동 협회 초청으로 1984.11.28.~12.1. 방한하는 과테말라 Rafael
Escobar Arguello LA PALABRA지 사장(과거 대통령 공보비서관 및 국회의원 역임)의 11.30.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및 오찬 주최를 외무부에 요청함.
2. 과테말라 Bolanos de Zarco 언론인 협회장이 1986.9.10.~14. 방한함.
주요 일정
946

- KBS 시찰(9.11.), 외무부 미주국장, 정보문화국장, 문공부 외신과장 면담, 판문점 시찰,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만찬(9.12.), 올림픽 경기장 시찰, 삼성전자, 용인 민속촌 방문(9.13.)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986.11.17. 동 협회장이 방한 후 주재국 최대 일간지 Prensa Libre지에
11.4.~17.간 12회에 걸쳐 한국 및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기를 연재하였음을 보고

3. Pierret Pare Walsh 세계여성언론인협회장 일행이 1986.12.1.~4. 방한함.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986.10.6. 세계여성언론인협회 부회장이며 주재국 유력 언론인인 Conelo
De Sanchez-Latour가 동 협회 회장(캐나다인) 및 자신 등 4~5명의 여성 언론인이 11.23.~30.
대만 개최 동 협회 국제이사회에 참석 후 한국 여성 언론계와의 접촉을 위해 방한할 수 있도록
일정 주선을 요청했음을 보고하면서 3박4일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10.30. 한국언론협회에서 동 일행을 방한 초청키로 했음을 주과테말라대사관에 통보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1.4. Pierret Pare Walsh 세계여성언론인협회장 등 6명이 1986.12.1.~4. 방한
예정임을 보고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1.18. 동 일행 중 Carmen Escribano De Deleon 과테말라 여성언론인
협회장(주재국 개발장관 부인)은 2일 정도 더 체류하면서 한국의 농촌개발 현황 시찰을 희망함을
보고

- 외무부는 12.6. 동 협회장은 체한 기간을 연장, 새마을 중앙본부 등을 시찰하고 12.5. 이한했음을
주과테말라대사관에 통보

Taha AL-BASRI 이라크 기자연맹 회장 겸 국영
통신사장 방한, 1986.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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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 / 19 / 1~59(59p)

1. 방한 경위
한국기자협회는 1984.4.12. 이라크 기자연맹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5월 중 방한 초청하는
초청장을 이라크 측에 송부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 한국기자협회장이 이라크 측 초청으로 1984.2.20.~25. 이라크 방문 시 구두 방한 초청한 바 있고, Said
Qassim Hamoudi 회장은 전 문공부장관으로 아랍기자연맹 회장, 바스당 국제부 부부장 및 국회 외무
위원장 겸직
Hamoudi 회장 일행의 방한은 1984.9월, 10~11월, 1985.6월, 7월 등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이라크 측
1986.3.14. 이라크 기자연맹 회장으로 피선된 Taha Al-Basri 회장(이라크 국영통신사 INA 사장
겸임) 일행이 방한

2. Al-Basri 회장 방한 결과
방한 기간: 1986.7.22.~28.
방한 인사

- Al-Basri 회장, Sabah Yassin Ali 이라크 기자연맹 사무총장, Mohammed Amin Ahmed 아르빌 지역
기자연맹 회장
주요 일정

- 한국기자협회 방문,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한국기자협회장
주최 만찬(7.23.)
- 연합통신사 사장 예방 및 동 사장 주최 오찬, 해외공보관장 예방, 올림픽 경기장 시찰, 해외공보관장 주최
만찬(7.25.)
- 서울신문사 시찰, 서울신문사 사장 주최 오찬(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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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연기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1986.10.27-11.2

| 86-087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65 / 20 / 1~239(239p)

1. 1986년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방한 기간: 10.27.~11.2.
방한 기자단

- Kenji Goto 공동통신 기자 등 15개 언론사 기자 및 외무성 보도과 사무관(총 16명)
주요 일정

948

- 외무부 방문(외교 문제, 한반도 정세 브리핑), 외무부 아주국장 주최 만찬(10.27.)
- 외무부장관 회견, 외무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국토통일원 방문(장관 예방, 남북대화 브리핑),
한·일 의원연맹 회장 예방(10.28.)
- 경제기획원 방문(부총리 예방, 제6차 5개년 계획 한국 경제 브리핑), 정무 제1수석 주최 오찬, 올림픽
조직위 방문(위원장 예방, 대회 준비 상황 브리핑), 올림픽 시설 시찰(10.29.)
- 문공부장관 예방, 전경련 회장 예방 및 재계 인사 간담회, 주한 일본대사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10.30.), 국립중앙박물관 등 서울 시찰, 경주 향발(10.31.)
- 경주 시찰(11.1.)

2. 동 기자단은 1986.10.28.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회견 시 한국의 대중·소 관계,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의제 등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외무부장관의 주요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의 대중·소 관계

-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문호개방 정책을 취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관계개선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와 접경한 중·소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공식적 접촉을 갖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치적 분야, 예컨대 통상, 스포츠,
국제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접촉 유지
- 아시안게임에 중국(구 중공)이 대표단을 보낸 것처럼 88 올림픽에 소련이 참가하기를 희망
12월 개최 한·일 정기 각료회의 의제

- 무역역조 시정 구체적 방안, 지문날인 문제 등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가 한국 측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농수산, 재무, 상공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경제 관계를 점검하고 무역 확대균형 방안 등 협의
예정
-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이래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 문제가 논의되었고
나카소네 수상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하는 등 아시아 정세가 유동적인 만큼
이런 면에서도 의견 교환 예정

쿠웨이트 언론인 방한, 1986.8.3-9

| 86-087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5 / 21 / 1~41(41p)

1. 쿠웨이트 스포츠 주간지 Al-Riyadhi의 편집인 Mr. Hannachi와 동지 영업부장 Kaadan이 1986.8.3.~9.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2. 동인들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및 만찬, 해외공보관장 면담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서울올림픽조직위 전상진 특보, Korea Herald 편집국장 면담
올림픽 경기장,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제3땅굴, 판문점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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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관람 등

James, Mike T. 라이베리아 'New Liberian'지
편집국장 대리 방한, 1986.10.26-31

| 86-087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6 / 1 / 1~59(60p)

1. 라이베리아 New Liberian지의 James 편집국장 대리가 1986.10.27.~31.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2. 동 편집국장 대리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면담 및 만찬, 정보문화국장 면담
KBS 외신부 차장, Korea Herald 편집국장 면담
판문점, 삼성전자, 올림픽 경기장 시찰, 중앙박물관 관람, 민속촌 관광
950

Mustapha IZNASNI 모로코 'Al Naghrib'지 사장
방한, 1986.12.17-22

| 86-087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6 / 2 / 1~79(79p)

1. 모로코 AL Naghrib지의 Iznasni 사장이 1986.12.17.~22.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2. 동 사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차관 및 제1차관보, 해외공보관장 면담
서울신문 사장, Korea Herald 사장, KDI 부원장,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면담
판문점, 땅굴, 삼성전자 시찰, 민속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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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문화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87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66 / 3 / 1~66(66p)

1. 파나마의 Arosemena 문화원장이 1986.6.10.~15. 한국국제문화협회 초청으로 방한함.
2. 동 문화원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해외공보관장 예방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한국정신문화원장, 국립극장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예방
952

판문점 시찰, 민속촌 및 경주 관광

페루 언론인 방한, 1984-86

| 86-087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남미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6 / 4 / 1~249(249p)

1984~86년간 페루 언론인들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최대 시사 주간지 Cartena지의 Benavides 국제편집부장
한국국제문화협회 초청으로 1984.6.3.~10. 방한함.

2. La Prensa지의 Gonzalez 논설위원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4.10.4.~12. 방한함.

외무부 초청으로 1985.10.15.~22. 방한함.
Expreso지는 1985.10.19. d’
Ornellas 주필의 방한 기사를 게재함.

4. Comercio지의 Paredes Castro 외신부장
외무부 초청으로 1985.11.3.~10. 방한함.

5. Hoy지의 Guerrero 정치특집부장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5.12.21.~26. 방한함.

6. 페루 기자협회장 Vicente Requejo 부부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4.14.~20. 방한함.

7. El Nacional지의 Jose Olaya 사장
외무부 초청으로 1986.7.8.~14. 방한함.
동인은 방한 기간 중 Korea Herald 및 KBS와 인터뷰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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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reso지의 d’
Ornellas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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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anuka, Robert 우간다 'Star'지 부편집인 방한,
1986.11.5-12

| 86-088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6 / 5 / 1~85(86p)

1. 우간다 영자 일간지 Star지의 Kiwanuka 편집 부국장이 1986.11.5.~12.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2. 동 편집 부국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제1차관보, 정보문화국장 면담
해외공보관 외보부장, 서울올림픽조직위 전상진 특보, Korea Herald 편집국장 면담
전방 시찰, 산업 시찰, 올림픽 경기장 시찰, 경주 관광
954

3. 동 편집 부국장은 귀국 후 Star지 및 우간다어 일간지에 8건의 한국 관계 기사를 게재함.

미국 언론인 방한, 1985-86

| 86-088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북미과

MF번호

2016-66 / 6 / 1~241(244p)

1985~86년간 미국 언론인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Time지 Duncan 편집 부국장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5.4.2.~4. 방한함.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을 면담함.

2. Anchorage Times지의 Tobin 부사장

3. New York Times지의 Rosenthal 주필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5.12.8.~12. 방한함(동지 외신부장 및 동경 지국장 동행).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을 면담함.

4. Spencer Davis 전 AP 기자(프리랜서)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3.22.~29. 방한함.

5. Washington Post지의 Oberdorfer 국무부 출입기자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5.5.1.~6. 방한함.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 조찬, 외무부장관 오찬, 문공부장관, 노태우 민정당 대표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6. Hearst 그룹의 Ostrowidzki 백악관 출입기자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5.7.~13. 방한함.

7. AP 통신의 Hanley 외교담당 기자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6.28.~7.4. 방한함.

8. US News and World Report 지의 Lord 동경 특파원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9.2.~10.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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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5.10.28.~11.3. 방한함.

9. Time지의 Hillenbrand 동경지국장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9.14.~18. 방한함.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을 면담함.

10. 신문 발행인 협회(National Newspaper Association) 시찰단 12명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6.10.11.~15. 방한함.
956

11. San Francisco Examiner지의 Chrysler 동경 스트링거 방한(1986.11.16.~23.)
12. Time지의 Taber 수석 편집인 등 간부진 4명(1986.11.25.~29.)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오찬, 문공부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미국 WMA주관 아시아 정세시찰단 방한,
1986.8.2-7

| 86-088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6 / 7 / 1~187(188p)

1. Washington Times지의 창립 모체인 World Media Association 주관으로 미국 내 학계·언론계 및
연구소 관계 인사 45명으로 구성된 아시아의 정치·군사 정세 시찰단이 1986.8.2.~7. 방한함.
2. 동 시찰단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한 일정을 준비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강연회 및 정세 브리핑 청취, 주한 미군 부대, DMZ, 땅굴 등 전방 시찰, 리틀엔젤스 학교 방문
외무부차관은 8.6. 동 시찰단에게 정세 브리핑을 실시함.
9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동 시찰단에 대한 군사 관련 브리핑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실시함.

Graham, Katharine 미국 'Washington Post' 지
회장일행 방한, 1986.1.24-28

| 86-088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북미과

MF번호

2016-66 / 8 / 1~153(156p)

1. 미국 Washington Post지의 Graham 회장 일행 11명이 일본 방문 후 귀로에 1986.1.24.~28. 방한함.
2. 동 일행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회견 및 오찬, 외무부장관 조찬, 문공부장관 및 체육부장관 면담
김대중, 김영삼, 이민우 씨와 조찬,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 김수환 추기경 면담, KBS 회견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오찬,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만찬, 정·재계 인사 만찬, 지식인 만찬
958

미군 부대, 땅굴 등 전방 시찰, 올림픽 경기장 시찰

3. Washington Post지는 1986.1.28.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
4. 조선일보는 1986.1.29. 대통령의 Washington Post지 회견기사 전문을 번역 게재함.

유고슬라비아 언론인 방한, 1983-86

| 86-0884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동구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6 / 9 / 1~155(155p)

1. Ljubljana TV의 Bergant 해외 프로 편집장 등 3명
해외공보관 초청으로 1984.4.6.~14. 방한한바, 방한 중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올림픽조직위원장, 해외공보관장 등 면담
- 용인 민속촌, 주요 명승고적지, 올림픽 준비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 등을
취재
Ljubljana TV는 상기 취재팀의 취재 내용을 1984.9월 한국 특집으로 방영함.

해외공보관(연합통신 명의) 초청으로 1986.4.20.~24. 방한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총회 유고 대표단 주최 리셉션 및 각국 전시관, 동대문 시장,
명동, 롯데호텔 주변 등 시내 일원, 포니 등 국산 차량 행렬 등을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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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njug 통신의 Miodrag 동경 특파원 등 2명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6.
전4권, V.4 신문기사

| 86-088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66 / 13 / 1~169(169p)

본 문건에는 1986년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한 한국 신문기사 및 일본
신문기사가 수록됨.
1. 한국 신문기사
1986.5.29.~7.20. 보도 내용
960

2. 일본 신문기사
1986.1.21. 기사 1건 및 1986.5.28.~7.10. 보도 내용

한·캐나다 간 학자교환계획, 1986

| 86-08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6 / 14 / 1~53(53p)

1. 외교안보연구원 초청으로 1986.10.18.~25. 방한한 Bedesky 캐나다 오타와 소재 Carleton 대학 교수는
10.23.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한·캐나다 간 교수 교류 계획을 제안함.
매년 30man-weeks 규모로 여비는 파견국 부담, 체재비는 초청국 부담으로 추진을 제안함.

2. 이와 관련 외무부 미주국은 1986.11월 한·캐나다 간 학자 교류 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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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장학생 초청, 1984-85

| 86-088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6 / 15 / 1~162(162p)

1. 문교부는 1985.8월 주요르단대사관에서 추천한 Doraydi(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를 한국에 초청,
수학시키기로 결정함.
2. 동인의 수학 대학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음.
1985.9월~1986.8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과정 이수
1986.9월~1989.8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수학
962

학계 인사 소련 방문, 1986

| 86-088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66 / 16 / 1~43(43p)

1. 국내 학자 소련 학술 여행(대구대 김연수 교수)
2. 단국대 미·소 연구소장 김유남 교수는 1986.8.2~21. 제10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한국측
임원으로 소련을 방문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9.3.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시 발표내용)
3. 소련 방문 결과 보고(한양대 교수 신승권)
전환점의 시기이며,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등었다고 언급함.
소련내에서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절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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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Sergei 소련 체육회 북한담당관을 접촉한바, 동인은 한·소 관계에 있어 88년은 하나의

케냐 교육 및 인력개발 시찰단 방한, 1986.11.24-28

| 86-088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6 / 17 / 1~90(91p)

1. 케냐 교육 및 인력개발 시찰단 7명(단장: 축산개발장관)이 케냐 정부의 경비 부담으로 1986.11.24.~28.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문교부장관, 외무부차관 면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방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국립공원시험원,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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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시찰단은 케냐 대통령실에서 실무반을 구성·파견한 것으로 방한 전후에 인도와 일본을 각각
방문함.

Van Kemenade, J. A. 네덜란드 Amsterdam대학
이사장 방한, 1985.6.14-18

| 86-089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67 / 1 / 1~55(56p)

1. 네덜란드 van Kemenade 암스테르담 대학 이사장이 1985.6.14.~17.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문교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국제문화협회 방문

2. 동 이사장은 방한 직전 북한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취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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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med Bin Hamad AL-THANI 카타르
문교장관 방한, 1979-86

| 86-0891 |

생산연도

1979~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67 / 2 / 1~183(188p)

1. Sheikh Mohammed 카타르 문교장관이 1982.11.30.~12.3. 문교부 초청으로 방한함.
동 문교장관이 국왕의 친형임을 감안,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예방 및 서훈(광화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한국외국어대) 및 주요 각료 예방(외무, 문교, 건설, 상공부장관) 일정을 주선하는 등 예우를
제공함.
동 장관은 12.2. 외무부장관 면담시 한국 외교관의 아랍어 능력향상을 위해 카타르 대학에 연수생을
파견한다면 수용 용의가 있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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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장관은 공식 방문 이외에 수차례 비공식 방한하였으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함.
1979.7.7.~12.: 출입국 시 공항 귀빈실 사용 및 대리수속 협조
1981.3.22.~29.: 출입국 시 공항 귀빈실 사용 및 대리수속 협조
1984.1.20.부터 1주일: 출입국 시 VIP 예우
1986.2.2.~8.: 출입국 시 VIP 예우 및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미국 학계인사 방한, 1986

| 86-089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7 / 3 / 1~164(164p)

1986년 중 미국 학계 인사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MacDonald 미 Georgetown 대학 교수
1986.3.28.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함. (1986.4.3. 외무부차관 오찬)

2. Clough 미 Johns Hopkins 대학 교수
1986.6.19. 미국문화원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미국 정책을 주제로 강연함.

1986.7.21.~27. 방한, 7.23.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강연함.

4. Harrison 미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수석 연구원
1986.9.10.~20. 방한, 외무부차관 및 제1차관보를 면담함.

5. Ledyard 미 Columbia 대학 교수
1986.10월 방한 (1986.10.22. 외무부 제1차관보 오찬)

6. MacLaury 미 Brookings 연구소장
일해재단 초청으로 1986.10.26.~31. 방한함.
주요 방한 일정은 청와대 오찬, 일해연구소 세미나, 외무부장관, 부총리 예방, 산업 시찰, 경주
관광 등임.

7. Gardner 미 Georgetown 대학 교수
1986.11.6. 외무부차관을 면담, 동 대학의 한국학 Permanent Chair 설립 문제를 협의함.

8. Brzezinski 박사(Carter 전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일해재단 초청으로 1986.12.17.~20. 방한함.
주요 방한 일정은 일해연구소 강연, 외무부장관 오찬, 국방부장관 예방, KBS 대담, 땅굴 시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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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gley 미 South Carolina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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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 Jesse 미국 목사 방한, 1986.12.12-14

| 86-089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7 / 6 / 1~204(204p)

미국 인권 운동가인 Jesse Jackson 목사가 1986.12.12.~14. 방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한 일정
외무부장관 예방, KNCC(한국기독교협의회) 주최 환영 리셉션, KNCC 주최 만찬, 김대중 자택
방문, 순복음교회 방문 및 설교(12.12.)
국무총리 예방, 판문점 및 미군기지 방문, KNCC 본부 방문(구속자 가족, 학생 등 면담), 현대그룹
968

회장 주최 만찬(12.13.)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조찬, 한양대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12.14.)

2. 방한 후 기자회견 시(뉴욕, 12.18.) 언급 요지
방한 중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종교계 지도자, 학생, 과거 정치범, 경제계 지도자 등 면담함.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인권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88 올림픽의 성공 여부에도 인권
문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미국과 아시아 공업국 간의 자유, 호혜적 무역 관계가 중요함.
미국과 아시아국(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상 공동이해의 존속이 중요함.

한·중공 체육 교류, 1985-86

| 86-089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7 / 7 / 1~192(192p)

1. 1985년 중국(구 중공) 체육계 인사 방한
중국 사이클 선수단

- 4.17.~5.2. 4·19기념 동아 사이클 대회 참가
중국 체조 선수단 27명

- 5.17.~19. 서울 개최 아시아 체조 선수권 대회 참가
중국 탁구 선수단 8명

- 5.28.~6.2. 서울 개최 국제 탁구 경기 대회 참가
- 6.1.~5. 대통령배 축구대회 국제심판으로 초청
중국 마사회 부회장 일행 2명

- 10.9. 서울 개최 국제승마연맹 집행위원회의 아시아 제8그룹 청문회 참석

2. 1986년 중국 체육계 인사 방한
중국 축구협회 사무총장 등 2명

- 5.1.~7. 서울 개최 아시아 축구연맹(AFC) 총회 참석
중국 육상연맹 부회장 등 2명

- 5.22. 서울 개최 아시아 육상연맹 집행위원회 참석
중국 체조협회 사무총장 등 2명

-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협의차 6.19.~24.방한
중국 Sichuan 스포츠 과학 연구소 연구원 등 11명

- 9.16.~18. 천안 개최 86 아시안게임 스포츠 과학 학술대회 참가
중국 근대5종 선수단 4명

- 10.12.~17. 서울 개최 제1회 아시아 근대5종 선수권 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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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구 국제심판 등 2명

1986년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 총회, 1983-84

| 86-089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7 / 8 / 1~199(199p)

1.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총회가 1983.11.6.~8. 30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쿠웨이트에서
개최된바, 한국에서는 정주영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11명이 참가함.
동 총회에서는 서울을 1984년 총회 개최지로 결정하고 쿠웨이트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함.

2. OCA 총회가 1984.9.28.~30. 27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됨.
동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함.
970

- 제11회(1990) 및 제12회(1994) 아시아 경기대회를 북경과 히로시마에서 각각 개최
- 서울 대회를 1986.9.20.~10.5. 개최
중국(구 중공)에서는 중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북경 부시장 등 12명이 참가함.

- 기타 미수교국인 시리아, 부탄 및 북예멘이 참가

1986 아시아경기 대회가 준비 및 작곡 공모,
1983-84

| 86-0896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7 / 9 / 1~26(26p)

1. 외무부는 1983.6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역대 아시안
게임에서 연주된 악보를 수집 전달함.
2. 수집된 악보는 다음과 같음.
태국

- 제8회 아시아 경기대회(1978)에서 연주된 팡파르 악보 1부
인도

3. 외무부는 1984.4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 교민이
86 아시아 경기대회가 및 팡파르 작곡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요강 등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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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d 82 악보 1부
- Victory March 악보 1부

1986년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의 불참
선언, 1986

| 86-08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6-67 / 10 / 1~31(31p)

1. 북한 중앙방송은 1986.9.1. 북한이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밝힌 노동신문 논평을
보도한바, 북한은 이 논평을 통해 아시아 경기대회 불참을 공식화함.
2. 상기 노동신문 논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10차 아시아 경기는 남북 대결과 분단 영구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올림픽
이념과 스포츠 정신에 위배됨.
972

북한의 아시아 경기대회 불참 입장은 세계 인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것으로 확신함.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외빈방한, 1986

| 86-08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2과

MF번호

2016-67 / 11 / 1~278(278p)

1986 아시안게임 외빈 참석 및 영접 계획 내용임.
1. 외빈 참석 현황 및 영접 계획
나카소네 일본 수상을 비롯한 우방국 각료급 이상 46명 참석 예상
외무부는 각 부처 초청 귀빈 현황, 방한 일정 등을 종합 파악하여 영접 기준 자문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함.

- 공항 영접 및 환송, 예방 주선, 대통령 또는 총리 주최 연회 개최, 산업 시찰 주선
접촉, 동 해당국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함.

- 대통령 또는 총리 예방 주선, 외무부 주관 연회 또는 면담, 산업시찰·관광 주선

2. 본 문건에는 아시안게임 외국 귀빈 참석 및 영접 계획, 86 대회 해외 VIP 의전 계획 등의 자료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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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미수교국 대표단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미수교국 대표 등과

1986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인도의 Tent-Pegging
종목 전시경기 포함 제의, 1986

| 86-089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67 / 12 / 1~31(31p)

1. 인도 정부는 1986.1월 Tent Pegging을 제10회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포함시켜주기를 한국 측에 요청함.
2. 이에 대해 서울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1986.8월 Tent Pegging을 정규 종목으로 채택할 수 없으나,
인도 측이 동 종목을 전시 행사로 추진을 희망할 경우, 말 5필을 5일간 무상 대여하고 행사 요원 5명의
5일간 체재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한바, 동 제의를 인도 측은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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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중공의 문화전시
참가 추진, 1985-86

| 86-090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7 / 15 / 1~96(96p)

1. 홍콩의 출판사 경영자 Ho Chang Ping은 1986.2.4.~7. 아시안게임 기간 중 중국(구 중공)의 문화전시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함(동인은 상기 건에 관해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촉받았다고 함).
SLOOC(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국제협력국장 면담, 올림픽 경기장 시찰, 86 대회 한국문화 전시시설
시찰, KOTRA 방문

2. 상기 관련 Ho는 1986.8월 한국 측에 경기장 주변의 중국 기념품 전시장 설치 및 경기장 내 중국
상품 광고판 설치 문제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함.
중국 상품 광고판 설치는 1986.9.10.까지 SAGOC(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측과 계약 완료하고
광고 도안을 제출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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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념품 전시장 개설은 경기장 주변의 공간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1986년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팔레스타인
(PLO) 옵서버 초청 문제, 1985-86

| 86-090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7 / 16 / 1~35(35p)

1. 팔레스타인 NOC(국가올림픽위원회)는 1986.4월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 팔레스타인을 옵서버로 초청
하고 이들의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SAGOC)에 요청함.
외무부는 6월 SAGOC에 팔레스타인 측의 옵서버 파견을 위한 경비 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회보함.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1986.8월 SAGOC에 팔레스타인 옵서버의 참관 비용은 쿠웨이트가
976

부담할 예정이며 OCA로서는 팔레스타인의 참관에 이의가 없음을 밝힘.
SAGOC는 9월 팔레스타인 대표단에 등록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팔레스타인 NOC에 통보함.

태권도 사범 부탄 파견, 1985-86

| 86-090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67 / 17 / 1~41(41p)

1. 부탄 올림픽위원회는 1985.6월 한국 태권도 사범 파견(상주)을 희망한바, 체육부는 1986.1월 네팔에
파견된 한국 태권도 사범이 수시로 부탄을 방문하여 태권도 교습하도록 조치함.
2. 체육부는 1986.6월 부탄에 태권도 도복 및 훈련 장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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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 이집트 파견, 1984-86

| 86-0903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7 / 18 / 1~78(78p)

1. 1984.2월 이집트 태권도 협회는 일신상의 사유로 1월 중도 귀국한 한국 정부 지원 태권도 사범의
후임 사범을 조속히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79.3월 이래 태권도 사범 1명을 이집트에 파견함.

2. 외무부는 상기 요청에 따라 1984.5월 후임 사범을 이집트에 파견함.
동인의 파견 기간이 1987.5월까지 연장됨.
978

태권도 사범 인도네시아 파견, 1981-85

| 86-0904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7 / 19 / 1~77(77p)

1. 외무부는 1982.8월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가 동국 시경 특수작전부대 및 일반 수련자 훈련지도를
위하여 한국 태권도 교관 파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다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관 1명(박부철 7단)을
1983.1월~1985.1월 인도네시아에 파견함.
태권도(친북 성향의 ITF계)를 통한 북한의 대인도네시아 침투 저지
인도네시아 군·경찰에 대한 태권도 보급으로 인도네시아와의 유대 강화

2. 박부철 사범은 한국정부지원(월급여 1,000불 및 상여금 연 200%)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월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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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지원 조건으로 파견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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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만으로 생활함.
3. 1985.2월 외무부는 상기 박부철 사범 후임으로 파견될 태권도 사범에 대하여 월급여 1,200달러 내외,
상여금 연 200%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상하기로 함.

태권도 사범 부르키나파소 파견, 1984-85

| 86-090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7 / 20 / 1~54(54p)

1.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85.6월 주재국에 근무 중인 이웅희 태권도 사범의 근무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함.
동 태권도 사범은 1981.11.14.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 근무함.

2. 상기 태권도 사범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태권도 교육
980

- 군 스포츠 클럽 50명, 공병대 50명, 대학생 200명, 경찰학교 학생 300명
태권도 시범대회 개최

- 코우도우고우 지역(1985.3월), 콤비시리 지역(1985.5월), 소방관서 행사(1985.6월)
- 경찰학교 졸업식 행사(1985.8월)

이디오피아 체육청장 방한 계획, 1985-86

| 86-090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8 / 1 / 1~31(31p)

1. Tsegaw Ayele 에티오피아 체육청장은 1986.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회의
참석차 체육부장관 명의 초청으로 방한이 예정됨.
2. Ayele 청장은 1986.4.11.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4.21.~25.로 예정된 자신의 방한이 다음 이유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멩기스투 군사위 의장(국가원수)이 1986.4.10. 에티오피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88 서울올림픽의
이는 북한의 대규모 경제원조에 대한 보답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방한도
불가능해짐.

9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남·북한 공동 주최를 주장하고 올림픽 서울 단독 개최 시 불참하겠다고 언명함.

가이아나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90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68 / 2 / 1~95(95p)

1. Harper 가이아나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이 1985.8.5.~8.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바, 동 위원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KOC 위원장 예방 및 동 위원장 주최 만찬, 체육부 장관 예방 및 동 장관 주최 만찬
외무부 차관 주최 오찬 및 미주국장 면담, 대법원 판사 예방
올림픽 시설, 판문점 시찰, 산업 시찰

982

2. O’
Brien 가이아나 NOC 사무총장이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서울 총회 참석차 1986.4.21.~26. 방한함.
동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및 동 국장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짐.

- 한국 측은 O’
Brien 사무총장에게 한·가이아나 관계 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

Alva, Margaret 인도 청년·체육·여성복지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6.9.19-10.3

| 86-090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68 / 3 / 1~33(33p)

1. 방한 경위
Margaret Alva 인도 청년·체육·여성복지담당 국무장관은 서울 아시안게임 참관차 인도 정부 대표단을
인솔하고 1986.9.19.~10.3. 방한

2. 방한 일정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국무총리 주최 리셉션 참석
체육부장관 예방, 여성개발원장 면담,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연설 및 오찬, 국회사무총장 면담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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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김영정 의원 주최 오찬, 한·인도 친선협회장 주최 오찬

인도네시아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3-86

| 86-0909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8 / 4 / 1~125(125p)

1. Soedjarwo 인도네시아 경찰총장(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장)이 1983.6.20.~24.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초청으로 방한한바, 동 경찰총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치안본부장 예방 및 동 본부장 주최 오찬, 국방장관 및 합참정보본부장 예방
국기원 방문 및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주최 만찬, 대한체육회장 예방 및 동 회장 주최 오찬,
체육부장관 예방 및 동 장관 주최 만찬,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예방 및 동 위원장 주최 만찬
새마을운동 본부 방문, 판문점 시찰, 고궁 방문
984

2. Sarwo Edhie Wibowo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장이 1985.8.9.~14.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초청으로
방한한바, 동 협회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기원 방문 및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주최 만찬, 체육부장관 예방,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예방 및 동 위원장 주최 오찬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

3. Surono 인도네시아 외교안보조정장관 겸 체육회 회장이 1986.4.21.~26.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서울 총회 참석차 방한함.
동 장관은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예방함.

4. Gafur 인도네시아 체육장관은 1986.8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아시안게임 기간 중 방한을
희망하면서 방한을 위해서는 자국 국내 절차상 한국 체육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6.9.4.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체육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전문으로 송부하고
이를 Gafur 체육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

Namogo, A. S. 코트디브아르 청년체육성
체육국장 방한, 1986.5.19-27

| 86-09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8 / 5 / 1~99(100p)

1. 방한 경위
A. S. Namogo 코트디브아르 청년체육성 체육국장은 매스게임 관계 체육 교사의 한국 파견 연수
계획에 관한 현지 조사차 1986.5.19.~27. 방한함.

2. 방한 일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및 정보문화국장, 체육부 국제체육국장 면담
매스게임 연습현장 견학,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문교부 방문
한국체육대학, 세계태권도연맹 방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시찰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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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조직위 방문,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Boubacar Toumba 니제르 체육장관 방한,
1986.8.27-9.1

| 86-09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8 / 6 / 1~64(64p)

1. 방한 경위
Boubacar Toumba 니제르 체육장관은 체육부장관 초청으로 1986.8.27.~9.1. 방한함.
정부는 제8차 비동맹회의 및 88 올림픽 관련 북한의 반한 책동 저지의 일환으로 동 장관을
방한 초청함.

2. 방한 일정
986

체육부장관, 외무부장관대리,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면담
서울 종합운동장, 태릉 훈련원 및 사격장 시찰, 새마을 운동 본부 방문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산업 시찰, 국립박물관 및 비원 관광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주최 만찬, 현대중공업 사장 주최 오찬

우루과이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계획, 1986

| 86-091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68 / 7 / 1~17(17p)

1. 주우루과이대사는 1986.3월 주재국 태권도연맹 회장인 Flores 대령이 우루과이 내 태권도 보급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우루과이 침투 저지를 위한 군부의 협조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인사임을 감안,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6.6월 주우루과이대사에게 Flores 대령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명의로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이 가능하나, 예산 사정상 항공료 부담은 어려운 사정이라고 통보하고 방한 초청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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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방안을 검토하여 건의할 것을 지시함.

중동지역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6

| 86-091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8 / 8 / 1~61(61p)

1. Ghaffuri-Fard 이란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986.3.24.~2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방한한바, 동 위원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예방 및 동 위원장 주최 만찬, 체육부장관 예방 및 동 장관 주최
만찬
올림픽 조직위 브리핑, 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 시찰
태릉 선수촌 및 체육대학 시찰, 부천 Nassau사 시찰, 한남동 회교사원 방문
988

외무부 중동국장 주최 오찬

2. 외무부는 1986.8. Dahiyat 요르단 청년·체육장관을 86 아시안게임 기간 중 체육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였으나, Dahiyat 장관의 사정으로 동 방한이 성사되지 않음.

아르헨티나·한 친선협회, 1985-86

| 86-091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68 / 9 / 1~20(20p)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12.20. 한·아르헨티나 친선협회 발기 회의를 주재한바, 동 발기 회의는
협회 임원을 선정하고 협회 정관을 채택함.
2. Papo 한·아르헨티나 친선협회 회장은 1986.1월 주아르헨티나대사를 방문, 동 협회의 활동 목표와
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협회 창립총회를 1986.3.6.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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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 친선협회, 1983-85

| 86-0915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8 / 10 / 1~132(133p)

1. 한·캐나다 친선협회가 캐나다 내 3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결성됨.
오타와 지역 친선협회 결성: 1983.11.24.
토론토 지역 친선협회 결성: 1983.5.30.
몬트리올 지역 친선협회 결성: 1983.11.17.

2. 주캐나다대사는 한·캐나다 친선협회 발족에 즈음하여 1984.2.27. 축하 리셉션과 한국 국악 연주회를
990

개최함.
밴쿠버에서는 2.23., 토론토에서는 2.28. 각각 별도로 행사가 개최됨.

한·캐나다 협회, 1986

| 86-091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8 / 11 / 1~23(23p)

1. 백선엽 한국종합화학 사장 등 74명은 1986.7.10. 한·캐나다 간 친선 도모와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캐나다 협회를 설립함.
캐나다 측 캐나다·한국 협회는 1983년 설립됨.

2. 동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6.7.17. 외무부에 등록을 신청함.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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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란드·한 협회, 1986

| 86-091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68 / 12 / 1~18(18p)

한·아일랜드 협회는 1986.5월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함.
회장에는 공인회계사 회사인 Coopers & Lybrand의 P. F. Shortall 사장이 선출됨.
동 협회는 한·아일랜드 양국 간 경제협력 활동에 주력하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동 협회 정관은 주아일랜드대사(주영국대사가 겸임)가 동 협회의 Honorary President가 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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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친선협회, 1983-85

| 86-0918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68 / 13 / 1~205(205p)

1. 외무부 등록 사회단체인‘국제친선회’가 1983.10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함.
동 단체의 주된 교류 대상은 일본이며, 동 단체는 주한 일본대사관과도 접촉하고 있음.

2. 일본 구마모토시에서는 1984.2.8. 구마모토현 일·한 친선협회와 충청남도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
결연식이 거행됨.
3. 일본 아이치 현에서는 1984.4.6. 세도 오와리 아사히 일·한 친선협회와 서울 용산구 한·일 친선협회의

4. 일본 도요하시 시에서는 1984.4.17. 도요하시 일·한 친선협회와 서울 강남구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결연식이 거행됨.
5. 일본 욧카이치 시에서는 1984.6.16. 미에 현 일·한 친선협회와 경상남도 마산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결연식이 거행됨.
6. 일본 도쿄에서는 1984.10.30. 도쿄 신주쿠 일·한 친선협회와 서울 중구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
결연식이 거행됨.
7. 이재형 한·일 친선협회 회장 등 회장단 11명이‘일·한 친선의 밤’행사 참석과 제5차 양국 회장단
간담회 참석을 위해 1984.12.6.~9. 일본을 방문함.
8.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는 1985.3.24. 가나가와 현 일·한 친선협회와 제주도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
결연식이 거행됨.
9. 일본 아이치 현에서는 1985.4.13. 다하라 일·한 친선협회와 서울 동작구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
결연식이 거행됨.
10. 일본

나라 현에서는 1985.5.28. 나라 현 일·한 친선협회와 경상북도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결연식이
거행됨.
11. 일본

기후 현에서는 1985.6.3. 도키-미스나미 일·한 친선협회와 진주시 한·일 친선협회의 자매
결연식이 거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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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식이 거행됨.

한·스위스 친선협회, 1986

| 86-09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68 / 14 / 1~13(13p)

1. 한·스위스 친선협회가 1985.12월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발족됨.
1986.6.15. 제1회 정기총회는 협회 정관을 심의·통과시키고 임원진(회장 천병규)을 구성함.

2. 동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6.9.1. 외무부에 등록을 신청함.

994

구주지역 친한단체 활동, 1985-86

| 86-092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6-68 / 15 / 1~139(139p)

1. 독·한 협회
Perschau 독·한 협회 회장 부부는 1985.8.11.~17. 동국대학 초청으로 방한함.
동 회장은 1986.10월 주함부루크총영사 면담 시 다음과 같이 방한 소감을 피력함.

- 부부 동반 한국 방문은 인상적이었으며 체한 중 각계 인사 접촉으로 한국을 잘 이해하게 됨.
- 동국대학과 Hamburg Fachhochschule 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연방정부 문교장관 명의로
동국대학 총장을 초청하겠음.

Ek 스웨덴·한국 협회 명예회장은 1986.3월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스웨덴·한국 협회의 태도에
관해 북한에 대해 더 우호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으로 바꾸려 하는 움직임이 상당하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 주스웨덴대사는 2개의 친한 단체(스웨덴·한국 협회와 재스웨덴 한국협회) 간의 불화
배경을 설명하고 주스웨덴대사관이 양 협회가 점차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친한 내지 지한
세력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1986.4월 외무부에 보고함.

3. 스페인·한국 친선협회
주스페인대사는 1985.5월 외무부에 주재국 마요르까 친선협회가 고 안익태 선생 서거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을 건의함.

4. 포르투갈·한국 친선협회
주포르투갈대사는 1986.5.27. 포·한 친선협회 모임(만찬)을 주최함.
동 만찬에서 한국 경제 브리핑 및 올림픽 영화 상영이 열림.

5. 핀란드·한국 협회
핀·한 협회는 1985.4월 이사회에서 동 협회의 조직 및 활동 강화 방안을 협의함.

- 동 협회 하미나 지부 결성식이 1986.12.16. 개최됨.
핀·한 무역협회가 1986.4.15. 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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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한국 협회

한·멕시코 문화협회 창립, 1985.2.11

| 86-092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68 / 16 / 1~18(18p)

주멕시코대사는 1985.2.10.~16. 멕시코 유카탄 주 메리다 시 방문 기회에 한·멕 문화협회를
창립함.
1. 한·멕 문화협회 창립 목적
협회 회원들을 친한 인사로 흡수하여 친한 단체로 활용
1905년 멕시코에 이민하여 유카탄 주에 산재해 있는 한국인 2~3세 4,00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여
996

동 단체에 가입시킴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침투 활동을 사전에 방지

2. 메리다 시 방문 시 주요 일정
한·멕 문화협회 창립식, 리셉션, 사진전, 한국주간행사 개회식 등 개최
유카탄 주지사, 메리다 시장, 메리다 대학 총장 등 주요 인사 예방
주정부 상공상 및 유력 기업인 초청 만찬
교민 대표 초청 조찬 및 문화협회 간부 초청 오찬

대EC(구주공동체) 경제관계 확대방안, 1986.
전2권, V.1 기본문서

| 86-092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68 / 17 / 1~313(313p)

1. 외무부는 1986.3.4.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 월례회의에서 대EC(구주공동체) 경제관계 확대 방안을
보고함.
2. 동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세계 경제에서의 EC의 비중

- 세계 최대 시장, 세계 금융의 중심지, 세계 주요 기술 수출국, 인근 북구·동구권 및 지중해 제국과
특수한 경제관계 유지, 미국·일본과 함께 자유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위치
- EC 수출시장 위축, 시장 점유율 면에서 서로 미흡, 기술 분야에서 협력은 비교적 활발, 자본 분야에서
협력 지속
EC와의 통상관계 부진 요인과 전망

- 부진 요인: EC 경제성장의 둔화, 구주 통화의 약세 지속, EC는 까다로운 보수적 시장, 한국의 시장 개척
노력도 부족
- 전망: EC 경제 활성화 전망, EC 경제 활성화로 보수적 시장 진출 용이, 동구권 등 제3세계 진출 교두보 활용
기대
한·EC 경제관계 확대 방안

- 대통령 구주 순방 계기로 한·EC 유대관계에 새로운 전기 마련
- 한·EC 경제관계 확대의 목표를 통상확대에 둠.
- EC 시장 경제 정보의 관리 체계 개선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충
- 현지 투자도 점진적으로 검토
- 제3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구
- 대구주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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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 경제 관계 현황

대EC(구주공동체) 경제관계 확대방안, 1986.
전2권, V.2 부외자료

| 86-09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68 / 18 / 1~139(139p)

1986.3.4.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 월례회의 보고 준비 관련한 외부 기관 작성 자료임.
관계 부처
한국은행 및 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경제 4단체
998

국책 연구소
각종 협회
민간 회사 등

필리핀 경제동향, 1986

| 86-092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68 / 19 / 1~140(140p)

1. 주필리핀대사관이 1986.3월 작성한 주재국 경제 전망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필리핀 경제 회복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함.

- 단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재편 문제를 여하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
- 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 토지 개혁, 금융시장 질서 회복 및 산업 생산성 확대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이
필요
마르코스 정권 붕괴가 일단 심리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경우 필리핀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임.
최소한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 미 의회연구소가 1986.8월 작성한 필리핀 경제 조사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필리핀 경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획기적인 수출 증대가 경제 회복의 관건
필리핀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난국에 직면함.

- 대내 경제 부문: 1985년도 GNP 3% 감소(1986년도 GNP 감소 폭 증가 예상), 실업률이 20%로 증가
(취업자의 50%가 불완전 고용 상태), 민간 업체 가동률 50% 미만, 이자율 20%
- 대외 경제 부문: 원유의 수입 의존도 심화, 주요 1차산품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 코코넛·설탕 부문의
독점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상실, 외채 증가로 인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 가중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수출 증대, 해외 자본 유치, 정국 안정, 국내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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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의 경제 성장은 0~1%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가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 정책, 1986

| 86-092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8 / 20 / 1~191(191p)

중국(구 중공)의 경제 개혁 및 대외 경제 정책에 관한 외무부 아주국 및 주홍콩총영사관의 보고
내용임.
1. 외무부 아주국 보고 사항
중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1986.4.10.)
중국의 전 국토 3개 경제군(동부-중부-서부) 개발 정책(1986.4.11.)
1000

중국의 외국 상업용 인공위성 대리 발사 추진(1986.6.23.)
중국의 Yuan화 평가절하 조치 분석(1986.7.9., 경제국)
중국 상반기 경제성장 저조(1986.7.11.)
중국 대외 무역의 현황 및 주요 전략(1986.7.15.)

- 일본 노무라연구소 홍콩지소 연구 발표
85/86 중국 경제 정세 및 미·중국 교역(1986.7.23.)

- 주중국 미국대사관의 국무부 보고 자료
제2차 일·중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결과(1987.1.9.)

2. 주홍콩총영사관 보고 자료
중국의 경제 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1986.2월)
China’
s Foreign Trade - A Review and Analysis of Its Key Factors(1986.5월)

- 노무라연구소 홍콩지소
중국의 수출입 및 외자 도입 현황(1986.10.9.)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1985-86

| 86-092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동남아과

MF번호

2016-68 / 21 / 1~136(138p)

1. 1985년도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1982년 이래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침체 현상 지속

- 상반기 수출은 비석유 부문은 2.2% 증가하였으나 석유 부문은 24.7% 감소
3/4분기 대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는 81.4% 감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공산권 교역 증진을 도모

1985년도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수준(4.8%)에 못 미치는 3%로 전망됨.

2. 1986년도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1986.9.12. 루피아화의 45%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함.

- 배럴당 국제 유가를 25달러로 예상하고 198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국제 유가가 10달러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부족한 세입 보전 및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조치
- 1983년 이래 루피아화를 점진적으로 절하하여 왔으나, 경기 침체가 심각한 국면에 도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업계와 전문가들은 루피아화 평가절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수출품의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평가절하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상기 평가절하가 불황 속의 인플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 불안 고조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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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7월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구권 방문
- 9월 중국과 직거래 재개 합의
- 10월 소련과 경제통상 협력의정서 체결

일본 경제동향, 1986

| 86-09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68 / 22 / 1~133(133p)

1. 일본 정부는 1985.12.28.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1986년도 경제 대책 및 방향을 결정함.
1986년도 주요 대책

- 대외경제 대책
- 행동계획 수립
- 정부개발원조(ODA)의 제3차 중기목표 설정
- 국제적 협조에 의한 엔화 강세 기조의 정착화 노력
1002

1986년도 기본 대책 방향

-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추진
- 자유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
- 조화 있는 대외 경제관계 형성과 세계경제 활성화에 적극 공헌

2. 주일대사관은 1986.2월 일본 경제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985년도 경제 정세

- 1985년도(FY) 일본 경제 성장률은 실질 4% 수준으로서 1984년도보다 약 1%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측면에서 1983년 봄 이후 계속된 상승세가 1985년 중반 이후 멈추게 됨.
- 그동안 경기 확대의 주역이었던 수출이 미국 경기의 부진 및 대중국(구 중공) 수출 감소 등으로 한계에
부딪힘.
1986년도 경제 전망

- 미국 경기의 저조와 엔화 강세 추세로 인해 수출의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는 견조세를 보일 것이나 경기 전체를 주도할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 개인소비, 주택투자 등 민간수요 부문도 전년과 같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1986년도는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한·호주 경제협력, 1986

| 86-092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68 / 23 / 1~67(67p)

1. Joseph 주한 호주대사는 1986.7.23.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 한국이 추진 중인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전달함.
2. Barret 호주 특별 통상대표는 1986.8.4.~7. 방한하여 상공부장관, 동자부차관, 농수산부차관, 일해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하고 외무부 제2차관보와 오찬을 가짐.
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오찬 시 아태지역 고위무역실무자회의, 항공, 농산물 수입 과징금 등 양국 간

3. 제7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가 1986.12.2.~5.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이봉서 동자부차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함.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합작 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교역, 기술협력, 기타 공동 관심사항

4. 과학기술실무협의단(단장: 과학기술부 연구협력과장)이 1986.11.18.~27. 호주를 방문한바, 주요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멜버른, 시드니, 캔버라 소재 주요 과학기관 방문
호주 과학부 담당 과장 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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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문제에 대해 논의함.

한·브라질 경제협력, 1984-85

| 86-092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6-68 / 24 / 1~111(111p)

1. 주브라질대사는 1984.9. 한국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 증대 방안을 건의한바, 동 건의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수출대금 지불 방식 개선

-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 수입업자에 대해 Confirmed L/C 요구를 지양할 것을 건의
- 국내 수출업자 및 일반 은행에서 대금 지불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조건의 변경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움.
1004

연불수출 또는 전대차관 제공

-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의 외환 사정을 감안, 수출 촉진을 위한 연불수출 또는 전대차관 제공을 건의
- 재무부는 브라질의 대외 채무상환에 대한 신용 상태 감안 시 브라질에 대한 신용공여는 곤란하다는 입장
구상무역 추진

-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 측이 대두 수입에 대해 한국산 비료 및 농약과의 연계무역을 제의하였음을 보고
- 농수산부는 기본적으로 연계무역에 의한 농수산물 수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2. 본 문건에는 1984~85년 공관 수출진흥회의 준비 자료 및 결과 보고 등이 수록된바,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브라질과 같이 무역 역조가 심한 국가에 대하여 구상무역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건의(1985.6월,
수출진흥회의)
국제기구 자금에 의해 시행되는 국제 입찰 참여 권장, 전력 분야 국제 입찰에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 건의(1985.10월 및 11월, 수출진흥회의)

한·브라질 경제협력, 1986

| 86-093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6-68 / 25 / 1~261(263p)

1.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86.1.24. 현지 파라나 주 전력공사의 변압기 입찰에 효성중공업, 철도청 철도
레일 입찰에 대우중공업이 각각 참여 예정임을 보고하고 낙찰을 위한 지원을 외무부에 건의함.
2. Wainer 브라질 철강협회 회장이 1986.2.9.~12. 방한함.
동 회장은 1986.11월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국제철강회의에 다수의 한국 업체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방한함.
주요 방한 일정

3.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86.2월 주재 기관과의 월례 경제협의회에서 검토된 대브라질 구상무역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상사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입 직거래 추진
제3국으로의 중계무역 방안 강구
광산 개발, 석유 시추,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가
대응수출을 전제로 한 단기 수입계약 체결

4. 본 문건에는 1986년 공관 수출진흥회의 준비자료 및 결과보고 등이 수록된바,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대응무역 시행은 현지 지사에서 추진할 수 없으므로 본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건의(1986.3월,
수출진흥회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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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철강협회 부회장, 포항제철 부사장 면담, 포항제철 시찰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9 / 1 / 1~42(42p)

1. 1986.2월 대만(구 자유중국) 내 한·대만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는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제18차
합동회의(1985.11월)에서 채택한 바 있는‘1년 내 왕복 무역액 2배 달성 결의안’
의 실천계획을
주대만대사관에 알리고 이에 필요한 협조 제공을 요청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6.3월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주대만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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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대만 세관협력회의가 1986.11.17.~22. 서울에서 개최됨.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장영철 관세청장 등 10명
- 대만 측 정흠명 관세청장 등 9명
동 회의는 양국 관세 행정의 최근 동향 소개에 이어 다음 사항을 협의함.

- ATA 카르네 제도, 보세 제도, 신평가 제도, 수입 물품 검사제도, 관세사 제도, 보세공장 제도, 밀수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 강화, 이사물품 통관제도, 관세행정 전산화

한·중공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3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9 / 2 / 1~206(206p)

1. 대우의 대중국(구 중공) 교역 및 Project 추진 현황(1986.4월 외무부 아주국 보고 사항)
1985년도 대우의 대중국 수출입

- 총 82백만 달러(수출 71백만 달러, 수입 11백만 달러)
중국에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복건성 냉장고 조립 합작 공장, 서안시 호텔 건설, 서안시 컬러 TV 조립 공장, 중경시 자동차 엔진
공장, 중경시 Coal Tar Project, 중경시 유리 플랜트 프로젝트
1985년도 대우 임직원의 중국 방문 현황

2.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감소 추세(1986.7월 외무부 아주국 보고 사항)
1986년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추세

- 1979년 이래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계약 총액(160억 달러) 중 실제 도착된 금액(48억 달러)은
아주 저조
투자 감소 원인

- 중국의 외자 선별 도입 정책 및 외자 기업 제품의 중국 내 판매 제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 부족,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3. 1986.1~9월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 및 월별 수출입액 추이(1986.12월 외무부 아주국 보고 사항)
1986.1~9월 총 교역액은 980백만 달러(수출 250백만 달러, 수입 73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한국의 수출은 1986.6월 이래 꾸준히 증가, 수입은 1986.5월 고비로 차차 감소 추세

4. 본 문건에는 홍콩상하이뱅크 중국 비즈니스 관계 세미나(1986.4월), 중국 교역 전문 업체 초청
KOTRA 세미나(1986.6월), 한국 한두수산의 중국에 대한 어업 합작투자 추진(1986.7월) 등의 자료가
수록됨.

10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김우중 회장 4회, 대우 임직원 12회에 걸쳐 30여 명 출장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3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69 / 3 / 1~20(20p)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6.1월 한국과 프랑스 양국 상공인 간 직접 대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협력기구로 주불 한불 상공회의소(가칭)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동 설립 구상안에 대한
외무부 본부의 의견을 문의함.
2. Bujon De Lestang 프랑스 수상실 외교국방담당 수석보좌관은 1986.9.30. 주프랑스대사 면담 시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1008

원전 11~12호기가 프랑스 회사에 낙찰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함.
프랑스와 한국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많은바, 다음 기회에 프랑스 회사가
한국의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가봉 Belinga 철광개발 및 Transgabonais
철도건설 참여, 1984-86

| 86-093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9 / 4 / 1~227(228p)

1. Ampamba Gouerangue 가봉 대통령 고문(Elf Gabon 석유회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가봉 철광개발
조사단이 1986.2.8.~13. 방한함.
동 조사단은 Bongo 가봉 대통령의 제2차 방한(1984.9월) 후속사업의 하나인 가봉 트란스 가보네
철도 건설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 가봉 광물회사 발주 화차 구매 협의 및 Belinga 철광
공동개발 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방한함.

2. 조사단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 철도차량 시찰, 대우 및 현대건설과 업무 협의
철도청장, 외무부 제2차관보, 포항제철, 현대정공, 쌍용 주최 오·만찬

3. 방문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현대와 대우는 가봉 측 제시 사업 참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봉 측이 수입할 철도화차
250량(1천만 달러 상당)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함.
철도 화차 수출과 트란스 가보네 철도 건설을 연계 협의하는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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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차관, 건설부차관, 동자부차관,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아프리카국장 면담

한·이란 경제협력, 1986

| 86-093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9 / 5 / 1~92(92p)

1. 주이란대사관은 1986.2월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주재국에 대한 한국의 인력 진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함.
이란 정부의 개발정책

- 유가 하락에 따라 86/87 회계연도의 원유 세입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외환지출 프로젝트 축소
- 외환 지출 억제를 위하여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거의 금지
한국의 건설인력 진출 전망
1010

- 이란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국 건설인력 진출 전망도 밝지 않음.
- 다만, 1985년 말 이전에 수주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약 600명의 인력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Khosrow-Taj 이란 상무차관을 단장으로 한 이란 경제사절단이 1986.6.23.~30. 방한함.
동 차관은 1986.8.26.~9.5. 개최되는 테헤란 박람회에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이란 방문을 초청하는
이란 상무장관 명의 초청장을 전달함.

- 상공부는 1986.7월 상공장관 명의 서한으로 일정상 이란 방문이 어려운 사정임을 통보

3. 주이란대사관이 1986.9월 보고한 주재국 아와즈 건설현장에 대한 출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와즈 지역은 이란 전체 유전의 80%가 집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및 주요 산업 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라크 공군기의 빈번한 폭격 목표가 되고 있음.
동 지역에 진출한 대림산업과 대우의 현장이 이라크 측의 공격 목표가 될 경우, 방공호 등 안전
대피시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림산업은 6개의 프로젝트, 대우는 3개의 프로젝트 시행
특히, 프로젝트의 준공 시기를 전후하여 이라크 공군기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므로 동 지역에서
준공을 앞둔 한국 업체 프로젝트의 경우 각별한 주의와 안전대책이 요망됨.

한·멕시코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3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69 / 6 / 1~136(136p)

1. Oscar de Leon 멕시코 외무부 경제조정자문관이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국제 정책 연찬회 참석차
1986.5.19.~30. 방한함(체재비 한국개발연구원 부담).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상기 연찬회(5.20.~27.)에 참석하고 외무부 경제국장 면담, 미주국 심의관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2. Gonzales 주한 멕시코대사(동경 상주)는 한·멕시코 양국 간 현안 문제 협의차 1986.5.26.~30. 방한,
외무부장관을 면담함.

청취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986.11.11.~16. 방한한바, 동 수석 고문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면담
대우 옥포조선소, 창원 공단 등 산업 시찰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Leopoldo Solis 멕시코 대통령 경제수석 고문이 한국의 수출입 정책 및 산업개발 정책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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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3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9 / 7 / 1~38(38p)

1. Sada 주한 나이지리아대사(동경 상주)는 1986.2.24.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및 경제국장을 면담하고
한·나이지리아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함.
2. 한국의 대우와 나이지리아 Ondo 주정부가 합작으로 추진한 철판가공 공장 준공식이 1986.4.26.
Ondo 시 소재 공장에서 거행됨.
나이지리아 측에서는 공업부 장관, Ondo 주지사 등 참석
1012

한국 측에서는 주나이지리아대사, 대우 지사장 등 참석

3.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1986.10월 주재국 외환관리 운영 실태를 조사 보고함.
건설부는 한국 업체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공사의 대금 지불 구조가 전액 현지화 지급 조건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사 수행상 애로가 있고 수익성의 확보가 의문시된다고 하고 자료 조사를
요청함.

한·니제르 경제협력, 1985-86

| 86-093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9 / 8 / 1~137(137p)

1. 제40회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방한한 Soumaila 니제르 기획성장관은
1985.10.8.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건설부차관을 예방하고 한·니제르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함.
부총리는 한국이 새마을 운동 등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음을 언급함.
건설부차관은 건설 연수생 2~3명의 교육 및 식수난 해결을 위한 우물 및 관개 공사 조사단 파견
가능성을 시사함.

2. 주니제르대사는 1986.1.14. Sani Bako 니제르 외상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니제르 수자원 개발 원조자금
동 원조자금으로 시행될 수자원 개발사업과 자금 집행에 관한 양국 간 합의서는 추후 교환각서로
규정하기로 양해

3. 주니제르대사는 1986.5.2. Soumaila 니제르 기획성장관을 방문하여 1986년도 한국의 대개도국 기술
협력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니제르에 대해 KDI 연찬회에 1명, 건설 연수생 2명, 농수산관리 연수생 1명,
새마을 연수생 3명을 방한 초청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5월 KDI 연찬회에 Gamatie 니제르 기획성 행정국장이 참석
5월 새마을 연수에 Adamou 국가개발평의회 의장 고문 등 3명 참석
7월 건설 연수에 Massama 공공사업주택성 니아메 지역 건설소장 등 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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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달러를 전달함.

파키스탄 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설, 1981-85

| 86-0939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69 / 9 / 1~74(74p)

1. 파키스탄 은행의 서울지점 개설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1.11월 주한 파키스탄총영사는 파키스탄 은행의 서울지점 개설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
1981.12월 재무부는 파키스탄 은행이 한국 내 지점 개설 승인 기준에 미달하나, 한·파키스탄
양국 수교를 위해 허가키로 원칙 결정(외무부의 의견 감안)
1983.4월 주한 파키스탄총영사는 National Bank 홍콩 지점장의 서울지점 개설 요청서 제출
1983.4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동 건에 대한 허가를 건의
1014

2. 주한 파키스탄대사는 1984.12.28. 외무부차관 면담 시 파키스탄 은행 서울 임시 사무소를 2주 내 개설
예정이라고 하고 동 임시사무소가 1985.4월로 예정된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시 정식 지점으로 승격되기를
희망함.
이에 대해 재무부는 파키스탄 은행 서울 임시 사무소의 지점 승격은 사무소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상호 진출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4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69 / 10 / 1~37(37p)

1. Abbassi 파키스탄 생산장관은 포항제철, 현대정공 등 한국 업체와의 협의를 위해 1986.3.23.~29. 방
한한바, 동 장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상공부장관 예방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 현대 방문
포철 회장 주최 만찬, 삼성 주최 만찬, 현대 주최 만찬

2. Gilani 파키스탄 철도장관이 1986.5.26.~6.1. 방한 예정이었으나 파키스탄 국내 사정으로 방한을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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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신정부에 대한 경제지원, 1986

| 86-094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9 / 11 / 1~241(241p)

1. 외무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필리핀 아키노 신정부에 대한 지원 지시에 따라 1986.3.6. 3월 중 대통령
특사 파견 및 경제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2.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거쳐 1986.3.17. 필리핀 신정부와의 관계 강화 방안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다음 요지로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실질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구 중공)을 통한 북한 접근 저지 및
양국 간 유대 강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고 지적함.
1016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함.

- 한국 상품 수출에 대한 연불수출 자금 및 전대차관 지원
- 필리핀 상품 수입 확대 및 구상무역 실시
- 필리핀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및 강화
- 무상원조 제공
1986.4월 말 이후 대통령 특사를 파견함.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강구
특사 파견에 앞서 경제 실무조사단 파견을 검토함.

- 필리핀 측 희망 사항의 구체적 조사
- 양국 간 경제협력 가능 분야 파악 및 적절한 방안 협의

3. 대필리핀 경제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가 1986.3.27.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주재로 개최
된바, 주요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 상품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 한국의 금융지원 조건이 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필리핀 측이 사용할 가능성 희박
필리핀에 대한 철강재 계속 공급

-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포항제철은 1986년에 11.5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나, 1987~88년에는 공급이
어려운 실정
- 상공부가 포항제철과 재협의,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필리핀 측이 요청한 200만 달러 상당의 바나나 구상무역 실시

- 1986년도 한국 바나나 수요를 고려하여 필리핀산 바나나를 1986년과 1987년에 분할하여 수입하는
방안 검토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4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69 / 12 / 1~55(55p)

1. 외무부는 1986.2월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Tantalean 페루 국가기획원 장관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2. 대한상공회의소와 페루 상공인 연합회는 1986.4월 한·페루 민간 경제협력 의정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함.

3백만 달러 상업차관의 사용 기간을 페루 측의 요청에 따라 1년간 연장하여 1986.10.18.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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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수출입은행은 1982.10월 페루 COFIDE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정에 의해 페루에서 사용하기로 한

한·사우디아라비아 특별기금 설치, 1986

| 86-094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69 / 13 / 1~10(10p)

1. 사우디아라비아의 Yamani 석유상은 1986.2월 방한 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를 증량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기금(Special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6.5.27. Yamani 석유상을 방문하여 동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문의
하였는바, 동 장관은 다음 요지로 기본 구상을 설명함.
한국이 앞으로 원유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은행에 ESCROW 계정을 설치
1018

토록 하여 재무경제성에서 관장토록 할 것임.
석유성은 원유 신규 수출 관계만 직접 관여하게 될 것임.
한국에 제의한 특별기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선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제3국에 제의한 일도 없음.
한국이 동 기본구상에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에서 심의 결정 후 별도
법률고문을 지정, 기금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초안을 작성하여 한국과 협의할 예정임.

한·수단 경제·통상협력, 1985-86

| 86-094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6-69 / 14 / 1~31(31p)

주수단대사관은 국내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한국 기업의 수단 내 국제입찰
참가를 지원함.
1. Alayam 신문사 신문용지 4,000 M/T
기업명

- 효성물산(주)
입찰 일자

2. Kenama 설탕공장 설탕 Bag 7,000,000 Pcs
기업명

- 대우(주)
입찰 일자

- 1986.4.15.

3. Alayam 신문사 신문용지 4,000 M/T
기업명

- 효성물산(주)
입찰 일자

- 198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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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5.25.

한·튀니지 경제·통상협력, 1986

| 86-09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69 / 15 / 1~11(12p)

1. 외무부는 1986.2.25. 주튀니지대사관에 대해 부산파이프 및 삼성물산이 주재국 SIAPE사와 추진 중인
강관 생산 합작법인 설립과 플랜트 수출 사업 관련, 해외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허가를 득하기 위해 동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사전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동 동의서를 외무부 경유
한국은행 앞으로 송부토록 지시함.
2. 주튀니지대사관은 1986.3.6. 상기 한국 업체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내용과 진전 사항을 대사관에
1020

통보해 왔으며 동 사업이 주재국 정부로부터 적극 권장 받는 사업으로 SIAPE사가 재력이나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감안,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국
업체의 참여에 대해 동의함을 한국은행에 통보함.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9차. 과천,
1986.6.10-14

| 86-094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69 / 16 / 1~276(276p)

1. 제19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 각료회담이 1986.6.10.~14. 서울에서 개최됨.
주요 일정

- 실무대표단 도착(6.9.), 분과위원회(경제협력, 통상진흥, 기술협력) 개최(6.10.), 분과위 회의, 대만 측
수석대표 도착(6.11.), 재무부장관 예방, 각료회담 개회식,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상공부
장관 주최 오찬(6.12.), 기아산업, 삼성전자 시찰, 대통령 예방 및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6.13.), 각료회담
폐회식, 이한(6.14.)
의제
대표단

- (한국 측) 정인용 재무부장관(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실무수석대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외무부, 농수산부, 과학기술처, 전매청 관계관 등 총 19명
- (대만 측) Lee Tai Hai 경제부장(수석대표), Wu Mei Tsun 경제부 차장(실무수석대표) 등 총 17명

2. 동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6.6.16. 외무부 동북아2과 작성 보고서 요지).
공동합의록 서명

- 3개 분과위별 합의의사록 서명 후 양측 수석대표가 이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서명
자동차 수출 쿼터에 관해서는 상공부 통상진흥관과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부국장 간 별도 메모
랜덤 서명
주요 합의 사항

- 한국 자동차 수출 쿼터 증량(1,500대), 타이베이 시 지하철 설계 입찰 관련 한국 측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양측 관계 회사들로 구성된 Study Group에서 가능성과 기술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타이베이 시 간에 Working Group 구성
-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대일 구매 대신 상호 간 구매가 가능한 품목 리스트
교환, 양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측에 의해 구성되는 구매 및 판매 촉진 사절단 교환 등 실시
- 양국 과학기술연구기관 간 각종 합동 심포지엄 개최
주요 미합의 사항

- 한국 측 관심사항인 레이디얼 타이어, 철강제품 등의 수입 개방, 홍삼, 버섯 등의 관세율 인하, 한국산
잎담배 수입량 증대 등
- 대만 측 관심사항인 테니스 라켓에 대한 수입 감시품목 해제, 열대과일 등에 대한 수입 개방, 마늘, 양파 등
농수산물 구매 증대 등

10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경제협력, 통상진흥 및 기술협력 분야

| 86-0947 |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V.1 사전교섭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69 / 17 / 1~193(194p)

1. 제1차 한·EC 연례 실무회의(Monitoring Meeting)가 1986.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동 개최
준비 및 회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개최 배경

- 1985.11.12.~13.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에서 양측은 동 협의회 토의사항 후속조치
점검 및 차기 협의회 준비를 위해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동 고위협의회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외무부장관 및 EC 대외담당 집행위원
1022

일정

- 집행위 Braun 산업총국장 예방(7.14.), 회의, EC 측 수석대표 주최 오찬, De Clercq 집행위원 예방
(7.15.), 실무회의, 주벨기에대사 주최 오찬(7.16.)
대표단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외무부, 주벨기에
대사관 관계관 등 총 12명
- (EC 측) Jos Loeff 대외총국 대외경제담당 부총국장(수석대표), 대외총국 극동담당국장 등 총 12명

2. 실무회의 결과(1986.7.29. 외무부 작성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
통상 관계

- 수입 자유화 관련, EC 측은 위스키 등 주류 수입자유화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국내 경제 사정상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수입 자유화가 불가능함을 설명
- EC 측은 의약품, 유리제품 등의 상품 위조 방지 및 서적, 음반, 컴퓨터 분야의 지적 소유권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국내 관계법 개정 등 지적소유권 보호조치 계획 설명
- 한국 측은 현 수준의 GSP 지속을 요청한 데 대해 EC 측은 GSP 수혜 축소 불가피성 설명
- EC 측은 한국 조선업의 시설 확장,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금융 특혜 등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한국 측은
OECD와 세계 조선업의 문제점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
과학기술 협력

- 한국 측의 한·EC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요청에 대해 EC 측은 양측 관심 분야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망
- EC 측은 한국 측의 EURO-ABSTRACT 및 DIANE DATA BANK 활용 희망 요청을 수락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키로 합의
경제 협력

- 한국 측은 투자 자유화 시책 등 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설명
EC 측은 1987년 중 한국을 포함 4개국에 대한 상주대표부 설치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설치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V.2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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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월 개최된 제1차 한·EC 연례 실무회의 관련 외무부, 상공부 및 경제기획원 등 관계 부처
작성 자료임.
1. 1986.6.19. 상공부 통상진흥국 작성 동 실무회의 자료 목록
서울통상장관회의(86.5.30.~6.1.) 결과
MFA(다자간섬유협상) 협상
최근 한·EC 교역 현황 검토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요청
한국의 86년 수입자유화 내용
산업 협력

- OECD 조선분과위 공식 참가 문제, 대EC 철강 수출, 한국의 섬유류 시장 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2. 1986.7.2. 경제기획원 작성 자료 목록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영문 자료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 추진 실적
분기별 후속조치 계획

3. 1986.7.4. 외무부 작성 동 실무회의 대책회의 자료 요지
실무회의 개최 목적

-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 협의 내용 진전사항 점검, 1986.4월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 점검, 제4차
고위협의회 개최 준비 등
주요 토의 사항

- (한국 측 관심사항) 섬유, 철강 수출 쿼터 증량, GSP 수혜폭 유지, 수입규제 Standstill, 대일 수입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입전환 요청, 과학기술 협력사업, 첨단기술 산업 분야 투자유치, 민간 협력위원회 구성
추진, 주한 상주 EC대표부 조기 설치 요청 등
- (EC 측 관심사항) EC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 자유화,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대일 수입품목의 EC로의 수입
전환, 위조 방지 등 지적 소유권 보호, VTR 등 전자제품 수출 자제 요청, 조선 분야에서의 협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등
대통령의 구주 순방 후속조치 차원에서 토의되어야 할 사항

- 한국의 EC 시장접근 개선, EC의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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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C 통상사절단 파견 계획

한·오스트리아 혼성위원회, 제1차. Vienna,
1986.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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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한·오스트리아 혼성위원회가 1986.6.23.~24. 비엔나에서 개최됨.
개최 경위

- 1984.10월 Nobert Steger 오스트리아 부수상 방한 시 1971.10.30. 발효된 한·오 무역협정상의 혼성
위원회를 활용키로 합의
- 1985.6월 Waas 오스트리아 상공성 대외무역총국장 방한 시 오스트리아 측은 4~5월경 비엔나에서 혼성위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한국 측이 동의
1024

일정

- 혼성위 회의(6.23.),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외무성 차관, 정무총국장 및 아주국장 예방, 한국 진출 관심
업체들과의 면담(6.24.), Linz 시 소재 Voest-Alpine사 등 시찰
대표단

- (한국 측)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수석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담당관 등 총 7명
- (오스트리아 측) Gerhard Waas 상공성 대외무역총국장 등 총 9명

2. 회의 결과(1986.6.30. 외무부 작성 대통령 보고서 요지)
통상증진 방안 협의

-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및 수입선 다변화 정책 설명
- 상호 시장개방 문제 관련, 한국 측은 한·오 섬유협정 폐기 및 인삼제품의 재분류 등 한국 측 관심사항의
호의적 해결 요청
경제 및 기술협력

- 양측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설명, 특히 한국 측은 제6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오스트리아 측 참여
권장
- 오스트리아 측은 양국 건설업체의 제3세계 공동 진출 희망
한국 상사의 대동구권 진출 및 교역 확대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측이 적극 지원키로 합의
오스트리아 측은 Wagner Biro사의 서울 예술의 전당 응찰 자격 사전심사 탈락에 유감 표명 및
재고 요망

- 오스트리아 측은 동사가 재정 및 기술 수준상 국제적 명성의 회사로 동 회사의 사전 탈락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한국의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한 경험 보유함을 강조
합의의사록 서명 등

3. Wagner Biro사 관련 후속조치
외무부는 1986.7.1. 문화공보부에 오스트리아 측 입장을 통보하고 검토 의견 회신 요청
문화공보부는 7.11. 예술의 전당 건립 본부에서는 7.8. 동사에 참가 의사 확인문을 발송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

한·바레인 공동위원회, 제2차. Manama,
1986.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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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한·바레인 공동위원회가 1986.11.16.~18. 바레인 마나마 걸프호텔에서 개최됨. 본 문서철에는
동 회의 개최결과 보고서(책자)가 수록되어 있음.
2.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6.12. 외무부 중동국 작성 86년 결과 보고서 요지).
양측 대표단

회의 결과

- (양국 관계 및 경제 현황) 한국 측은 유엔 및 비동맹 등 주요 국제 무대에서의 바레인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입장 설명
- 바레인 측은 사우디-바레인 간 Causeway 개통을 계기로 바레인을 걸프 지역 내 관광 등의 서비스 중심지로
키워 나가는 데 정책의 우선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고 증권거래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경제부양
정책에 관해 설명
- (통상 증진) 한국 측은 한국 유망 상품의 대바레인 수출에 대한 호의적 배려를 요청했으며, 바레인 측
은 바레인산 알루미늄의 대한국 수출 증대 희망
- (경제·기술협력) 바레인 측은 바레인산 알루미늄과 한국의 경험 및 기술을 이용, 바레인 내 각종
알루미늄 제품 생산 합작공장 등 중소 규모 제조업 합작공장 설립을 제의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관련
업계들로 하여금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언급
- (재정 협력) 바레인 측은 금융업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의 은행도 OffShore Banking Unit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외환은행 중동본부와 2개의 은행지점
및 사무소가 바레인에 있다고 설명
- (건설 협력) 한국 측은 한국 건설 업체들이 바레인 정부 발주공사 시공을 위해 수입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관세 면세 등 한국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바레인 측은 현재 관세 수입이
바레인의 주요 세원 중의 하나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
양측 수석대표는 1986.11.18. 동 공동위 합의의사록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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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수석대표), 유영상 상공부 아중동통상과장 등 총 9명
- (바레인 측) Al-Hamer 재무경제성 재무기획예산차관보(수석대표), Al-Aradi 재무경제성 경제관계과장
등 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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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합동위원회, 제2차 및 관민 경제협력
사절단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방문, 1986.8.18-9.5.
전2권, V.1 한·칠레 합동위원회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0 / 1 / 1~331(331p)

1. 제2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및 제6차 한·칠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가 1986.8.20.~24.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됨.
주요 일정

- Del Valle 외상 등 칠레 정부 주요 인사 예방, 제2차 합동위, 칠레 대표 주최 리셉션(8.21.), 제2차 합동위,
제6차 민간 경협위, 주칠레대사 주최 리셉션(8.22.), 산업 시찰(8.23.)
대표단
1026

- (정부 부문) 탁나현 외무부 본부대사(수석대표), 이동호 재무부 제1차관보(교체수석대표), 최창림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총괄과장 등
- (민간 부문) 차상필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수석대표), 도기원 한국종합기계 차장 등
- 동 대표단은 관민 경제사절단으로 칠레 방문 후 한·콜롬비아 민간 경협위 제2차 합동회의(8.26.) 및
한·베네수엘라 민간 경협위 제4차 합동회의(8.28.) 개최를 위해 해당국 방문

2. 사절단의 칠레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6.8.22. 주칠레대사관 보고 요지).
제2차 합동위 양측 수석대표 및 토의 내용

- 양측 수석대표: 한탁채 대사 및 Venegos 무역청장
- 양국 간 교역 현황 분석
- 교역 증대를 위한 정보 교환(칠레 측은 구매 리스트 제시)
- 통상사절단 교환 및 박람회 상호 적극 참가
- 한국 측의 대칠레 투자확대 방안 및 한국 건설 업체의 대칠레 진출 방안
- 한국 측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칠레 측은 실무회의 개최 용의 표명
- 한국 측은 투자보장 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양측은 추진에 합의
- 칠레 측은 환태평양 협력기구, 한국 측은 IDB(미주개발은행) 가입 희망
- 제3차 합동위 1987년 서울 개최
제6차 민간 경협위 양측 참석자 및 회의 요지

- 양측 참석자: 차상필 부회장 등 한국 측 15명, 칠레 SOFOFA 측 30명
- 양국 경제 현황 각각 설명
- 양국 통상 및 경협증진 방안 주제 발표
- 제7차 회의 1987년 서울 개최
칠레 정부 주요 인사 예방 결과

- Del Valle 외상은 1985.5월 동 외상의 방한 후 동 합동위 개최에 만족 표명
- Carlos 경제상은 광업, 어업, 임업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강화 필요성 언급
- Concha 재무성 차관은 한국의 IDB 가입 협조 요청에 계속적 지지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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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합동위원회, 제2차 및 관민 경제협력
사절단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방문, 1986.8.18-9.5.
전2권, V.2 방문국별 교섭 및 자료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0 / 2 / 1~300(301p)

1. 관민 경제사절단이 1986년 콜롬비아(8.24.~27.) 및 베네수엘라(8.27.~9.1.)를 방문함.
사절단

- (정부 부문) 탁나현 외무부 본부대사(단장), 이동호 재무부 제1차관보, 최창림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총괄과장 등
- (민간 부문) 차상필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도기원 한국종합기계 차장 등

2. 콜롬비아 방문 결과(1986.8.27. 주콜롬비아대사관 보고 요지)
- Penaloza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은 조선 수리소, 농산물 재배 및 식품가공 분야에서의 합작투자를
희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대조선이 조선 수리소 건설 합작을 검토 중임을 설명
- Trujillo 재무장관은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내년 중 체결을 희망하고, 한국 측의
투자보장 협정 제의에 대해 현재 IMF(국제통화기금) 등과 진행 중인 콜롬비아 외국인 투자 관계 협의
가 종결된 후 조속 검토 및 추진 의사 표명
- Fernandez 외상대리는 신정부의 관심사인 중소기업 발전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요망하고 한국의 IDB
(미주개발은행)가입 지지 요청에 협조 의사 표명
제2차 민간 경협위 개최(1986.8.26.)

- 한국 측 27명, 콜롬비아 측 40여 명 참석
- 교역 상품 다변화 노력, 상호 상품전시회 및 국제박람회 적극 참여, 무역사절단 교류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 채택

3. 베네수엘라 방문 결과(1986.9.1.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보고 요지)
주요 인사 예방

- Febrer 하원의장은 베네수엘라가 남미 제국의 관문으로서 주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이 주재국과
경제, 재정 협력을 통해 남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
- Carnevali 국가기획성장관은 민간기업 간 화학, 석유제품 생산 분야 등에 합작투자 추진 시 적극 측면
지원 용의 표명
- Meneses 재무성차관은 한국의 IDB 가입에 적극 지지 의사 표명
제4차 민간 경협위 개최(1986.8.28.)

- 한국 측 31명, 베네수엘라 측 30여 명 참석
- 상호 수출 유망 상품 개발 노력 증대, 무역사절단 교류 강화, 중소기업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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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예방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1 기본문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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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0 / 4 / 1~144(144p)

한국과 EC는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Third KOREA-EC High-Level Consultation)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합의함.
1. 일시 및 장소
1985.11.12.~13., 서울
1028

2. 대표단 구성
한국 측

-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 교체 수석대표: 외무부 제2차관보
- 대표: 관계 부처 국·과장급
EC 측

- 수석대표: EC 집행위 대외관계위원
- 교체 수석대표: EC 집행위 대외관계 부총국장(차관보급)
- 대표: EC 측 관계관

3. 일정
1985.11.12. 개회식, 실무회의
1985.11.13. 실무회의, 폐회식

4. 회의 진행
양측 수석대표는 개회식 및 폐회식에만 참석하고, 실무회의는 교체 수석대표가 진행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2 기본문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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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0 / 5 / 1~239(239p)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Third KOREA-EC High-Level Consultation) 개최 계획과 관련한 한·EC
양측 간 협의 내용임.
1. 의제
경제 현황 및 전망(세계, EC 및 한국)
국제 교역 문제

양자 관계

- 교역 현황 및 증진 방안 검토
- 특정 관심 사항(조선, 수입개방, VTR, GSP 등)
- 경제 및 기술협력 증진 방안 검토

2. 일정
회의 일정

- 1985.11.12. 개회식, 제1차 및 2차 실무회의
- 1985.11.13. 제3차 및 제4차 실무회의, 최종 회의, 폐회식
EC 측 수석대표 별도 일정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무역협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등
- 판문점 시찰, 산업 시찰
기타 사항

- 대통령 예방 시 EC 측 수석대표 서훈
- EC 측 수석대표는 유럽공동체 국가의 주요 기업 대표 25인으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을 대동하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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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New Round, MFA 등
- 제3국과의 관계(미·일 등)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3 회의자료

| 86-095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0 / 6 / 1~197(197p)

1.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Third KOREA-EC High-Level Consultation) 개최 준비와 관련한 외무부
관련 실·국 자료, 관계 부처 자료, 주벨기에대사관 자료 등임.
2. 외무부가 동 회의를 위해 준비한 자료‘한·EC 경제 관계’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한·EC 관계

- 일반 관계, 경제 현황
1030

제3차 한·EC 고위 협의회 의제
한국의 입장

- 기본 입장, 현안별 입장
제1·2차 고위 협의회 시 주요 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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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3차. 서울,
1985.11.12-13. 전4권, V.4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0 / 7 / 1~205(205p)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가 1985.11.12.~13.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양측 참석자
한국 측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 외무부 제2차관보가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관계 부처 국·과장급
10명이 대표로 참석
- De Clercq 대외관계 집행위원이 수석대표, 대외업무총국 부총국장이 교체 수석대표, 대외업무총국,
산업총국 및 집행위원 관방실 직원 6명이 대표로 참석

2. 주요 의제
국제경제 정세 및 양국 경제 현황
국제경제 관계

- 다자간 관계, 대미국 및 대일본 관계
양자 관계

- EC 측 특별 관심사항: 조선, 철강, 가전제품, 상품위조 방지, 주류
- 한국 측 특별 관심사항: VTR, GSP
-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3. EC 측 수석대표의 별도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한·EC 민간경제합동회의 참석
판문점 시찰, 울산 산업시찰, 경주 관광

4. 동 회의 시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언급 내용

- 최근 세계적인 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고조, 재정적자의 확대와 고이자율 등 국제경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 간 경제 정책 조정이 시급함을 강조
-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한·EC 간 교역 및 산업기술 협력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 규제의 점진적
철폐, 합작 및 기술협력 촉진, 국제 경제회의에서의 협조를 제의
EC 측 언급 내용

- EC는 보호주의 저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EC 간 교역을 확대하고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상호 주어진 기회를 보다 충분히 활용할 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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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측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4차. Paris,
198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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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구1과

MF번호

2016-70 / 8 / 1~417(417p)

제4차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가 1985.12.2.~3. 파리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구성
한국 측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과장급 직원 및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1032

프랑스 측

- Jurgensen 경제재무부 대외경제국장 등 14명

2. 주요 협의 의제
세계 무역환경에 대한 평가, New Round, MFA, 양국 통상증진, 대한국 투자 확대, 중소기업 협력,
제3국 협력, 과학기술 협력

3. 주요 성과
프랑스의 대한국 TV 및 라디오 쿼터 소진의 난점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연 2회 개최,
미소진 쿼터량의 재분배를 협의키로 합의함.

- 1986년도 프랑스의 대한국 TV 및 라디오 쿼터를 각각 15% 및 5% 증량키로 합의
민간 차원의 기술인력 훈련과 중소기업 협력 사업의 촉진을 위해 민간 경협위 및 관련 민간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분과위 설치를 합의함.
한국 측은 한국 기능공 및 기술자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 기술자 고용 시의 장점을
설명하고, 한국 기술자 선발 시 한국개발공사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을 설명함.

- 프랑스 측은 동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 민간 기업에 적극 홍보키로 약속
한국 측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함.

4. 관찰 및 평가
프랑스는 구주국가 중 수입 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로서 자신의 수출 진로 개척에 있어서 연계
(linkage)를 이용하는 국가임을 감안, 프랑스의 대한국 프로젝트 참여와 한국 관심품목의 대프랑스
수출 쿼터 증량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1986

| 86-095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70 / 9 / 1~39(39p)

1.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86.6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2. 상기에 따라 외무부는 1986.7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공동위 수석대표 수준, 관계 부처 포함
범위, 공동위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해 인도네시아 측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한바, 인도네시아 측은
1986.10월 사정상 입장 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함.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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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웨이트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6.9.2-4

| 86-095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0 / 10 / 1~65(65p)

1. 제1차 한·쿠웨이트 공동위가 1986.9.2.~4. 서울에서 개최됨.
2. 양측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 부처 과장 등 9명으로 구성
쿠웨이트 측
1034

- Rashid A. Al-Migrin 상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 부처 직원 등 6명으로 구성

3.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통상 증진

-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및 교역 확대 방안, 무역 및 경제관계 증진 방안, 국제입찰 협력 방안
경제 협력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및 인정과세 문제, 석유화학 및 비료제품 판매 협력, 합작 투자
항공 운수

- 쿠웨이트 항공 서울 취항 문제
건설 협력

- 한국 업체의 공사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최종 기성지불 유보 문제, 쿠웨이트 항공 이용 의무 면제, 건설
자재·장비에 대한 직접 수입 권한 부여
기타

- 경제개발 경험 교환, 한국 근로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조건 완화

한·멕시코 혼성위원회 개최추진, 1979-86

| 86-0960 |

생산연도

1979~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0 / 11 / 1~111(111p)

1. 외무부는 1986.9월 주멕시코대사관을 통하여 한·멕시코 경제협력 협정 교섭 과정에서 상호 양해된
한·멕 혼성위 개최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멕시코 측 입장을 타진함.
혼성위 개최 희망 시기, 협정 서명과 혼성위 개최 관계, 예상 의제 및 대표단 구성 계획

2. 멕시코 측은 1986년 내 혼성위 개최를 위해 경제협력 협정의 조기 서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려옴.
혼성위 개최 희망 시기: 경제협력 협정의 사전 서명을 전제로 1986.10월말~11월초 개최 희망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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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구성: 상공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실무진 7~8명이 수행 예상

한·카타르 공동위원회, 제2차. Doha, 1986.11.10-13

| 86-096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70 / 12 / 1~471(472p)

제2차 한·카타르 공동위원회가 1986.11.10.~13.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직원 등 9명
카타르 측: Salatt 재무석유부 석유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직원 등 7명

1036

2. 한국 대표단 주요 일정
제1차 및 제2차 회의 참석, 합의의사록 서명
외무장관 및 재무석유장관 예방
산업개발센터, 제철공장, 석유화학 공장, 비료공장, LNG(액화천연가스) 공장 등 방문

3. 공동위 개최 결과
다음의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 합작 투자, 한국산 철근의 GCC(걸프협력협의회) 수출 문제, 한국의 카타르 북부 LNG 개발사업 참여
문제, 산업 기술 협력, 교육 훈련
- 통상 증진, 건설 협력, 농·수산 협력, 문화·체육 협력

4. 관찰 및 건의
금번 회의에서 카타르 측의 최우선 관심 의제는 카타르 북부 LNG 개발사업 및 판매에 한국의
참여 문제임.

-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와 20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임을 들어 1996년 이후 국내 수요
전망을 보아 가면서 추가 도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대응함.
동 카타르 LNG 사업 참여 문제는 소극적인 수급 논리 차원을 넘어 외교적 고려, 플랜트·건설
수주, 자원도입선 다변화 및 안정적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카타르 측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GCC 수출 물량의 급격한 증대 및 가격 덤핑으로 인한 카타르
철강 업계의 침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측의 자율적 협조를 요청함.

한·터키 공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6.2.24-25

| 86-0962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71 / 1 / 1~387(387p)

제4차 한·터키 공동위원회가 1986.2.24.~2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국·과장급 직원 등 10명
터키 측: Pakdemirli 수상실 대외무역차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국·과장급 직원 등 7명

2. 주요 일정
터키 대표단 별도 일정

-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상공부차관 예방
- 대한 상공회의소 부회장 면담 및 경제인 간담회 참가, 삼성전자 시찰, 현대종합상사 및 대우 방문

3. 공동위 개최 결과
다음의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합의의정서에 서명함.

- 양국 경제 현황 및 전망 설명
- 통상 증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4. 양측 수석대표는 공동위 기간 중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약(1983.12.24. 서명) 비준서를 교환함.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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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회의 개최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6차. 서울, 1986.2.18-19

| 86-096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1 / 2 / 1~57(57p)

제6차 한·영 경제협의회가 1986.2.18.~19. 서울에서 개최됨.
1. 주요 일정
회의 개최
영국 대표단은 과기처, 재무부, 상공부 방문 및 국세청장 예방

1038

2. 대표단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과장 등 9명
영국 측: Hutton 상공부 차관보 등 7명

3. 주요 협의 의제
위스키 국산화, 수입 자유화, MFA 및 한·EC 철강 약정, EC의 GSP, 금융 및 증권 시장 개방,
투자 증진, 산업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지적 소유권

4. 평가 및 건의 사항
영국 측은 한국의 위스키 국산화 계획에 따른 영국산 위스키의 수입 금지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속적인 재고를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한 한국의 검토 결과는 양국 간 경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동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영국 등 EC 측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므로 위스키 국산화 계획 재검토 필요
영국 측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 희망 분야의 구체적 제시를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이 필요한 대영국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함.
대영국 및 EC 진출 확대를 위해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바, 구주 통상
사절단 파견 시 투자조사단의 동시 파견이 요망됨.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1 사전준비 Ⅰ

| 86-096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1 / 3 / 1~197(197p)

1. 한·미 양국은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를 1986.6.23.~24.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양측 수석대표로는 한국 측에서 이상옥 외무부차관, 미국 측에서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이 각각
참석
미국 측은 Smart 상무차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참여

2. 한·미 양측이 합의한 의제 안은 다음과 같음.
한·미 경제 현황 및 전망

- 국제금융 및 외채 문제, 뉴라운드, MFA와 한·미 섬유협정
한·미 경제 관계

- 무역 실무위원회 보고,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 301조 협의, 미국의 통상입법
- 기업투자, 에너지, 어업, 항공, 해운
제3국 공동 진출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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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경제 문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2 사전준비 Ⅱ

| 86-096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1 / 4 / 1~228(228p)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 관련 준비 자료임.
1. 외무부 경제국은 1986.4.22.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미 양국은 1981. 2월 한·미 정상회담시의 합의에 따라 연례적으로 동 협의회를 개최하여 옴.
일시 및 장소
1040

- 1986.6.23.(월)~24(화), 서울(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외무부차관(수석대표), 관계부처 차관(보), 국(과)장급
- 미국 측: Wallis 국무부 경제담당차관(수석대표), 관계부처 차관(보), 국(과)장급
일정(안)

- 6.23.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 6.24. 제3차 회의, 폐회식 후 공동기자회견 또는 Press Statement 주요인사 방문, 면담 또는 시찰
- 양측 합의 시 실무위원회(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기업 및 투자, 어업분야)개최

2. 본 문서철에는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1차 대책회의(1986.5.30.),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대책회의
(대표단 회의 자료)(1986.6.18.),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최종 준비 상황(1986.6.21.)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3 기본문서

| 86-096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1 / 5 / 1~142(142p)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결과 발표 방식
양측은 회의 결과를 14개 항의 Joint Press Release로 발표키로 합의함.

2. 회의 상세 일정
6.23.(월)

6.24.(화)

- 기업 및 투자, 어업, 에너지, 항공, 해운, 제3국 공동 진출 문제 토의
- 폐회식

3. Wallis 차관 및 Smart 차관의 별도 일정
Wallis 차관: 조찬 연설회 참석(대한상공회의소 초청)
Wallis 차관 및 Smart 차관: 부총리, 상공부장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예방
Smart 차관: 재무부장관, 동자부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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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is 차관 및 Smart 차관의 외무부차관 예방
- 개회식, 한·미 경제 현황 및 전망 토의
-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 다자간 경제 문제, 한·미 양국 간 무역 문제 토의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V.4 결과보고 및 자료

| 86-096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1 / 6 / 1~166(166p)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일정
1986.6.23.~24.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1986.6.19.~20. 한·미 무역 실무위

- 통상 현안 협의
1042

2. 대표단 구성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차관, 홍성좌 상공부차관 등 19명
미국 측: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 Smart 상무차관 등 16명

3. 주요 협의 의제 및 회의 결과
협의 의제

- 시장 개방, 미 의회 동향, 환율, 301조 타결, GSP, MFA 및 섬유,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요청, 항공, 어업,
제3국 공동 진출, 무역 문제 협의 방식
회의 결과

- 양측 합의로 회의 결과를 요약한 Joint Press Release를 채택

4. 회의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한국 측이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제약 요소를 설명한 데 대하여, 미국 측은
과거보다는 큰 이해와 동감을 표시하였으며 그간의 한국 측 시장개방 노력을 평가하고, 특히
New Round에 기여한 면에 대하여 사의를 표시함.

- 단, 미국 의회 등 사정에 비추어 한국 시장의 계속적인 개방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
미국 측은 광고 시장의 개방, 환율 문제 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바, 추후 대비책이 필요함.
항공 문제 등 한국 측 관심사에 대하여 과거보다는 미국 측의 태도가 개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무역 문제는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양자 간 합의 순서에 따라 처리키로 한바, 이는 금번
협의회의 성과로 평가됨.

한·칠레[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6차.
Santiago, 1986.8.22

| 86-096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1 / 7 / 1~44(44p)

1. 한·칠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합동회의가 1986.8.22.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됨.
2. 본 문건에는 동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경제 현황 자료(국·영문, 대한상공회의소 작성)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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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인도 민간 공동경제협의회 합동회의, 제8차.
서울, 1986.7.24-25

| 86-096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71 / 8 / 1~98(98p)

1. 제8차 한·인도 민간 공동경제협의회 합동회의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상의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1986.7.24. 서울에서 개최됨.
2. 동 합동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합동회의 의제
1044

- 양국 경제 현황 설명
- 주요 품목 수출 증대 방안
-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촉진 방안
공동성명 요지

- 교역의 확대·균형 노력
-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수평적 분업의 기술협력 강화
- 제3국 공동 진출
- 합작투자 가능성 적극 검토
- 인도 광물자원의 공동 개발 협력
- 무역장벽 완화 노력 및 경제사절단 교류
- 방콕협정에 입각한 양허품목의 확대
평가

- 인도 대표단이 자국 경제계 유력 인사로 구성된바, 이는 인도의 대한국 경제협력 관심도를 반영
- 동 합동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 간 이해 증진 및 경제 협력 분위기 고조
-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한국의 참여 방안을 강구
- 고도기술 분야에서의 대인도 기술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

3. 동 합동회의에 참석한 Goenka 인도상의연합회 회장은 방한 기간(1986.7.23.~26.) 중 다음의 별도
일정을 가짐.
국무총리, 부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대우 방문

한·자메이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4차. 서울, 1986.9.25

| 86-097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71 / 9 / 1~117(118p)

1. 제4차 한·자메이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6.9.25. 서울에서 개최됨.
동 합동회의는 양국 경제 현황 검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토의, 자메이카 투자 세미나,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됨.

2. Vaz 자메이카 상공장관이 상기 합동회의 참석 및 서울 국제 무역박람회(SITRA) 참관차 1986.9.22.~28.
방한한바, 동 장관은 다음의 별도 일정을 가짐.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장관대리), KOTRA 사장, 수출입은행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주최 만찬
삼성물산 신사복 공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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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주최 오찬,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KOTRA 사장 주최 만찬, 한국 측 경협위

한·멕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1차. 서울, 1986.11.27

| 86-097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2과/중미과

MF번호

2016-71 / 10 / 1~18(18p)

1. 제11차 한·멕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6.11.27.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합동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양국 경제 현황 발표, 통상 및 합작투자 증진 방안 발표
양국 관심 부문 토의

- 멕시코 측 관심 부문: 해운·어업,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 한국 측 관심 부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부품, 조선 등
1046

공동성명 채택

2. 멕시코 측 대표단은 합동회의 참석 이외에 다음의 일정을 가짐.
상공부, 동자부 등 관계 부처 방문
삼성전자 등 산업 시찰

한·태국[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5차.
서울, 1986.12.16

| 86-097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1 / 11 / 1~90(90p)

제5차 한·태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6.12.16.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한국 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태 민간 경제협력위원장 등 44명
태국 측: 태·한 경제협력위원장 등 18명

2. 회의 진행
- 양국 경제 현황, 통상 증진 방안, 합작투자 증진 방안
공동성명 채택
개별 상담

3. Prachuab 태국 상무부 차관이 상기 합동회의 참석차 방한한바, 동 차관은 방한 기간(1986.12.13.~16.)
중 국회의장과 상공부장관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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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토의

한·베네수엘라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4차. Caracas, 1986.8.28

| 86-097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1 / 12 / 1~65(65p)

1. 제4차 한·베네수엘라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6.8.28.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됨.
동 합동회의는 양국 경제 현황 소개, 분야별 토의,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됨.

2. 한국 대표단은 동 합동회의 참석 이외에 다음 일정을 가짐.
전국 상공인 연합회장, 국가개발장관, 국가기획장관, 재무차관, 외무차관 예방
재무부 투자관리청 방문, 산업 시찰
1048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1
사전준비Ⅰ(1-7월)

| 86-097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71 / 13 / 1~218(218p)

1. 노동부는 1986년 초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상 및
노동 현실 등에 대한 각국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에서 국제노동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1986.3월 재외공관을 통하여 관련국 노동장관 또는 차관급 인사의 참석 가능성을
타진함.
회의 개최 기간

- 1986.10.27.~31.
의제(잠정)

참가 대상자

-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24개국 노동장관 및 차관
- 노동 분야 국제기구 대표

2. 노동부는 1986년 5월 및 6월 중 24개 초청 대상국에 조철권 노동부장관 명의 초청장 및 회의 개최
안내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함.
초청 대상국 명단

-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튀니지, 중앙아프리카,
수단, 기니비사우,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리비아, 카메룬, 보츠와나, 이집트,
니제르, 모리타니, 가나, 적도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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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분야 기술 협력과 기능 이전
- 인력 개발과 고용
- 한국과의 직업훈련 분야 협력 증대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2
사전준비Ⅱ(8-9월)

| 86-097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71 / 14 / 1~263(263p)

1. 노동부는 1986.10.27.~31.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회의의 사전 준비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8월 이후 다음과 같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장: 노동부 차관
- 위원: 12명(외무부 등 관계 기관 국장급 인사)
- 간사: 노동부 노정과장
1050

준비위원회 운영

-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필요시 소집, 운영
준비위원회 개최

- 일시: 1986.9.12.
- 장소: 노동부 회의실
- 토의 내용: 초청 대상 재검토, ILO(국제노동기구) 사무국 활용 방안, 의장단 선출 방법 등 협의

2. 노동부는 1986.9월 서울국제노동회의(The Seou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참석 예정국
(25개국)에 동 회의 세부 안내 책자와 신임 이헌기 노동부장관의 이력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함.
참석 예정국 명단

-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튀니지, 중앙아프리카,
수단, 기니비사우,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리비아, 카메룬, 보츠와나, 이집트,
니제르, 모리타니, 가나, 적도기니, 부르키나파소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3
사전준비Ⅲ(10월)

| 86-097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71 / 15 / 1~300(300p)

1. 본 문건에는 1986.10.27.~31.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참석자의 인적 사항
(성명, 이력서, 사진, 기호 및 기피음식, 사용언어 등), 보고서(Country Paper), 수행원 성명 및 직책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1986.10월 작성된 서울국제노동회의 개최 계획은 다음과 같음.
회의 개요

초청 대상자

-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노동장관 또는 차관(25명)
- 국제기구 인사(7명)
회의 운영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회의 일정

- 10.26.: 등록, 환영 리셉션
- 10.27.: 개회식, 본회의
- 10.28.: 본회의, 대통령 예방, 제1분과위원회
- 10.29.: 제1분과위원회, 올림픽 주경기장 및 중앙직업훈련원 시찰
- 10.30.: 제2분과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및 삼성전자 시찰
- 10.31.: 본회의, 판문점 및 기아산업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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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서울국제노동회의(The Seou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주최: 노동부
- 장소: 롯데호텔
- 의제: 노동 분야의 기술협력, 인력개발과 고용

국제노동회의. 서울, 1986.10.27-31. 전4권, V.4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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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노동회의(The Seou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가 1986.10.27.~31.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18개국 노동장관(차관),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참가국
장관(14개국):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모리타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부르키나파소,
1052

중앙아프리카, 적도기니, 가봉, 가나,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차관(4개국):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케냐, 니제르
불참국(7개국)

- 보츠와나, 카메룬, 기니비사우, 요르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튀니지

2. 회의 진행
의장에 이헌기 노동부장관, 부의장에 알 파예즈 사우디 노동사회성장관 및 송코 세네갈 노동장관을
각각 선출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들은 다음, 2개 분과위원회에서 의제인‘고용 및 인력개발’과
‘노동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을 각각 토의함.

3. 회의 결과
1986.10.31. 공동성명서(전 11개 항) 채택

- 한국의 ILO 가입 희망을 회의 참석 대표들이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4. 회의 외 일정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오찬, 노동부장관 만찬, 올림픽조직위원장 오찬, 서울시장 만찬 및
경총회장 만찬 등 연회
올림픽 경기장, 중앙직업훈련원 등 시찰 및 관광

EMF(유럽경영협의회)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86.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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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호 상공부장관은 1986.1.31.~2.2.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86 EMF(유럽경영협의회)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에 참석한바,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의 자유화 정책 세미나 개최(1.31.)
필립스사 등 세계 주요 기업체 대표 65명 참석
상공부장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 한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책
설명, 한·구주 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 각료 및 국제기구 인사 45명 참석
주요 토의 내용(비공식·비공개·자유토론으로 진행)

- 세계 경제의 당면 과제와 전망,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개도국 외채 문제, 1차 산품 가격
상공부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완화 방안 토의 시 세계무역 자유화 및 GATT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신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가 필요함을 강조함.

3. 미국 정부 주요 인사 면담
Baldrige 상무장관(2.1.)

-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의 남용 억제를 요청
Yeutter USTR 대표(2.1.)

- 301조 현안 사항의 조기 타결을 희망

4. 세계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1.31.)
다보스 심포지엄 참가 기업인 615명 대상
세계 및 한국 경제에 관한 토의 참여자의 관심 사항에 대해 답변

- 한국 경제의 전망과 산업 및 무역정책의 방향
- 선발개도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 제2의 일본 이미지에 대한 견해

5. 세계 주요 언론인과의 대화(2.1.)
다보스 심포지엄 참가 세계 주요 언론인 150명 대상
다수의 언론인과 한국의 경제 현안 및 장래에 관해 의견 교환

- 미국 Dallas Times Herald, 아랍 경제지 및 서독 방송공사와는 별도 회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세계경제지도자회의 참석(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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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경제사절단 버마 방문, 198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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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합동 경제사절단이 1986.3.3.~8. 미얀마(구 버마)를 방문한바, 동 사절단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절단 구성
허리훈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을 단장으로 정부 측 3명, 업계 측 12명 등 15명으로 구성됨.
1054

2. 사절단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미얀마 무역부 차관 면담

- 한국 측은 양국 간 직교역 및 대응무역(countertrade) 추진 희망 의사를 표명하고 미얀마의 경제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한·미얀마 경제회담 개최
주요 기관 및 산업 시찰

- Inspection & Agency Corporation 방문, 의류, 카펫, 맥주, 직물 등의 공장 방문

3. 사절단의 미얀마 경제에 관한 관찰
미얀마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서 주요 산업과 수출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함.
미얀마는 주요 수출 품목인 농·임산물 및 비철금속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

4. 사절단의 방문 성과 분석
1985.7월 외무부장관의 미얀마 방문과 10월 미얀마 부수상 방한 시 한국 측이 약속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이행함으로써 미얀마 측에 한국에 대한 신뢰를 심어 줌.
한국 측이 미얀마가 요구하는 무역 불균형 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대미얀마 실질협력
의사를 표명하여 한·미얀마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일본 및
중국 방문, 1986.7.13-19

| 86-098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2 / 3 / 1~186(186p)

대개도국 경제협력 실무조사단이 1986.7.12.~20. 일본과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한바, 동
실무조사단의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사단 구성
경제기획원(2),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수출입은행 실무자 등 7명

2. 방문 목적
주요 경제협력 형태별 추진 효과 및 문제점 파악
대개도국 경협 추진 체계 및 실시 현황 조사

3. 주요 활동 사항
일본

- 외무성, 대장성, 국제협력사업단(JICA), 수출입은행, 아시아경제연구소, 경제기획청, 해외경제협력기금
방문
대만

- 경제부, 행정원 농업위원회, 국제증권신탁, 해외기술협력위원회 방문

4. 본 문건에는 동 조사단의 방문 결과 보고서가 수록됨.
대개도국 경제협력 관련 일본 및 대만 출장 보고서(외무부)
대개도국 경제협력 현황 조사를 위한 출장 결과 보고(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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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의 대개도국 경협 정책 경험 조사

실무협력 조사단 루안다 방문, 1986.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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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르완다 실무협력 조사단이 한·르완다 관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1986.11.17.~21.
르완다를 방문한바, 동 조사단의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사단 구성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를 단장으로 관계 부처 실무직원 등 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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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방문 일정
외무장관 면담, 한·르완다 대표단 간 실무협의회 개최(2회), PROCES-VERBAL 서명
농업부, 보건부, 교통부 간부 면담

3. 상기 면담 시 르완다 측 요청 사항
공업 프로젝트 타당성 검사 및 투자, 벼 재배 타당성 조사 전문가 파견
기상 기자재 공여, 도로 정비용 덤프 차량 15대 및 청소차 2대 지원, 의약 및 의료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통상 증진

4. 조사단 건의 사항
대르완다 관계 정상화는 르완다 요청 사항 중 제공 가능 물량을 제시, 르완다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주르완다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와 병행해서 추진함.
장기 사업으로 학교 또는 병원 건설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본 문건에는 르완다 방문 보고서(주자이르대사관 작성)가 수록됨.

카메룬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198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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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의 경제협력 사절단이 1986.7.2.~7. 방한한바, 동 사절단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절단 구성
Elieh Etien 카메룬 외무부 아시아·아프리카국장(단장) 등 4명

2. 방한 일정
외무부 제1차관보 및 아프리카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재무부 해외투자과장, KOTRA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대우, 현대, 삼성전자 방문

3. 동 사절단은 수출입은행이 한·카메룬 합동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300만 달러의 전대차관 공여를
제안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함.
4. 본 문건에는 동 사절단의 주요 인사 면담 요록이 수록됨.
외무부 제1차관보 및 아프리카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재무부 해외투자과장, KOTRA 사장,
수출입은행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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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이사 면담

이란 경제사절단 방한, 1986.6.23-30

| 86-098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72 / 6 / 1~398(398p)

이란 경제사절단이 1986.6.23.~30. 방한한바, 동 사절단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절단 구성
Khosrow-Taj 이란 상무부 대외무역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직원 등 14명으로 구성

2. 방한 일정
1058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동자부장관 면담
한·이란 경제회담 2회 개최 (한국측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가 수석대표)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 방문 및 상담 활동

3. 주요 협의 내용
이란 측 제기사항

- 대한국 상품 수입 추진 의사 표명, 한국의 이란산 비석유제품 수입 확대 희망, 수출입 연계를 통한
양국 간 교역량 확대 제의
한국 측 제기사항

- 한국 상품의 수입 증대 요청, Trade Office 서울 설치 요청, 주요 사업 입찰 시 한국 업체에 대한 호의적
배려 및 P-Bond 등 대이란 수출 저해 요소 조기 해제 요청

4. 외무부의 성과 분석
대이란 수출 증대 기반을 마련함.

- 이란 측은 한국 상품 수입 확대 의사 표시 및 투자를 통한 한국 업체의 이란 시장 참여 요청
이란의 실질적 이윤 추구 정책을 확인함.

- 이란 측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 특수 물자 공급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원유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치 않고 비석유제품의 수입 확대만 요청함.

5. 본 문건에는 제1차 및 제2차 경제회담 요록, 면담 요록, 결과 보고서 등이 수록됨.

말라위 경제사절단 방한, 1986.8.31-9.4

| 86-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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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경제사절단이 1986.8.31.~9.4. 방한한바, 동 사절단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절단 구성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5명으로 구성

2. 방한 목적
효율적인 경제개발 계획 작성을 위한 한국 경제개발 경험 습득
한국 민간 기업의 대말라위 투자 가능성 협의

3. 방한 일정
재무부장관, 외무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면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KDI,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재무부장관, 외무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주최 오·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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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자유치 및 수출진흥 정책 연구

우루과이 경제사절단 방한, 1986

| 86-098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2 / 8 / 1~85(85p)

우루과이 경제사절단이 1986.10.29.~11.1. 방한바, 동 사절단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절단 구성
Mosca 경제재무성 차관(단장), Hodara 대외무역청장, Mastroianni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장, Goyen
주한 대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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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방한 일정

- 상공부장관, 상공부 제1차관보 예방, 외무부차관 예방, 상공부 제1차관보 주최 오찬, KOTRA 사장 예방,
기업인 간담회(KOTRA), KOTRA 사장 주최 만찬(10.30.), KOEX 방문, 대우자동차 및 대우중공업 시찰,
대우 주최 만찬(10.31.)
-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장은 상기 일정과는 별도로 10.30.~31. 창원 기계공업단지, 마산 자유무역지대,
옥포 조선소, 대우 부산 섬유공장 등 시찰
특기 사항

- Mosca 차관은 1986.10.30. 외무부차관 면담 시 우루과이에는 외환, 수입, 해외투자 부문에서의 정부 통제가
없으며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등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

조철권 노동장관 벨기에 방문, 1986.6.1-3

| 86-09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72 / 9 / 1~34(34p)

1. 1986년 조철권 노동부장관의 벨기에 방문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2.22. 주재국 개발협력성이 2.19. 동 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Kempinaire
장관의 한국 노동부장관 및 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벨기에 방문 초청 사실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초청의 배경은 Kempinaire 장관의 전임인 De Donnea 장관(현 국방장관)이 창원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관련 정한주 노동부장관을 초청(1985.1.14. 서한)한 바 있으나 한국 측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
후 양측 관계 장관의 교체로 새로운 초청장 송부
- 방문 시기는 1986.6.4.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전후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5.29. 조철권 노동부장관의 6.1.~3. 주재국 방문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6.1. 주벨기에대사 주최 만찬(동 만찬에는 Kempinaire 장관 내외도 참석)
6.2. FGTB(사회당계 노동조합) 위원장 면담, CSC(가톨릭계 노동조합) 위원장 면담,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회를 위한 오찬, 대외협력성 장관 예방, FEB(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면담, 대외협력성 장관 주최 만찬(동 만찬에는 De Donnea 국방장관도 참석)
6.3. Hansenne 노동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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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25. 벨기에 측의 동 초청을 수락함을 외무부에 통보

이규효 건설장관 리비아 및 이라크 방문,
1986.8.26-9.7

| 86-098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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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비아 방문(1986.8.26.~29.)
추진 경위

1062

- 주리비아대사관은 1986.8.7. 리비아가 혁명 17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수로 공사관 생산공장
건설 준공식을 8.28. 거행키로 하고 Al-Mangoush 대수로 공사 사업상 명의로 한국 건설부장관, 해외
건설협회장 등을 초청했음을 보고
- 건설부는 8.14. 이규효 장관이 동 준공식 참석차 리비아를 방문하며 동 계기에 이라크 방문 및 동경
경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
방문 일정

- 주재국 TV 인터뷰, 브레가 공장 준공식 참석(카다피 지도자, 외교단 등 참석) 및 공장시설 시찰(8.26.),
대수로 공사 사업상 면담, 리비아 일간지 인터뷰, 벤가지 건설 현장 시찰 및 근로자 격려, 대수로
공사 사업상 주최 만찬(8.27.), 싸리르 관 생산공장 준공식 참석(발주처 인사 및 벤가지 주지사 등
참석) 및 관 매설 시범 참관, 주리비아대사 주최 만찬(8.28.), 리비아 진출 한국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주재(8.29.)
- 동 방문에는 이규황 해외건설국장 등 수행
- 8.26. 브레가 공장 준공식에는 박익주 건설분과위원장 등 동 위원회 소속 4명의 국회의원도 참석
리비아 언론은 카다피 지도자, 한국 건설부장관 등이 참석한 8.26. 브레가관 공장 준공식을 대대적
으로 보도

2. 이라크 방문(1986.8.30.~9.2.)
방문 일정

- 주택건설장관 면담, 삼성 아브그레이브 현장 방문, 무역장관 면담, 주바그다드총영사 주최 만찬
(8.31.), 광공업장관 면담, 현대 알무사이브 현장 방문, 광공업장관 주최 만찬(9.1.)
건설부장관은 이라크 고위인사 면담 시 공사대금으로 원유, 어음 수령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한국 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를 요망하고 3개월 이상 미수금의 조기 지불 등 요청

3. 일본 경유
건설부장관은 1986.9.4.~7. 일본 경유 시 9.5. 아마노 코우세이 건설대신을 예방, 관서 국제공항
건설 공사 관련 한국 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한 호의적 검토를 요청함.
아마노 대신은 동 건은 운수성 및 관서공항공사 소관 사항이나 외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현 단계에서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언급

이규효 건설장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방문,
1986.3.21-25

| 86-098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72 / 11 / 1~62(62p)

1. 이규효 건설부장관은 1986.3월 제7차 한·사우디 건설장관 회의 참석 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를
방문함.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

- Samy Vellu 공공사업성 장관 면담, 한국 기업의 건설 현장(삼익 모스크 등) 시찰, 진출 업체와의 협의회
및 만찬(3.21.), 페낭 교량 시찰(3.22.)
싱가포르 방문 일정

2. 본 문건에는 Teh 장관과의 면담 요록 등 1986.4.5. 주싱가포르대사관의 보고 문서,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방문 관련 국내 언론기사, 건설부장관의 Samy Vellu 장관 및 Teh 장관 앞 감사 서한 등도 수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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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 건설 현장 시찰(현대 마리나 센터 등), 진출 업체와의 만찬 간담회(3.23.), Teh 국가개발성
장관 면담 및 동 장관 주최 오찬, 쌍용 라플 시티 현장 시찰

Castro Guerrero, Gustavo 콜롬비아 경제개발장관
방한, 1986.6.12-15

| 86-0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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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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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vo Castro Guerrero 콜롬비아 경제개발장관이 1986.6.12.~15. 방한함.
1. 방한 경위
주콜롬비아대사는 1985.9.3. 주재국 Castro 경제개발장관이 동 대사에게 자신이 1986.1월경
자유무역지대 시찰차 한국, 홍콩 등 극동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장관이 경제·통상 관계 주무장관임을 감안, 한국 상공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
1064

전달을 건의

- 상공부는 9.25. 금진호 장관 명의 Castro 장관 앞 방한 초청 서한 전달을 외무부에 요청
Castro 장관은 1986.5.14. 주콜롬비아대사 면담 시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을 환영하고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 내에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자료를 준비, 방한할 예정이라고 언급
주콜롬비아대사는 1986.5.30. Castro 장관이 주재국 Betancur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 상공부장관 예방 시 수교할 예정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방한 결과
수행원: Zuniga 장관 비서 등 3명
주요 일정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세미나(상공회의소),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6.13.), 대우중공업 시찰(6.14.)
전두환 대통령은 1986.6.18. Betancur 대통령의 친서(1986.5.29.)에 대한 답신을 송부

Toe, Fidele 부르키나파소노동·사회보장·총무장관
방한, 1986.11.1-5

| 86-099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2 / 13 / 1~127(128p)

1. 방한 경위
최근배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86.6.30. Toe 노동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을 면담했으며, 동
장관은 한국의 발전과 경험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방한 희망 표명

-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1983년 주재국 혁명 이후 최초의 각료급 인사 공식 방한 요청이며 혁명 이후
빈번한 주재국 고위인사의 방북 대처 필요성 등을 감안, 여비 등 한국 측 부담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1986.7.11. 서울에서 10.27.~31. 개최되는 서울국제노동회의에 동 장관 및 수행원 1명을
항공료 및 체재비 한국 측 부담 초청키로 했음을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에 통보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86.10.7. 동 장관은 노동회의 참석 후 사회보장 분야 등을 직접 시찰하고
배우기 위해 1주일간 계속 체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11.1.~7. 공식 초청
건의
외무부는 1986.10.17. 동 장관의 방한 기간을 노동회의 종료 후 1주일간 연장함을 주부르키나파소
대사관에 통보
Toe 장관은 1986.10.23. 주부르키나파소대사 면담 시 자신이 휴대할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의 친서
내용은 양국 협력관계 증진 및 경협관계에서의 구체적 결실 희망 등이 될 것이라고 하고 공공
건설, 노동 분야 등에서의 한국 측 지원을 구체 거론
외무부는 1986.10.27. 동 장관은 10.26. 도착했으나 친서는 휴대하지 않았음을 주부르키나파소대
사관에 통보

2. 방한 결과
수행원: Kalhoule 사회보장공사 사장
주요 일정

- 국제노동회의 참석(10.27.~31.), 현대조선소, 경주, 포철 등 지방시찰(11.1.~3.), 노동부장관, 보사부장관
예방, 서울시립양로원 시찰,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11.4.), 외무부장관 면담
동 장관은 자국내 사정으로 체한 기간을 단축, 11.5. 이한
동 장관은 11.5. 외무부장관 면담 시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해 경제 인사의 상호 교류는 바람직하다고
하고 귀국하면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자국 실업인을 한국에 파견, 실정을 파악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원조 요망 사항은 귀국 후 외무성과 협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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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아프리카·중동지역 24개국 노동장관 초청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 1984-86

| 86-099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2 / 14 / 1~315(315p)

1984~86년간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자료 요청(198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의 도서개도국 지원 현황 자료 요청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의 개도국 지원 자료 요청

1066

2. 차드 원조국 회의(1985.12.4.~6. 제네바) 참석
3. 1986년도 무상원조 자료
86년도 무상원조 자금 집행 계획
86년도 무상원조 자금 세부 집행 계획
대외 무상원조 공여 현황
86년도 대개도국 기술협력 계획(과기처)

4. 대외협력기금 법안(1986.12월)

버마 안과 병원 건립 지원, 1982-85

| 86-0992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남아과

MF번호

2016-72 / 15 / 1~214(214p)

1. 한국 정부의 미얀마(구 버마) 안과 병원 건립 지원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2.9월 미얀마 재무기획부가 자국 진출 현대건설에 보너스 프로젝트로 50만 달러 미만의
안과 병원을 건립, 기증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현대건설은 1983.8월 조사단을 파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랑군 테러 사건으로 추진 중단
1983.12월 관계 부처 회의에서 50병상 건물과 기자재를 100만 달러 프로젝트로 하여 현대건설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 정부 명의로 제공키로 결정함.
1984.8월 주미얀마대사는 안과 병원 지원 건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함.
1985.6월 현대건설이 병원 건립 지원에 난색을 표명함.

- 미얀마 내에서 공사가 97% 완료됨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철수

2. 주미얀마대사는 1985.9.9. 주재국 Hlaing 외상이 7.7. 한국 외무장관 방문 시 한국 측이 병원 설비 구입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과 병원 건립 건을 조속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측이
소관 부서인 보건상과 구체 사항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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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월 버마 측이 100병상 규모(500만 달러)의 병원 건립을 희망함을 보고

한국의 대칠레 원조(무상원조) 1985-86

| 86-099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3 / 2 / 1~30(30p)

1. 외무부는 1985.3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재해 구호금 3만
달러를 칠레 정부에 제공함.
칠레 외무부는 1986.3월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의 위로전문에 대해 감사
공한을 송부하고, 칠레 내무장관은 상기 재해 구호금에 대한 감사 서한을 송부함.

2. 외무부는 1986.6월 칠레에서 발생한 수해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수재 의연금 1만 달러를
1068

칠레 정부에 전달함.

한국의 대콜롬비아 화산피해 복구지원, 1985-86

| 86-099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3 / 3 / 1~188(189p)

1. 1985.11월 발생한 콜롬비아 화산 폭발 재해와 관련, 외무부는 관계 부처 및 한국 업체들과 협조하여
구호금 및 구호 물자를 콜롬비아 측에 제공함.
현금: 2억6백만 원 상당

- 외무부 15만 달러, 가톨릭복지회 3만 달러, 대한적십자사 1만 달러, 꽃동네회 1천만 원, 두산산업 1천만 원 등
물품

- 16개 업체 및 단체에서 기증한 의약품, 주방용품, 텐트 등을 7개 컨테이너로 항공 수송, 전달

사망 및 실종자: 25,000여 명
부상자: 약22,000 명
피해 재산액: 약3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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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대엘살바돌 원조(무상원조) 1986

| 86-099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73 / 4 / 1~11(11p)

1. 주과테말라대사는 1986.12.3.~5. 겸임국 엘살바도르에 출장,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물품 스텔라 승용차
5대를 전달함.
2. 1986.10월 발생한 엘살바도르 지진 복구를 위하여 외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1987년도 추가원조 계획
(현금 5만 달러)과 관련, 주과테말라대사는 12월 현금 지원 대신 한국 상품 현물 지원을 건의함.
1070

한국의 대이디오피아 한발구호 원조, 1984-86

| 86-0996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5 / 1~273(275p)

1. 외무부는 수년간 계속된 에티오피아 한발의 심각성과 동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4~85년간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원조를 제공함.
1984년

- 미니버스 20대(20만 달러), 포니 1대(5천 달러), 군복(63만 달러)
1985년

- 트럭 30대(30만 달러), 승용차 12대(5.2만 달러)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 75만 달러 상당의 민간 한발 구호품(금)을 제공함.
1985년

- 한국 가톨릭교단(구호금 6만 달러), 대한적십자사(27만 달러 상당 분유 및 모포), 한국교회연합회(38.5만
달러 상당 모포), 예수교장로교총회(2.5만 달러 상당 셔츠)
1986년

- 한국교회연합회(1만 달러 상당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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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정부 무상원조와는 별도로 종교단체 및 대한적십자사 등이 1985.2월~1986.1월 에티오피아에

한국의 대피지 원조(무상원조) 1986

| 86-09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73 / 6 / 1~14(14p)

1. 외무부는 1986.4월 피지에서 발생한 태풍 및 홍수 피해 구호금으로 미화 1만 달러를 피지 정부에
전달함.
2. 외무부는 피지 총리의 공식 방한(1986.3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원조 물자(전화선)를 1986.9월 피지
정부에 전달함.
1072

한국의 대모리셔스 원조(무상원조) 1986

| 86-09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7 / 1~75(75p)

1. 외무부는 1986년도 대모리셔스 무상원조로 스텔라 5대와 TV 20대를 1986.9월 및 10월 각각 모리셔스
정부에 전달함.
2. 대한태권도연맹은 1986.5월 삽보대 등 태권도 장비를 모리셔스 태권도 협회에 기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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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몰디브 원조(무상원조) 1984-86

| 86-099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남아과

MF번호

2016-73 / 8 / 1~32(32p)

1. 금진호 대통령 특사는 1984.12.13. 몰디브 대통령 예방 시 한국 정부가 몰디브에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함.
2. 이와 관련, 주스리랑카대사는 1986.12월 몰디브 출장 시 원조 품목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모든
물품은 콜롬보에서 몰디브 측에 인도될 것이라고 통보함.
1985.7월~1986.7월 도로 및 운동장 건설을 위한 현물 또는 용역 제공, 30만 달러 상당의 시멘트
1074

제공 등의 방안도 각각 협의된 바 있음.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983-85

| 86-1000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3 / 9 / 1~79(79p)

외무부는 1984~85년간 니제르에 미니버스, 태권도복 및 식량 구입비 등 무상원조를 제공함.
1. 미니버스
1984.4월 미니버스 10대(약 8만3천 달러 상당)를 니제르 측에 인도함.

2. 태권도복
1984.3월 니제르 혁명 10주년(1984.4월) 기념 태권도 시범대회 참석 선수들을 위한 태권도복 50벌을

3. 식량 구입비
1985.2월 식량 구입비로 5만 달러를 니제르 정부에 제공함.

- 니제르는 수년간 계속된 한발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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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986

| 86-100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10 / 1~46(46p)

외무부는 1986년 중 니제르에 대해 무상원조로 지하수 개발 원조자금을 제공함.
1985년도분 20만 달러(1986.1월)
1986년도분 11만 달러(1986년 하반기)
니제르 정부는 1985년도분 20만 달러의 자금으로 20개의 우물 공사를 시행 중이며, 1986년도분
11만 달러의 자금으로 추가로 10개의 우물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할 계획
1076

한국의 대페루 원조(무상원조) 1986

| 86-100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3 / 11 / 1~16(16p)

1. 외무부는 1986.3월 페루에 대한 무상원조로 경운기, 수찰차, 재봉틀 등을 제공함.
2. 체육부는 1986.3월 페루 부통령 방한 시 축구공, 축구화, 축구 유니폼, 태권도복 등 체육 용품을 페루
에 지원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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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투발루 원조(무상원조), 1984-86

| 86-1003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동남아과

MF번호

2016-73 / 12 / 1~109(109p)

1. 외무부가 1985~86년간 투발루에 제공한 무상원조는 다음과 같음.
1985.5월 앰뷸런스 1대(1만 달러 상당)
1986.9월 어구 장비(3만 달러 상당)

2. 주피지대사는 1986.9월 겸임국 투발루 신탁기금에 한국의 참여를 건의하면서 예산 사정 상 1986년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1987년도분 무상원조를 현물 공여 대신 현금으로 2~3만 달러 정도 신탁기금에
1078

기여할 것을 제안함.
투발루 정부는 1985.11월 투발루 원조국 회의를 개최, 관련국들의 기여를 요청하였으며, 1986.8월
투발루 수상 명의 주피지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적극 참여를 재차 요청한 바 있음.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1986

| 86-100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13 / 1~36(36p)

1. 외무부는 1986.1~2월 부르키나파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상원조를 제공함.
메모리 타자기 5대, 모터 펌프 등 농기계

2.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1986.4월 총무처 장관 명의 서한으로 소형 컴퓨터 원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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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역 한발구호, 1984-86. 전2권,
V.1 1984

| 86-1005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14 / 1~219(222p)

1. 아프리카 한발사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구호 캠페인 전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가 1984.11.9. 개최된바, 동 회의는 구호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함.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하에 무리 없이 전개함.

- 정부는 가능한 측면 지원
적십자사와 한·아프리카 친선연맹이 공동 주관함.

1080

2. 1984.12월 현재 민간 및 정부의 구호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민간의 구호활동

- 대한적십자사는 1984.12월 한 달간 청소년 적십자사 단원을 중심으로 쌀 한줌 모으기 운동 전개
- 한국 기독교 에티오피아 구호위원회는 1984년 성탄절 헌금의 10분의1을 구호금으로 사용키로 함.
- 천주교 주교회의는 1984.12월 구호금 5천만 원을 송금하기로 함.
정부의 구호활동

- 에티오피아(30만 달러 상당 트럭 30대), 케냐(5만 달러), 니제르(5만 달러)등 한발 피해국에 긴급 원조
제공
- 강경식 대통령 특사가 1984.11월~12월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의 한발 피해 현황을 시찰

3. 국내 언론은 1984.11월~12월 아프리카 한발 피해 상황 및 한국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등에 관해 크게
보도함.

아프리카지역 한발구호, 1984-86. 전2권,
V.2 1985-86

| 86-1006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15 / 1~454(462p)

1. 1985.1.14. 개최된 아프리카 한발 구호에 관한 관계 기관 회의는 제2차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캠페인 추진 방향을 결정함.
민간 주도로 1985.4월 한 달간 추진함.
자발적 기여 원칙에 따라 모금 목표는 설정하지 않음.
모금 자체를 위한 언론 캠페인은 지양함.

2. 1985.12월 현재 한국의 아프리카 한발 구호 내역(누계)은 다음과 같음.
- 에티오피아: 74만 달러(적십자사 27만 달러, 기독교 47만 달러)
- 수단: 36만 달러(적십자사)
- 말리: 26만 달러(적십자사)
- 세네갈: 22만 달러(적십자사)
- 니제르: 17만 달러(적십자사)
- 소말리아: 12만 달러(적십자사)
- 모리타니: 10만 달러(적십자사)
- 적도기니: 5만 달러(적십자사)
- 앙골라: 10만 달러(한·아 친선연맹)
정부 구호(52만 달러)

- 에티오피아: 30만 달러
- 우간다: 10만 달러
- 케냐: 5만 달러
- 니제르: 5만 달러
- 부르키나파소: 2만 달러

3. 본 문건에는 아프리카 한발 피해 상황 및 한국 민간단체의 구호 활동 등과 관련하여 1985.1~9월
국내 언론 및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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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호(212만 달러)

한국의 대남태평양 도서국 원조(무상원조),
1985-86

| 86-100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73 / 16 / 1~24(24p)

1. 외무부는 1985.7월 주피지대사에게 1985년도 하반기 무상원조 공여 사업을 예산 사정상 축소 조정
예정임을 통보하고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원조 공여 우선순위를 조정,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이와 관련 주피지대사가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바누아투(2만 달러)
솔로몬아일랜드(5만 달러)
1082

투발루(3만 달러)
키리바시(2.5만 달러)
통가(2만 달러)

한국의 대북예멘 원조(무상원조), 1986

| 86-100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73 / 17 / 1~11(11p)

1. 외무부는 1986년 북예멘에 대해 무상원조로 한국산 픽업 트럭 30대(11만 달러 상당)를 제공함.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북예멘 겸임)는 주북예멘 상주대사관 설립 추진과 관련, 1987년도에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북예멘에 제공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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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볼리비아 긴급 경제원조회의, 1985-86

| 86-100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3 / 18 / 1~38(38p)

대볼리비아 긴급 경제원조회의가 유엔 사무총장 주재하에 1985.8월과 1986.10월 뉴욕에서
개최됨.
1. 1985.8.18. 회의
동 회의는 볼리비아가 화폐 안정을 목적으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자금 1억5천만 달러의
차관을 획득할 수 있도록 25개 피초청국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함.
1084

2. 1986.10.13. 회의
25개국의 주유엔대표부 직원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볼리비아 측은 볼리비아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볼리비아가 매우 심각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국제 사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함.

한·가봉 합작회사(SOGACCO) 운영문제, 1980-86

| 86-1010 |

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3 / 19 / 1~97(97p)

1. 한·가봉 합작회사(SOGACCO)가 도산함에 따라 동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인 쌍용이 1986.7월 가봉에서
철수함.
2. 상기 한·가봉 합작회사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상황, 쌍용의 철수 경위는 다음과 같음.
설립 경위

- 1975.7월 봉고 대통령 방한 시 한·가봉 합작백화점 설립 제의에 따라 쌍용을 한국 측 파트너로 하여
1977.12월 백화점 개관(SOGACCO)
- 개관 이후 누적 결손 계속 증가
- 초기 사업성 조사 미비, 시장 협소, 합작선의 협조·지원 결여, 경기 침체 등이 결손 증가의 주 요인
경영 개선 조치

- 쌍용은 가봉 측과 3차례의 합의서 작성(1980.10월, 1983.7월 및 1985.5월) 등 경영 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부실 상태 지속
경영 악화

- 1986.3월부터 한국인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회사가 거의 파산 상태에 직면
- 1986.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봉 재무부는 SOGACCO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한국인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 수당 지급 후 철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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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상황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신용차관 도입 교섭,
1979-86

| 86-1011 |

생산연도

1979~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73 / 20 / 1~191(193p)

1. 1982.7월 농수산부는 경지정리 사업을 위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차관 도입 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함.
IFAD 차관을 도입할 경우 여타 농업 개발 사업 차관에 대한 채무 상환이 가중되며,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여 본 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
최근 금리 인하 조치로 국내 대출 이자(10%)와 차관 이자(8%)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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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부는 1983.2월부터 IFAD로부터 2천만 달러의 농업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1986.3월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함.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1986

| 86-101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73 / 21 / 1~136(136p)

1. 정부 관계부처 실무대표단이 1986.6.22.~25. 리비아를 방문함(한·튀니지 공동위 참석 후 방문).
방문 목적

- 미국의 대리비아 보복 조치에 따른 리비아 경제 사정 및 전망 파악
- 한국 진출업체에 대한 영향 및 한국 업체의 공사 추진 실태 파악
- 현지 공관의 비상 시 철수계획 점검
대표단 구성

-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과장급 직원 4명
- 대사관에서 현황 청취. 공사현장 방문, 진출 업체 간담회 개최
- 리비아 경제기획부 차관 면담

2. 리비아 방문 결과에 대한 대표단의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음.
가다피가 미국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고 있어 미국과 리비아 간의 무력 출동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국 업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리비아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 공사대금 원유 지급 등으로 한국 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됨.
한국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감안하여 자금 부담 경감 대책 수립 및 향후 신규 수주공사의 신중
처리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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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일정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5-86

| 86-101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73 / 22 / 1~60(60p)

1980.4월 오만에 진출, Jabal 도로공사(약 2천만 달러 규모)를 수행 중에 1984.4월 파산한 태화
건설의 부채 문제 관련 1985~86년간 오만과의 협의 내용임.
1. 주오만대사는 1985.1.25. Battashi 외무차관을 면담, 태화건설의 오만에 대한 부채가 있으나 태화 측에서도
오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즉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금(장비 및 미수금 등)이 있으므로
동 권리금에 대해 조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1088

2. 주오만대사관은 1985.6.24. 오만 전신전화국이 6.6. 서한을 통해 태화건설의 미납 통신료(14,200 리알
오마니) 회수를 위한 협조를 재촉구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한국 내 유사 사례 처리 방법을 문의함.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체신부는 9.18. 도산기업의 청산 절차에 참여해 회수하며 회수 불능 요금은
결손 처리함을 외무부에 통보
건설부는 10.8. 사기업의 경제 행위에서 발생한 부채라는 점에서 오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
보증에 의한 분할상환이나 정부에 의한 금전적 보전은 불가하며 발주처에 의해 몰수된 태화의
미수금, 유보금 등과 현지 부채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주오만대사는 1986.1.27. 주재국 Al Harthy 신임 교통장관을 예방, 태화 부채 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동 장관은 태화의 은행에 대한 부채 및 주재국 교통부 측이 받은 피해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부채는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함.
동 대사의 부채 상계 방안 언급에 대해 동 장관은 주재국 내 공정한 위치에 있는 Consultant를
지정, 제반 필요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시키겠다고 언급

4. 주오만대사관은 1986.3.10. 태화가 주재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 관련 자료를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을 보고함.
동 자료에 의하면 태화의 부채 총액에서 주재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를 공제한 금액은
약 5,488.035달러

5. 주오만대사관은 1986.3.16. 현지 교민의 태화에 대한 납품대금 해결 관련 진정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5.17.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해결할 수 없으며 관계부처는 태화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 민원인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음을 주오만대사관에 통보

대자이르 건설 진출, 1985-86

| 86-101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3 / 23 / 1~27(27p)

1. 럭키개발은 1985.12.18. 동사가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와 1983.2월 체결한 3개 공사(병원,
호텔, 합판공장)가 동국 사정으로 집행되지 못한 채 1985.12.31. 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동 계약 연장 요청 전문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1986.1.11.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10. 주재국 토목성 장관을 면담, 동 전문을 전달하고 병원
신축 사업 참가 가능성을 문의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병원은 800개 정도의 병상을 갖춘 규모이며
한국 측이 차관을 제공할 경우 제3국 은행 보증은 자이르 측이 맡겠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86.4.8. 럭키개발에 의하면 동 건설사업(약 3억 달러)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계약 선행 조건
(지불보증, 선수금 등) 불이행으로 실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 회사 관계자가 계약 기한 연장을 위해
4월 말경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 예정이라고 함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함.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5.19. 주재국 Nbaqui 경제기획성 장관을 면담했으며 동 장관은 럭키개발의
3개 건설공사 추진에 진전이 없으나 한 번 정도 계약을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

3. 외무부는 1986.11.3. 럭키개발이 동사의 주가봉대사관 신축공사 연내 착수 시 동사 관계자가 콩고민주
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입장 등을 콩고민주공화국 경제기획성 관계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함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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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관계관의 1.15. 주재국 경제기획성 장관 수석보좌관 면담 시 동 보좌관은
럭키개발 관계자의 2월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이 바람직함을 언급

한·캐나다 종합무역상사 합작 설립 추진, 1986

| 86-101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73 / 24 / 1~47(47p)

1. 1986년 중 주캐나다대사관은 한·캐나다 종합무역상사 합작 설립 추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주재국 산업성장관은 오타와 소재 컨설팅 회사인 DGM을 통해 한·캐나다 종합상사 합작 설립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회사 관계자가 주재국 산업성 한국담당관과 함께
방한, 한국 종합무역상사들과 개별 협의를 가질 예정(2.12. 보고)
삼성물산은 한·캐나다 종합상사 합작설립을 위한 참여를 현안 추진사업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재국 연방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직접적인 자본 투자 의사가 있음을 확인
1090

(3.10. 보고)
삼성물산은 1986.7.8.~22. 토론토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 조사단을 파견, 주재국 관심 업체인
DGM, SNC(용역업체), FBDB(연방정부 설립 몬트리올 소재 산업은행) 등 접촉(7.29. 보고)
SNC 사장이 10.25.경 방한, 삼성 측과 최종 협의를 갖고 회사 설립을 대외 발표할 계획이며
SNC 이외에 FBDB 등이 지분 참여 검토 중(9.24. 보고)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86.10.21. 동 종합상사 설립 추진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바람직한 합작 형태로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소개될 수 있으므로, 최근 양국 간 통상 관계(원전
입찰 탈락)를 감안, 동 회사 설립의 의의 등을 홍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0.24. 삼성물산에 홍보 관련 협조 요청

직물업체의 대남미 진출계획, 1986

| 86-101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3 / 25 / 1~145(146p)

정부는 한국 직물 업체의 대남미 진출 가능성 여부 검토에 필요한 제반 투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11.22.~12.5. 실무급 민·관 합동조사단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 파견함.
1. 조사단 구성
정부 측(3명)

- 상공부 섬유방적과장, 외무부 및 경제기획원 실무직원 각 1명
관련 업계 대표 7명

브라질(11.22.~27.), 아르헨티나(11.27.~12.1.), 칠레(12.1.~5.) 등 3국

3. 주요 일정
투자 환경, 노동법규 관련 정부 인사 면담
봉제업 종사 한국 교민과의 간담회 개최
관련 업체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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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국 및 파견 기간

1091

1985-86년도 한·독일 기술협력사업, 1984-86

| 86-1017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1 / 1~178(178p)

1. 독일 정부는 1985.8.19.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85/86년 한독 기술협력사업 지원 자금으로 21.14백만
마르크(DM)까지 공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각 사업별 배정 금액을 외무부에 알려 옴.
2. 상기 각 사업별 배정 금액은 다음과 같음.
직업훈련 자문 사업(5백만 DM)
충남대 공업교육 지원 사업(3.7백만 DM)
1092

산림경영 사업(3백만 DM)
기초보건 용역개발 사업(1백만 DM)
초지개발 사업(1백만 DM)
단기 전문가 기금(0.6백만 DM)
산업안전 사업(2.3백만 DM)
군산수산전문대학 지원 사업(2.2백만 DM)
투자진흥 사업(2.34백만 DM)

3. 이와 관련,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의 요청에 따라 1985.10월 상기 9개 사업에 추가로 용접 엔지니어링
사업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공한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송부함.

한·일본 기업기술훈련원 설립사업, 1984-86

| 86-101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74 / 2 / 1~325(325p)

1. 한·일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업기술훈련원 설립에 관한 약정서(Record of
Discussion)’
가 1986.4.18.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관 사이에 서명됨.
일본 측은 장비 제공 및 전문가 파견, 한국 측은 부지, 건물 및 설비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동 기업기술훈련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사업 내용: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기업기술지원센터 학과 증설
훈련 내용: 국내 취약기술 분야 집중 실기 교육

- 내자 64억 원(국내 조달)
- 외자 700만 달러(일본의 무상공여)

3. 동 기업기술훈련원 사업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4.9월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거론되었으나 그간 동 사항의 공동성명 삽입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해 한·일 양측의 이견으로 보류됨.
1985.8월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계기 과기부장관 간 개별 회담에서 양국은 동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
1986.1~2월 일본 실무팀 6명이 사전 준비차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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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페루 연탄이용 기술협력, 1986

| 86-10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남미과

MF번호

2016-74 / 3 / 1~50(50p)

1. 페루 정부와 UNDP(유엔개발계획) 간에 체결된 연탄개발 협력협약(1986.2월)에 따라, 한국 연탄개발
전문가 4명이 UNDP 자금으로 1986.8~10월 페루에 파견됨.
2. 페루 측은 상기 한국 전문가들의 각 분야별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이 끝나는 대로 연탄 시범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측이 페루 부통령 방한 시 약속한 연탄 제조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페루대사가 1986.9월 보고함.
1094

한·사우디아라비아 기술협력, 1985-86

| 86-102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4 / 1~72(72p)

1. 사우디아라비아의 Abdul Aziz가 국가표준제도 기술훈련생 자격으로 1985.10월 방한함.
2. 사우디아라비아의 Bakhaider 라디오 제다 구주부장이 개도국 방송 관계자 초청 훈련 참석차 1986.4월
방한함.
주사우디대사는 2.23. 동인이 1983년 한·사우디 합동위에도 참석한 바 있는 지한파 인사라고
보고함.
1095

불참한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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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우디대사는 1986.6월 주재국 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늦어져 관계자들이 기술 공여 Workshop에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서울,
1986.8.4-5

| 86-102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74 / 5 / 1~8(8p)

1.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6.8.4.~5. 서울에서 개최됨.
동 위원회는 1985.12월 체결된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설치됨.

2. 상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요 합의 사항

1096

-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증진과 교류 확대
- 기합의 27과제 및 신규 24개 과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 추진
- 한·일 과학기술 협력기금 설치 등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 검토
- 자연계 유학생 및 대학원생 일본 연수 확대
-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평가

- 한·일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기구와 제도가 마련됨.
- 일본의 대한국 기술이전에 대한 자세가 보다 적극화함.
- 협력의 분야, 수준 및 규모 면에서 공동연구와 기관 간 협력이 증진 및 확대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 실무자 회담, 제3차.
서울, 1986.11.27-28

| 86-102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6 / 1~131(131p)

1.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 실무자 회의가 1986.11.27.~28.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Dato Wan Mansor Bin Abdullah
수상실 인사원 부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상기 회의 시 의제별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산업기술 협력

학술기술 교육

- 경기개방대 졸업생의 한국 대학 3학년 편입 인정 검토
말레이시아 중견 관리자 단기 훈련

- 현행 훈련제도 계속 시행 및 기관장 훈련과정 개발
훈련기관 간 교류

-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레이시아 훈련제도 시찰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훈련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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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직종 별 훈련 인원을 3~5명으로 조정
- 말레이시아 측이 현행 훈련 경비 인상 문제를 검토

전학제 과학기술처장관 캐나다 및 미국 방문,
1986.6.18-30. 전2권, V.1 기본문서

| 86-10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7 / 1~135(135p)

1. 전학제 과학기술처 장관은 1986.6.18.~30. 캐나다와 미국을 공식 방문함.
2. 캐나다 방문 기간 중(6.19.~22.)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캐나다 과학기술장관 회담 개최

1098

- Oberle 과학기술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양국 과학기술자 간 상호 교류 촉진,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캐 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
한·캐나다 원자력 분야 공동 협력 협의

- Leyton 동자부 장관을 면담하고 원전안전 관련 기술훈련, 가압 중수로형 핵연료 관련 기술 이전, 다목적
연구로 사업 기술협력, 방사성 비상 협력 등에 관해 협의

3. 미국 방문 기간 중(6.22.~29.)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미 과학기술 각료급 회의 개최

- Scheider 국무부 안보·과학기술담당 차관보와 회의를 갖고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전자통신, 정밀화학, 기계 및 원자력 분야 등에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키로 함.
Herrington 에너지장관 면담

- 한·미 원자력 상설회의를 통한 원자력, 석탄 등 에너지 분야의 기술협력을 촉진키로 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
기타 핵규제위원회 의장, 백악관 대통령 과학고문, 국무부 원자력담당대사 등을 면담함.

과학기술사절단 인도 방문, 1986.2.15-26

| 86-102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74 / 9 / 1~213(213p)

한국 과학기술협력 사절단(10명)이 1986.2.15.~26. 인도를 방문, 한·인도 과학기술협력
합동회의를 개최함.
1. 사절단 구성
과학기술처 장성태 기술협력관을 단장으로 국책 연구소 간부 등 10명

2. 방문 목적
양국 간 실질협력 가능 분야 모색 및 발굴
한·인도 과학기술 협력협정에 근거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협의

3. 상기 과학기술협력 합동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에서는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인도 측에서는 Yash Pal 과학기술부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제1차 회의(2.17.)

- 양국 과학기술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소개
- 동 회의가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의 제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인
제2차 회의(2.21.)

- 양국 간 협력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인도 연구소와 한국 연구소 간 연구원 및 정보 교환,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합의
- 상대국 정부의 초청에 의한 정책 결정 고위 책임자의 상호 교환 방문을 추진

4. 사절단원들은 1986.2.18.~20. 인도의 과학기술 현황 파악을 위해 분야별로 관련 기관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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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과학기술 현황 파악

Zeledon Araya, Rodrigo 코스타리카 과학.기술
장관 방한, 1986.7.28-8.2

| 86-102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74 / 10 / 1~213(213p)

1. 방한 경위
Zeledon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 초청으로 1986.7.28.~8.2. 방한함.

2. 방한 결과
방한 일정

1100

- 과기처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과기처장관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 KAIST 원장 면담 및 오찬, KAIST 시찰
- 표준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대학, 경기과학고등학교, 삼성전자 등 시찰
Zeledon 장관은 1986.8월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제출한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KIST
개념과 유사한 기구의 설치를 건의함(스페인어 본 방한결과 보고서 수록).
코스타리카 La Nacion지는 1986.8.28. 한국에 관한 Zeledon 장관의 기고문를 게재함.

일본 부품개발협력사절단 방한, 1986.10.5-12

| 86-102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74 / 11 / 1~229(229p)

1. 방한 경위
1985.12월 제18차 한·일 무역회담 시 한국 측이 사절단 파견을 요청함.
1986.9월 한·일 정상회담 시 나카소네 수상이 협조를 약속함.

2. 방한 목적
한국 부품산업 실태 및 한국의 부품산업 육성 시책 파악
부품개발 협력 가능성 조사

3. 사절단 구성(42개사 71명)
민간 기업

- 가와사키 중공업 회장을 단장으로 단장단과 일반기계 그룹, 자동차부품 그룹 및 전자전기 부품 그룹으로
구성(67명)
정부

- 마사야키 통산성 경협부장 등 4명

4. 주요 활동 내용
서울·구미·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38개 부품업체 방문 견학 및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단장단은 정부 부처 및 재계 인사 면담

5. 평가
양국 간 중소 부품업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
일본 측은 엔화 강세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기계류 부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임.
일본 측은 로열티 지불 문제, 합작투자 시 과세 기준 명확화 등 한국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함.
한국 기업의 공급 능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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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관련 한국의 제반 수용 태세 확인

Emovon, Emmanuel U. 나이지리아 과학기술
장관 방한, 1986.7.22-25

| 86-10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4 / 12 / 1~42(42p)

1. 방한 경위
Emovon 나이지리아 과학기술장관은 과학기술처 및 과학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한·나이지리아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자비 방한함.

2. 방한 일정
과학기술처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1102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연구소, 대덕 연구단지 등 시찰
농촌진흥청, 대우 방문
과학기술처장관 및 한국과학기술원장 만찬,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오찬

Kristensen, Finn 노르웨이 공업장관 방한,
1986.9.23-28

| 86-102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16-74 / 13 / 1~147(147p)

1. 방한 경위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2. 방한 일정(1986.9.23.~28.)
포항제철 및 현대중공업 시찰(9.24.)
현대자동차 시찰 및 SITRA 86 참관(9.25.)
한국·노르웨이 민간경협위원회 참석, 국무총리 예방, 상공부장관 면담 및 만찬(9.26.)
민속촌 관광(9.28.)

3. 상공부장관 면담 시(9.26.) 협의 사항
양측은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의 여지가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노르웨이 측은 특히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조선, 합금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함.
노르웨이 측은 수산물(청어, 연어)에 대한 할당관세 차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호의적 배려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동 제도가 원칙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노르웨이 측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함.
한국 측은 1986.12월 개최 예정인 한국-노르웨이 섬유협상과 관련하여 현행 협정상 규제대상인
비섬유류의 규제가 철폐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양측은 중소기업 분야 협력, 선박 기자재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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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및 땅굴 시찰(9.27.)

한·도미니카공화국 자원협력, 1986

| 86-102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74 / 14 / 1~69(69p)

1. 도미니카공화국의 Alejandro 상공부 광무총국장이 동력자원부 초청으로 1986.3.30.~4.3. 방한한바,
동 총국장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동력자원부장관 예방, 동자부 광무국장 면담
광업진흥공사 사장 면담
동력자원부 연구소, 일신석재, 삼신금속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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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미니카공화국 측이 상기 방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광물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광업진흥공사는 1986.12.7.~19. 실무진 2명으로 구성된 광물조사단을 도미니카에 파견함.

소련의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 참여
문제, 1982-85

| 86-1030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74 / 15 / 1~127(127p)

1. 외무부는 1982.12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 관련 국가 주재 재외공관에
시베리아 가스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수집과 한국의 동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상기 지시에 대한 공관 보고를 토대로 1983.1월 작성한‘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의 참여 문제’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의 참여 문제를 다음의 요지로 평가함.
- 소련 측의 제의가 있다면 동부시베리아 지역일 것이나 동부시베리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1986~90)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임.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므로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안보
면에서의 영향,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미국 Portland 주립대학 Dmytryshin 교수는 1985.4월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일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및 시장 진출 기회는 매우 적음.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 때문에 한국 참여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

- 한·소 간 외교관계 부재 및 체제·이념상의 상이점
- 소련은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협력이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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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서부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할 가능성은 희박함.

한·호주 에너지 협의회, 제1차. 서울, 1986.4.16-17

| 86-10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16 / 1~49(49p)

1. 한·호주 에너지 협의회 제1차 회의가 1986.4.16.~17.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장석정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호주 측에서는 Ives 자원에너지부 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함.

2. 동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한·호주 에너지 협의회 운영 방안
1106

에너지 전망과 정책
에너지 소비 절약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

3. 동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호주 에너지 협의회 설치 규약을 승인·서명함.
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비용 부담 및 분야에 대해 합의함.

- 한국 개최 세미나에 호주 전문가 파견, 한국 전문가 호주 초청, 한국 연수생 호주 초청

4. 평가
호주의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자원 생산 수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
호주를 통하여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과 IEA(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를 확립함.
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1.3-5

| 86-103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17 / 1~258(258p)

1. 회의 개요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1.3.~5., 서울
대표단

- (한국)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실무위원장), 최진석 동자부 자원
정책실장(교체실무위원장) 등
- (인도네시아) Subroto 광업에너지장관(수석대표), Martosewojo 오일·가스청장 등
인도네시아 측 수석대표 주요 일정

회의 의제

-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교역,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유연탄 개발 및 교역, 기타 광물자원 협력,
기술 협력 등
한국 대표단에 대한 훈령 요지

- 양국 간 자원 협력이 상호 이익 증진에 기여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대해 에너지
및 공업원료 자원을 장기, 안정적 및 경제적으로 공급토록 교섭
-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장기 공급 문제, 유전 및 석탄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협력토록 하고 양국의 자원 수급 정책의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 관계 더욱
발전 도모 등

2. 회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측 장관이 11.5. 서명) 내용 중 LNG 교역 관련 양국 입장 요지
한국 측 입장

- 다른 에너지에 비해 LNG 가격의 경쟁력 취약성 등을 감안,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 가격은 한국에서의
실제 오일 수입 가격을 반영한 국제오일 시장가격에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가급적 1986년 말 이전
계약서 상의 Realized Export Price(REP)에 대한 개념 정의 요청
인도네시아 측 입장

- 한국 측 입장에 공감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인도네시아 Pertamina 간 가격 협상 낙관 및 가까운 장래 REP에
대한 협상 타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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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부장관 예방, 전체 회의, 과학기술처장관 예방, 국무총리 예방, 동자부장관 주최 만찬(11.3.), 가스
공사사장 주최 오찬, 평택 LNG 인수기지 시찰(11.4.), 전체회의
- 동 전체회의와는 별개로 양측 실무위원장 주재 실무회의 개최(11.3.~4.)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 제2-3차, 1984-86

| 86-1033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4 / 18 / 1~150(150p)

1. 제2차 회의
회의 개최 경위

- 1981.6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한국 측이 동 위원회 구성 제의, 1983.7월 필리핀에서 제1차 회의 개최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7.26.~27. 서울
양국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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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석정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수석대표) 등
- (필리핀) Fernandez 천연자원성 광무국장(수석대표) 등
주요 의제

- 광물자원 개발 정책, 광물자원 공동개발, 광물자원 교역,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
한국 대표단에 대한 훈령 요지

- 양국 간 자원 및 기술협력이 상호 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필리핀의 공업원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교섭
- 개발수입을 위한 합작투자 진출 시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 기업이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
협력체제 기반 구축 등

2. 제3차 회의(1986.12월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 작성 결과 보고 요지)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2.9.~10. 마닐라
양국 대표단

- (한국) 장석정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수석대표) 등 6명
- (필리핀) Leong 천연자원성 차관보 등 17명
Dominguez 천연자원성장관은 동 위원회 개회 축사에서 필리핀의 광업정책이 일반적 개발의
활성화에 있음을 설명하고 금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한 자원협력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논의되기를 희망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필리핀 Parsar 제련소의 확장과 동정광의 수출 가능량을 문의한 데 대해, 필리핀 측은 동 제련소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의무 공급량을 부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동정광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광물자원 교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
- 양측은 필리핀 측이 1987.1월까지 광산 자료를 한국 측에 제공하면 한국광업공사 측이 이를 검토 후
유망 광산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고 현지 조사 결과 유망 광산이 있을 경우 1987년 차기
위원회 회의 전까지 조사 결과를 필리핀 측에 제공키로 합의 등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일본 방문, 1986

| 86-103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1 / 1~21(21p)

1. 방문 목적
일본 외무성 및 통산성은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협력 방안 토의 목적으로 1986.3.31.~4.1. 동경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하고 이봉서 차관을 초청

2. 수행원
장석정 동자부 자원개발국장 등 3명

심포지엄 참석(3.31.~4.1.)
에너지청장 면담, NEDO(신에너지개발기구) 방문(4.2.)
동경전력 오정발전소, 오사카가스, NEDO 라가사고 지부 등 방문 및 서울 향발(4.3.~6.)

11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요 일정

Spring, Dick 아일란드 부수상 겸 에너지장관
방한, 1986.9.27-10.1

| 86-103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75 / 2 / 1~71(72p)

1. 방한 경위
주일대사관은 1986.7.4. 동경 주재 아일랜드대사관(한국 겸임)이 구상서를 통해 Dick Spring 부수상 겸
에너지장관의 9.28.~10.1. 방한을 제의하고 부총리, 외무장관 등의 예방 주선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
주영국대사관은 1986.7.4.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에 의하면 동 장관이 9월 중 극동 3개국(한국,
일본 및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에는 9.30. 도착할 것이라고 함을 보고
1110

2. 방한 일정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방문(9.28.)
상공회의소, 전경련 방문, 상공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새한미디어
회장 주최 만찬(9.29.)
새한미디어 시찰, 경제기획원장관 예방(9.30.)

3. 수행원
Ronan 주한 아일랜드대사(동경 상주), O’
Connor 상공성 차관보 등

4.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오찬 시 상주공관 개설 관련 협의 요지
오재희 장관대리는 한국의 상주공관을 더블린에 개설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동
장관은 아일랜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
동 장관대리가 아일랜드 측이 공관 개설에 재정적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주공관 상호 개설에
합의하고 우선 한국 측이 공관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동 장관은 귀국
후 본국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

Herrington, John S. 미국 에너지장관 방한,
1986.3.9-10

| 86-103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3 / 1~80(81p)

1. 방한 경위
주미대사관은 1986.1.9. 주재국 에너지부 국제문제 담당관에 의하면 John S. Herrington 에너지장관이
에너지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3월 초 한국, 일본, 중국(구 중공)을 방문할 계획으로써, 방한
기간은 3.8.~11. 예정이며 수년 전 한국 동자부장관이 방한 초청을 한 바 있어 이를 renew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하면서 동자부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건의
1.22. 최창락 동자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 발송

판문점 방문(3.9.)
과학기술처장관, 동자부장관 면담,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한전 사장 면담, 동자부
장관 주최 만찬(3.10.)

3. 수행원
Bradley 에너지부 국제문제담당 차관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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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KODECO ENERGY(주)의 인도네시아 서Madura
유전 공동개발, 1985-86

| 86-103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4 / 1~87(87p)

1. 동력자원부는 1985.3.20. KODECO 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서마두라
광구의 향후(1985~1987.4월) 탐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외무부에 심의 의뢰함.
동 안건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허가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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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탐사사업은 물리탐사 2,000km, 탐사정 9개공 및 평가정 9개공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이에 따른
KODECO측 부담액 중 석유개발기금의 지원은 기금 지원 방향에 따라 매년 결정하고 나머지 소요자금은
KODECO 자체에서 조달

2. 1985년 마두라 유전 화재사고 관련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KODECO는 1985.3.27. 마두라 유전 KE-2B3 Well에서 석유 생산을 위한 작업 중 가스 누출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음을 대사관에 통보

- 인명피해는 없고 사고 원인 조사 중
1985.3.30. 조사 결과, 보수작업 시추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ZAPATA 회사 측은 압력이 예상 외로
강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재국 관계 당국은 금번 사고를 강력한 가스 압력에 의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으나 ZAPATA측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

- 인도네시아측에서는 해상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KODECO측은 주재국 관계 당국과 협조,
사고해역 주변에 오염방지 장치 설치 중
1985.4.8. 사고 Well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진압

3. 본 문건에는 KODECO 작성 마두라 현장생산 및 시추현황 보고서, 1985.9.27.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거행된 마두라 유전 원유생산 기념식(최상섭 주인도네시아대사 및 최진석 동자부 자원정책실장 참석)
관련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이라크산 원유 도입, 1984-86

| 86-103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75 / 5 / 1~64(68p)

1. 1985~86년간 이라크산 원유 도입 추진 경위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5.10.22. 주재국 석유판매공사(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 SOMO)
Salman 사장을 면담한바, 동 사장은 1985.9월 제2차 공동위에서 원유 도입 협의를 위한 실무
교섭을 연내 개시키로 합의했다고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서울이나 바그다드에서 실무교섭을 추진
하는 데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

- 주한 이라크총영사는 11.13. 외무부 중동국장 면담 시 연내 이라크산 원유 수출 협의 개시 요망
외무부는 1985.12.12. 이라크산 원유의 상업적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한국 측 교섭창구로 경인
개최할 것을 희망함을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통보
Al Chalabi 이라크 석유성 차관은 1985.12.29. 주바그다드총영사관 부영사 면담 시 동 실무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할 것을 본국 정부에 건의토록 당부

- 외무부는 1986.1.8. 유동적인 국제 원유시장 상황에 비추어 양측 간 실무 레벨에서의 협의 없이는 원유
도입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립이 어려우며 한국 정유 회사들이 주재국을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이라크 측
실무대표가 방한하여 경인에너지 측과 직접 협의하는 방안을 교섭하도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
상기 SOMO 실무대표 2명이 1986.2.17.~18. 방한, 경인에너지 등 한국 정유 회사들과 협의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6.1. Salman SOMO 사장이 6.3.~7. 방한, 경인에너지와의 원유도입
계약에 서명하고 현대건설과도 공사대금 원유 수령에 관한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

2. 1984~85년간 Chalabi 이라크 석유성 차관 방한 추진 경위
동 차관은 1984.2.7. 주바그다드총영사관 건설관 면담 시 5월경 방한 의사 표명

- 1985.1.24. 이봉서 동자부차관 명의 방한 초청장 발송
- 2.13. Chalabi 차관은 초청 수락 답신 발송
동자부는 1985.3.18. 동 차관의 3.24.~29. 방한 일정을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통보

- 동자부차관, 해외건설협회장 예방, 한양(주) 방문, 동자부차관 주최 만찬(3.25.), 유공, 호남정유 방문,
해협위 기획단장 예방(3.26.), 판문점, 평택 LNG 공사현장 시찰(3.27.), 삼성전자, 동아건설 방문, 건설부
장관 및 차관 예방, 건설부차관 주최 만찬(3.28.), 현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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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선정되었으며(유공과 호남정유도 교섭에 참석) 국내 정유사들은 1차 회의를 국내에서

쿠웨이트 원유 도입, 1983-86

| 86-1039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6 / 1~15(15p)

1. 주쿠웨이트대사는 1986.4.7. 주재국 석유공사(KNPC) Al Roomi 판매담당 전무가 3월 초 대한석유공사로
부터 1986.4.1.부터는 일산 3만 배럴로 감량 수입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종래 한국이 원유가
필요시 일산 15만 배럴까지 공급한 바 있다면서 종래와 같이 일산 5만 배럴을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6.5.10. 원유 감량 수입에 대한 다음 입장을 주쿠웨이트대사에게 통보함.
1114

한국의 석유 제품 수요구조는 86, 88 양 경기를 앞두고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청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저유황화, 경질화되어 가는 추세여서 고유황 중질의 원유 수입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
쿠웨이트의 우호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으나 감량 도입은 상업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민간 차원에서 논의될 대상이고 정부의 직접 관여가 어려운 실정

리비아 원유 도입, 1985-86

| 86-104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75 / 7 / 1~27(28p)

1. 대수로 공사 현장 등 한국 건설업체 주요 시공 현장 시찰을 위해 리비아를 방문한 건설부 해외건설국장은
1985.9.23. 리비아 주택성 장관을 면담했으며, 동 장관은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에 따라
10.15.경 동국 석유장관이 방한할 예정임을 언급함.
외무부는 동 방한을 다음과 같은 동자부 측 요청을 감안, 1985.12월로 연기 교섭토록 주리비아
대사관에 지시

2. 주리비아대사관은 1986.7.14. 현지 한국 건설업체에 의하면 National Oil Corporation 회장 및 Brega
International Marketing Co. 회장 등 일행 5명이 1986.8.1.경 방한, 원유 판매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
이라고 함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6.8.11. Badri 국영석유공사 사장 외 3명이 8.1.~9. 방한, 동자부, 상공부 및 건설부 장관을
각각 예방했으며 유공 등과 원유 증량 도입 문제를 협의, 다음 요지로 합의했음을 주리비아대사관에
통보
1986.9.1.~1987.12.31. 하루 3만 배럴 도입 (종래 하루 2만 배럴 도입)
도입 가격은 netback 방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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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경 방한 기간은 정기국회 기간 중으로 석유장관 영접 곤란
- 동 장관 방한은 원유 증량 도입문제 협의를 전제한 것으로 리비아 석유회사 관계자가 방한해 한국
정유사 관계자와 원유도입에 관한 구체 조건 협의 선행 필요

알라스카산 원유 도입 교섭, 1985-86

| 86-104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8 / 1~156(156p)

1985~86년간 알래스카 Cook Inlet산 주정부 소유 원유 수출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5.3.20. Sheffield 알래스카 주지사가 3.19. AP 기자와의 회견에서 Cook Inlet산
원유를 일본에 매일 5,300~5,900 배럴씩 수출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일대사관은 1985.4.4. 동 주지사가 3.18. 나카소네 수상 앞 서한에서 대일 수출에 필요한
미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견을 전했음을 보고
1116

주미대사관은 1985.4.11. 동 원유 수출을 위해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규정된
석유류 수출금지 조항을 대통령(상무장관)이 미국 국익을 위해 면제시키는 결정과 상무부가
Export Administration Act의 일부인 Supply Regulation을 waiver할 필요가 있으며 알래스카 원유
수출을 반대하는 주재국 해운업계와의 타협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주일본대사관은 1985.10.28. 알래스카 주지사가 10.25. 나카소네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원유의 대일 수출이 86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미국대사관은 1985.10.29. 백악관이 10.28. 성명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이 알래스카 Cook Inlet산
원유 생산량(일산 6만 배럴)중 알래스카 주정부가 로열티로 확보하고 있는 일산 6천 배럴에
대해 수출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음을 보고

- 상무부 관계관에 의하면 동 결정은 주로 일본,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동국들과의 무역수지 개선, 안보 협력 측면 등도 고려

2. 주미대사관은 1985.11.1. 국무부 에너지 소비국가 담당관이 동 원유 수출 대상국에 일본, 대만과 함
께 한국을 포함키로 결정하였으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동 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토록 조치했
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동자부는 1985.12.6. 미국의 동 원유 수출 추진 정책 방향 및 일본과의 거래 협상 추이를 관망하면서
민간 상업 베이스로 경제적 원유도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1986.6.25. 미 상무부가 6.4. 연방정부 고시를 통해 동 원유 수출을 허용키로 결정했음을
동자부에 통보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6.8.29. 동 원유(일산 4,500배럴) 입찰 최종 마감일은 11.14.이며 한국 및
일본의 21개 상사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원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문제,
1986

| 86-104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75 / 14 / 1~80(80p)

1. Kohl 독일 수상은 1986.5.15.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원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함.
Kohl 수상은 상기 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대통령 앞 전문 메시지를
1986.5.22. 주한 독일대사를 통하여 송부함.
동 메시지는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국가원수, EC 집행위원장, IAEA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됨.

2. 외무부는 1986.6.4. 주독일대사관을 통하여 Kohl 독일 수상의 원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3. 1986.6월 주독일대사관은 Kohl 수상의 제의에 대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관련 국가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나 IAEA의 테두리 내에서 회의 개최 추진 입장이 지배적임.
동 제의는 1987.1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의 정치 공세를 무마하고 독일에 건설되는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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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대통령 답전을 전달함.

Las Palmas를 기지로 한 대서양 어장 조업,
1981-86

| 86-1043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15 / 1~198(198p)

1. 수산청이 1982.10월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수립한 라스팔마스 어업기지 대책은 다음과 같음.
어업기지 확보

- 스페인과의 어업협력 관계 개선 촉진
기존 어장 확보

1118

- 모로코 어장 진출 선박은 합작 및 타 어장 이동 지도
- 모리타니 어장은 민간에 의한 단체 입어 교섭 추진
- 적정 입어 조업지도
신어장 개발 확대

- 동남 대서양 조약 수역
-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미출어 연안국 진출 적극 추진

2. 주한 스페인대사는 1986.7.23. 외무부를 방문, 한국 회사가 1984.12월~1985.5월간 라스팔마스 회사에
대한 자재 대금 약 10만 달러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귀국하였다고 하면서 동 채무 해결에 협조를 요청함.
수산청은 한국의 해당 회사로 하여금 미불된 채무를 한국상사중재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함.

한·앙골라 어업협력, 1983-85

| 86-1044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16 / 1~158(158p)

1. 외무부는 1985.8월 대앙골라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앙골라와의 수산 분야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다음 사항을 검토함.
앙골라 루안다 항의 대서양 연안 아프리카 어장 기지화 가능성
앙골라 정부와의 직접 계약에 의한 입어 확대
앙골라 정부 어업 관계 정부인사 방한 초청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5월 이래 주가봉대사를 통해 주가봉 앙골라대사와 교섭하여 삼방수산의
1985.8월 앙골라 수산부는 주가봉 앙골라대사를 통해 삼방수산의 입어 신청 문제를 1986년 초에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함.
주가봉 앙골라대사는 1985.12월 일시 귀국 시 앙골라 수산부, 당 서기국 등 관계 요로를 접촉한
바에 의하면 삼방수산의 앙골라 진출 추진 건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생산총괄담당 당서기장의
서명만 남은 상태라고 주가봉대사에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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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조업을 추진함.

한·가나 어업협력, 1986

| 86-10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17 / 1~6(6p)

1. 동원수산은 수산청에 가나와의 어업협력 사업용 어선 도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함.
2. 이와 관련, 주가나대사관이 외무부의 관련 사항 조사보고 지시에 따라 1986.3월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원수산과 SOLI Fisheries Ltd. 간의 계약에 따라 동원수산 트롤 어선 2척에 대한 가나 정부로
부터의 입어 허가 취득은 가능함.
1120

SOLI사의 신뢰성은 아프리카 원주민의 특성과 같이 동원수산과의 어획량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원양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외국 어선 조업 등에 관해 가나 정부는 자국 수산자원 보호육성 정책으로 신규 입어 허가 또는
신규 어선 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트롤 허가가 있었던 회사는 외국에서 선박 도입 또는
용선 시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함.
가나 어장에서는 그간 오징어 등 고급 어종이 다량 어획되었으나 최근 서부아프리카 전역의 이상
기온 현상 등으로 어획이 부진한 실정임.

- 그러나, 여타 서부아프리카 연안의 어장에 견주어 보면 비교적 양호함.
한국 어선 진출과 관련, 비상시 한국 업체 보호책이 선결 요건임.

한·기니 어업협력, 1985-86

| 86-104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75 / 18 / 1~34(34p)

1. 주라스팔마스총영사는 1986.3. 기니 입어 대책으로 기니 수역 입어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민간 어업협정 추진을 건의함.
2. 이에 대해, 수산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므로 출어 업계가 현지 상황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현행 개별 입어 방식을 계속키로 하였다고 1986.5월 외무부에 통보함.
한국 단독으로 교섭창구를 일원화할 경우, 입어료 인상 억제 등 실익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없음.
원조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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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단체가 기니 정부에 민간 어업협정 체결을 제의할 경우, 기니 정부의 과도한 경제

한·이란 어업협력, 1985-86

| 86-104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5 / 19 / 1~100(100p)

주이란대사관은 1986.10월 이란에 진출한 한국 수산회사들의 출어 및 어획 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삼원어업(1986.1~4월)
출어 횟수: 5회
출어 척수: 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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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공급량: 997톤

2. 대왕수산(1986.5~9월)
출어 횟수: 3회
출어 척수: 1척
어획물 공급량: 337톤(대왕수산 인수량 690톤)

3. 아프코통상(1986.5~9월)
출어 횟수: 7회
출어 척수: 4척
어획물 공급량: 840톤(아프코통상 인수량 585톤)

4. 기타
진출 수산회사의 이란 주재 기지장들에 의하면 공급 의무량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주이란대사관은 대왕수산, 아프코통상 등 한국 수산회사와 이란 측 간의 계약 변경 문제와 관련
하여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회사와 협조함.

| 86-1048 |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V.4 수산청장 회의. 서울, 8.8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75 / 24 / 1~172(172p)

1. 한·일 수산청장회의가 1986.8.8.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강영식 수산청장 등 13명 참석
일본 측에서는 사다케 수산장관 등 7명 참석

- 동 장관 일행은 1986.8.7.~9. 방한

2. 상기 회의 시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일 어업관계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일본 측 설명

제주도 및 북해도 조업 자율규제

- 한국 측: 1983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현행 조업수준 유지 필요
- 일본 측: 1983년 합의사항의 단순한 연장은 불가
서일본 수역에 관한 일본 측 설명

- 서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배제 의도는 없음.
- 조업 규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 준수가 필요하나 현재의 기국주의 제도로는 불충분하므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강화되어야 함.
금후 실무협의 의제

- 한국 측: 제주도 및 북해도 자율규제 문제는 우선적인 해결 필요
- 일본 측: 북해도 뿐만 아니라 서일본 수역문제도 동시에 협의, 1986.10월말까지 해결토록 노력

3. 상기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일본 측은 200해리 문제 또는 협정개정 문제보다는 제주도 및 북해도 자율규제 만료를 계기로
북해도 뿐만 아니라 서일본 수역에서의 양국 간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 수립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측으로서는 현행 협정 체제하에서 상대적 어업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서일본 수역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 현행 협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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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한·일 어업협정과 1983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조업 자율 규제만으로는 현재의 양국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데 불충분
-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전반적인 어업관계 재검토하에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1985-86

| 86-104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76 / 7 / 1~41(41p)

1. 주모리타니대사는 1985.7월 대모리타니 수산협력 확대 방안을 건의한바, 이에 대한 수산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송출회사 또는 원양 업계 주재원 모리타니 상주

- 대부분 원양 업계 주재원들이 라스팔마스에 상주하고 있고 선수품, 선식품 등을 라스팔마스에서 공급
하고 있어 현재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
모리타니 선박 수리소 건설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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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업체를 물색, 참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나 모리타니 정부의 구체적인 건설계획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모리타니 수산장관 방한 초청

- 어업실무회담 대표단의 모리타니 방문 시 협의 예정임.

2. 주모리타니대사는 1986.9월 및 1986.12월 주재국 수산장관을 면담, 양국 간 현안 사항을 협의함.
수산장관 방한

- 동 장관은 업무 폭주로 기 예정된 소련, 루마니아 등과의 회담 일정도 순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1987년
초에 방한 문제를 재협의하자고 함.
한국 어선 2척의 연장 허가

- 주모리타니대사는 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어 허가장 발급이 거부된 한국 입어선 2척에 대해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함. (모리타니 정부는 동 어선 2척에 대해 1986.12.23.자로 6개월 연장 허가장 발부)

한·멕시코 어업협력, 1986

| 86-105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6 / 8 / 1~52(52p)

1. 주멕시코대사는 1986.8월 현재 한국 수산업체의 멕시코 수역 입어 현황과 관련, 덕수물산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선박 당월 15,000달러 상당의 입어료 지불 조건으로 입어 허가를 받아 멕시코 수역 N29도
이남에서 트롤선 3척이 조업 중이라고 보고함.
2. 멕시코 수산업 조합은 1986.11월 주멕시코대사를 통해 멕시코에서 어획된 조기를 한국에서 단순
수입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 기업이 동 조합과 합작회사 설립 시 동 합작회사 명의로 한국으로 수출이
수산물의 단순 수입은 한국 연근해 어업보호를 위하여 극히 제한됨.

- 특히, 조기 종류는 가격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순 수입이 불가함.
합작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어획물은 전량 수출을 원칙으로 함.

- 합작 업체의 경영 개선을 고려 현지 소비 또는 제3국 수출이 어려운 일부 어종에 한하여 국내 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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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바, 이에 대한 수산청의 회답은 다음과 같음.

뉴질란드 조업어선(태창 83호) 몰수사건, 1984-85

| 86-105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6 / 9 / 1~73(73p)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10.15. 태창수산 소속 태창 83호가 Tasman Bay 부근에서 어획을 전재 중
뉴질랜드 수산 당국에 의해 9.22. 초과 어획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을 보고함.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초과 어획 및 어획량 허위보고 혐의 기소되어 1984.12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벌금(NZ 18,400달러)을 부과받고 동 선박은 몰수·공매 처분됨.

2. 이와 관련, 외무부 경제국장은 1984.12.28.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면담, 양국 간 어업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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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어선이 소유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3. 태창수산 소속 태창 83호는 1985.6.24. 위치 허위 보고, 어획량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뉴질랜드 수산
당국에 적발되었으며, 8.7.~9. 뉴질랜드 정부 및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주뉴질랜드대사 및 외무부에
각각 같은 선박에 의한 불법 조업 재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1985.8.8. 태창 83호 선장은 다음 혐의로 기소됨.

- 1985.6.24. 정오 위치 허위 보고, 어획량 기록일지 허위 기재, 주간 어획량 허위 보고
1985.8.27. 태창 83호 선장은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뉴질랜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NZ 3,500달러의 벌금 부과
- 동 유죄 판결로 태창 83호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몰수됨.
1985.9.4. 뉴질랜드 정부는 행정조치로 NZ 1,25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4.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8월 다음의 조치를 취함.
외무부 경제국장은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면담, 이러한 사건의 재발에 유감을 표시한 후, 동 건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85/86 어기 어획 쿼터 배정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호의적
배려를 요청함.
주뉴질랜드대사는 주재국 외무부 부차관 앞 서한으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조업위반 한국 선박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함.

한·페루 어업협력, 1985-86

| 86-105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6 / 10 / 1~48(48p)

1. 1985.11.27. 및 12.5. 수산청은 KOTRA 리마 무역관이 페루 수산청으로부터 한국과의 수산업 협력을
공식 제의 받음에 따라 희망 업체를 조사한바, 동아제분, 사조산업, 오양수산, 덕수물산, 동원산업
등 5개사가 참치 연승 및 트롤 어선의 입어를 희망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2. Fernando Chaparro 페루 수산공사 회장이 1986.3.30.~4.1. 방한하여 양국 간 수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함.

수산청은 중고 어선은 수입하는 실정이라 수출은 어렵다고 회신함.

4. 주한 페루대사는 1986.4.30. 및 5.2. 농수산부장관 및 수산청장을 각각 면담, 페루의 어업 현황을 설명하고
한·페루 간의 어업협력 희망을 피력함.
5. 주페루대사는 1986.6.13. 페루 수산청에 한국 어업사절단 방문 문제를 협의한바, 페루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7월 중 어업사절단 접수는 문제가 없으나 양국 간 어업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구체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
페루 정책 상 입어료 지불에 의한 조업은 지양
합작 투자에 의한 진출은 환영하여, 20% 이상의 페루인을 승선시켜야 함.

6. 외무부는 1986.7.21. 주페루대사에게 단순 입어가 불가하다는 페루의 수산정책에 비추어 실익이
없으므로 교섭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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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루 수산장관은 1986.4.11. 주페루대사에게 중고 냉동어선 2척 구입을 희망함.

한·수리남 어업협력, 1986

| 86-105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중미과

MF번호

2016-76 / 11 / 1~83(84p)

1. 수리남 진출 한국 수산업체들은 1986.9월 수리남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으로의 외환 집중 조치로
인해 판매 대전의 송금 지연 또는 송금 불능 상태가 초래되어, 수리남에 진출한 한국 새우 트롤 어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함.
2. 주수리남대사는 1986.10월 주재국 국가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농축산장관 등을 면담, 상기 한국 진출
업체의 우려를 전달하고 동 조치가 한국 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1128

이와 관련, 주수리남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모든 어대전이 중앙은행에 입금되고 동 중앙은행이
이를 집행하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함.

Falkland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문제 1985-86

| 86-105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6 / 12 / 1~204(204p)

1. 영국은 1986.11월 포클랜드 중심 반경 150마일 어업보존 수역 내 조업규제법을 제정하고 한국에 대해
다음 내용의 조업규제를 제의한바,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한국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음.
영국 측 제의 내용

- 1987년도 조업을 위해 영국 정부의 허가 필요
- 1987년도 조업을 위한 정부 간 합의 필요
- 입어료 지불
- 1986.12.5.까지 조업허가 신청서 접수
- 한국 업계는 1987년에도 1986년 수준(56척이 28척씩 2교대)의 조업을 희망
- 조업 중단 시 서남대서양 오징어 출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원양업계의 도산 우려
- 동 수역 내 조업을 위해 영국과 교섭 시 아르헨티나와 외교적 마찰 우려
정부의 대책

- 영국 정부가 선포한 포클랜드 주변 어업보존 수역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중립 견지
- 한국의 포클랜드 주변수역 출어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계속하는 방안 강구
- 원양협회 중심의 민간 교섭단을 조기에 파견

2. 한국 원양업계 중심의 민간 교섭단이 1986.12.11.~16. 포클랜드 런던사무소, 영국 외무부, 농수산부
대표와 다음 사항에 관해 교섭함.
1987년 어기 입어 허가 어선 증척, 입어료 하향 조정, 입어하지 않은 기간분의 입어료 불지불,
윤번제 입어 허용, 안전조업 협조

3.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6.12.31.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 다음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요청 사항을 전달함.
6척의 트롤 어선을 포함한 51척의 조업 신청 선박 모두에게 조업 허가를 해 줄 것을 바라는
한국원양협회의 긴급 요청을 영국 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람.
원양회사들은 입어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이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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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소련의 한국 어선 어획활동에 대한 항의, 1986

| 86-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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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구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6 / 13 / 1~111(111p)

1. 오스트리아 외무성은 소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이 소련에서 발원하는
연어를 어획하는 것에 항의하는 다음과 같은 소련 측 메시지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1986.8.26.
전달해 옴.
소련은 자국의 관계법령 및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소련 하천에서 성장한 회기성 어종이
공해에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
회기성 어종에 대한 소련 경제수역 밖에서의 타 국가의 영업적 어획 활동은 소련과 체결한 조약에
1130

의해서만 가능함.
소련 당국은 1986년 6월 및 7월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 활동을 발각함.
한국 어선이 소련에서 발원한 연어를 어획한 것을 불법으로 보며, 이러한 어획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함.
이러한 어획 활동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어선의 정선, 나포, 벌금 부과, 손해배상 요구,
선박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것임.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6.8.17. 주재국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하여 소련 측의 항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련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은 1983.3.14.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 관련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소하성
어족의 보존 문제에 대해 응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북태평양의 해당 수역에서 1986년 6월 및 7월 한국 어선들의 연어 어로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음.
소련 정부가 한국 선박의 어로 활동 일자, 위치, 선박명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한국 정부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것임.
향후 예기치 않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련 측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66조
의 취지에 따라 북태평양 소련 측 경제수역 외측 한계 이원 공해상의 소하성 어족 어획 문제에
관하여 소련 측과 상호 수락 가능한 방법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
소련 측의 신속한 회신을 기대함.

3. 오스트리아 외무성은 소련 측에 전달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소련 측이 한국 측에 회신할
사항이 있으면 주소련 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1986.10월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통보해 옴.

한·미국 어업협력, 1986. 전2권, V.1 1986(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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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6 / 14 / 1~245(245p)

1. 어획 쿼터 할당
1985.12.31. 미국은 BSA 해역(배링 및 알루션 수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86년도 최초 어획쿼터로
33,462톤을 할당함.

- 어획 배분 비율은 85년도 22%에서 17%로 하향 조정
이후 양국 간 쿼터 증량 교섭 및 추가 할당으로 86년도 쿼터 총량은 116,162톤이 됨.
1986.12.31. 미국은 BSA 해역의 87년도 최초 어획쿼터로 7,079톤을 할당함.

수산청 차장은 대미 어획쿼터 확보 교섭을 위하여 1986.2.24.~3.1. 미국을 방문함.

- 미국 수산청 차장, 국무부 차관보, NOAA 처장, 알래스카 출신 상·하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 수산청 차장은 방문 결과 보고에서 미국의 외국 어선에 대한 허용 어획량(TALFF)은 연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수산청 어업진흥관은 대미 어획쿼터 증대 교섭 등을 위하여 1986.8.21.~24. 미국을 방문함.

- 미국 수산청 차장, 국무부 부차관보 등을 면담한바, 미측은 한국의 쿼터 확대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
하겠으나, 한국 측이 요구하는 15만 톤 할당은 어렵다고 하고 미국산 수산물의 실질적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를 요망함.
수산청장은 87년도 대미 어획쿼터 및 한·미 공동어업 사업 물량 확보를 위하여 1986.12.2.~6. 미국을
방문함.

- 미국 수산청장 등 수산청 관계관, 국무부 차관보 등 국무부 관계관을 면담함.
- 양측 간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87년도 어획쿼터) 한국 측이 86년 수준(11.2만 톤)으로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측은 87년 TALFF는 전무
하거나 86년(58만 톤)의 절반 수준인 30만 톤 정도일 것이라 하고 한국으로서도 공동사업 계속 추진,
합작투자로 이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87년도 쿼터 수수료) 한국 측이 선도 가격의 35%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한 데 대해, 미측은 수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한국 측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함.
·(87년도 공동사업 물량) 한국 측이 75만 톤 확보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측은 현 시점에서 국별 사업 물량은
불분명하다고 답변
·(수산물 교역) 미국 측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증가에 관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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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획 쿼터 확보 교섭

한·미국 어업협력, 1986. 전2권, V.2 1986(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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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6 / 15 / 1~154(154p)

1. 한·미 수산물 교역 협의회가 1986.6.13.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이종휘 수산청 차장 등 5명, 미국 측에서는 Billy 수산청 무역담당관 등 4명이 참석함.
동 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명태 수입자유화, 명태 수입 기본관세 인하, 한·미 간 실질적 합자투자 현황, 수입협의회 기능 등
동 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호응,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86 어획쿼터 20만 톤 배정을 요청함.
1132

2. 수산청은 1986.10월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87년도 미국 수역에서 입역할 한국 선박의 입어 허가 신청서
및 한·미 공동사업 신청서와 87년도 대미 어획 쿼터의 해역별·어종별 요청량 등을 미국 관계 당국에
제출함.
3. 수산청은 북태평양 오징어 자원의 분포 이동과 자원량 파악을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시험조사선을
현지에 파견, 1986.7.1.~8.25. 어장 조사를 실시함.
4.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이 1986.7.9.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오징어 유자망 어선인 한국의 진흥수산 소속
진흥1호를 검색하여 연어와 물개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 수산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를 미국 국무부에 통보함.
진흥1호에 대한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1986.8.5.까지 동 선박이 부산항에 지급 회항하도록
조치함.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여사한 위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벌할 계획임.

우루과이 어업시헙조사사업 참여, 1986

| 86-105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6 / 16 / 1~32(32p)

1. 우루과이 수산청은 1986.5월 연안 어업의 다종화 개발계획에 따라 동국 12마일 영해 내에서 오징어류
자원 조사 사업에 착수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한국 업체가 있을 경우 통보해 주도록 요청함.
2. 한국에서는 덕수물산 소속 어선 빅토리아 601호가 동 어업 시험조사 사업에 참여한바, 동 선박은
1986.8.10. 출항함.
한국 선원 23명, 우루과이 선원 10명, 우루과이 수산청 감독관 3명 등 총 36명이 승선함.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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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빅토리아 601호는 우루과이 수산청과 계약한 시험조사선 2척 중 1척임.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0차. 동경,
198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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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20차 정기 연차회의가 1986.2.20.~22. 동경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한국 측에서는 이종휘 수산청 차장 등 15명 참석
일본 측에서는 사이토 다츠오 수산청 차장 등 46명 참석
1134

2. 주요 토의 의제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심의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처리상황의 보고
양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방침에 관한 심의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체결 교섭 촉진을 위한 심의
기타 협정 수행에 관련되는 제 문제에 관한 심의

3. 특기 사항
특정 해역 및 군사분계선 내 일본 어선 조업규제 문제

- 일본 측은 특정 해역이 공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한국의 특수 현실을 감안하여 자국 어민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일본 측은 특정 해역에 대한 상세 지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문제

- 일본 측은 금번 회의에서 제3차 안을 정식 제의하고, 그 개요를 설명
- 일본 측은 또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1986.3월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4. 한국 대표단이 건의한 대책은 다음과 같음.
특정 해역 내 일본 어선 출어 규제

- 안보 현실상 필요불가결할 경우 법적 근거 정비 필요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한국 측 대안 작성
- 1986.3월중 서울에서 실무자 협의 개최 추진

한·일본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위원회,
제8-9차,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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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차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가 1985.4.29.~5.4.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에서는 건설부 수자원국장 등 15명, 일본 측에서는 건설성 하천국장 등 10명이 참석함.
주요 협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일본 대표단은 회의 참석 이외에 낙동강 하구언을 현지 시찰하고 다음 일정을 가짐.

- 과기처, 건설부 방문
- 충주댐, 대청댐, 산업기지개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찰

2. 제9차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가 1986.4.20.~26. 동경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에서는 건설부 수자원국장 등 11명, 일본 측에서는 건설성 하천국장 등 20명이 참석함.
주요 협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 한·일 양국 간 하천 및 수자원 관련 기술협력체제 수립 방안
- 수자원 행정과 관련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교환 등 추진 방안 모색
- 1986년 공동 연구과제 발표(한강종합개발사업 포함)
- 1987년 공동 연구과제 선정
한국 대표단은 하나의 수계에 여러 개의 다목적 댐이 건설된 하천의 댐 통합관리 체제를 현지
시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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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공동 연구과제 발표
- 1986년 공동 연구과제 선정
- 기술정보 교환
- 현장 시찰 및 기술 협의

한·뉴질란드 어업회담. Wellington, 1986.6.30-7.1

| 86-106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7 / 3 / 1~84(84p)

1. 한·뉴질랜드 어업회담이 1986.6.30.~7.1. 웰링턴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수산청 국제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6명의 대표단, 뉴질랜드 측에서는 농수산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석함.

2. 상기 어업회담에서 토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뉴질랜드 어업협정 연장
1136

- 현행 협정의 자구 수정 없이 각서교환을 통해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
86/87 대한국 쿼터

- 86/87 대외국 총량 쿼터는 85/86 어기 쿼터보다 10% 감축 예정
- 외국에 대한 쿼터의 한국, 일본, 소련 간 배분은 당사국과의 수산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정무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될 것으로 전망
ATQ(Annual Transferable Quota) 시행

- 86/87 어기부터 한국, 일본, 소련 등 쿼터 접수국은 상호 교환 가능
입어료 산정 기준 변경

- 빠르면 86/87 어기부터 입어료 산정 기준을 종래 수역 쿼터량에 따른 쿼터료 산정에서 어종별 쿼터료
산정으로 변경 예정

관민 어업사절단 멕시코 및 미국 방문, 1986.8.16-25

| 86-106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77 / 4 / 1~100(101p)

1. 수산청 어업진흥관을 단장으로 한 관·민 어업 실무 교섭단이 1986.8.17.~20. 멕시코를 방문한바,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수산부 장관 및 차관 면담, 수산부 관계국장들과 실무 교섭
주요 협의 사항

사절단 관찰 사항

- 멕시코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어업기술의 낙후, 선원들의 태만, 기업
경영기술 미숙 등으로 수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임.
- 멕시코와의 어업 협력사업 추진 시 과도한 자본투자는 피하고 기술집약적 협력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멕시코의 수산공사 소유 참치 어선의 공동 경영 사업과 은대구 어장 공동 조사 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동 교섭단은 멕시코 방문 후 귀로에 1986.8.20.~24. 미국을 방문, 국무부 및 상무부 관계관을 면담하
고 어획쿼터 증량 배정 등 현안 문제를 협의함.

11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어업협정 체결 문제) 멕시코 측은 양국 간 실질적인 어업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이 협력사업에 진전이
있을 때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방침이라고 함.
- (어업협력 사업) 양측은 멕시코 수산물생산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6척의 어선을 이용한 양국 간 어업
합작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함.
- 기타 수산 기술협력 문제와 수산 정보·통계 교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함.

Giambruno, Alberto 우루과이 수산청장 방한,
1986.10.17-20

| 86-106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77 / 5 / 1~22(22p)

1. Alberto Giambruno 우루과이 수산청장이 한국-우루과이 외상회담 계기에 1985.11.5.~8. 방한하였으며,
1985.11.7. 수산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수산 분야 협력에 관해 협의함.
2. Alberto Giambruno 우루과이 수산청장은 수산청장의 초청으로 1986.10.17.~20. 재방한하여 양국
간 수산 분야 협력에 대해 협의함.
우루과이 수산청장 초청 목적
1138

- 우루과이 수산 행정 책임자인 동인의 방한을 계기로 우루과이 수역에 시험조업 중인 한국 어선의 조업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 간 어업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함.
방한 일정

- 10.17.(금): 수산청장 면담 및 만찬
- 10.18.(토): 대우(주) 방문
- 10.19.(일): 관광
- 10.20.(월): 대우와의 사업 상담
양국 수산청장 면담 요지

- 한국 측은 한국 어선들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 이용 등 우루과이 측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대우(주)의 우루과이 수역 진출을 위한 우루과이 측의 협조를 요청함.
- 우루과이 측은 몬테비데오 항의 제반 시설을 확장하였으니 앞으로도 한국 어선들이 더 많이 이용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대우(주)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Kaltongga, Richard 바누아투 수산청장 방한,
1986.8.3-7

| 86-106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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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바누아투 외무성은 주피지대사관 앞 전문(1986.7.1.)을 통하여 Kaltongga 수산청장 및 수행원 2명의
방한을 알려 오면서 일정 주선을 요청함.

2. 방문 결과
방한 기간: 1986.8.3.~7.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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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청장 예방 및 오찬, 원양어업협회장 예방(8.4.)
- 수산진흥원장 오찬, 남양어망, 오양수산, 공동어시장 등 방문(8.5.)
- 현대조선 시찰, 경주 관광(8.6.)

서호주 Ord강 유역 개발사업 합작투자, 1982-85

| 86-1065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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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호주 지역 농업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임.
1. 사업 추진 경위
1982.2월 Old 서호주 농무장관 일행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예방하여 다음과 같은
서호주 북부 Kununurra Town의 원당 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제의하고 민간 차원에서
한국 업체의 추천을 희망함.
1140

- 위치: 서호주 Kimberly 지역 Kununurra
- 총 면적: 16,000ha
- 원당 생산: 연 105,000톤
- 총 사업비: 1억2천만 달러
- 합작선: 호주(Wesfarmers), 영국(BAI), 한국(한양)
1982.3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원당의 해외개발 수입 측면과 향후 이에 따른 이민 문호의 확대를
기대하여 호주에 조사단을 파견함.

- 동 조사단의 답사 결과가 1982.7월 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1982.10월 3개국의 민간업체(호주
Wesfarmers, 영국 BAI, 한국 한양)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합의함.
1983.1월~1984.10월간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 조사 참여 업체들은 동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업 참여를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함.

2. 외무부는 1985.1월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서호주 식량자원 개발 추진 관련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한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및 농수산부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타당성 조사 실시 이후인 1985년 초 현재 동 사업 추진이 보류 또는 관망 상태에 있음.
현재 서호주 정부 자체가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서호주 정부가 처음 협의 당시에는 자유당에서 타당성 조사 실시 기간 중 노동당 정부로 교체되어
정치적 문제가 내포됨.
- 서호주 정부의 원당 생산이 연방정부가 제정한 원당법에 저촉되어 조정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듦.
한국 측 참여 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이 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동원할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생산물 수입 시 국내 원당 수입선의 쿼터가 재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

한·캐나다 농업협력, 1985-86

| 86-106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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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4.5.8.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그간 한·캐나다 양국 간에 수의사,
교수 및 자연과학자의 상호교환 방문과 유전학적인 재료의 교환 등을 통하여 양국 간 농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 증진을 이룩하였음을 지적하고, 캐나다 농무성의 요청에 따라 한국 농수산부와
캐나다 농무성 간에 다음 내용의 농업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의함.
양해각서의 목적

- 농업기술 분야의 협력과 기술교류 및 양국 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물 교역 촉진 등을 기하고,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함.
- 농업 분야의 전문가, 학생 및 훈련생 상호 교류
- 농작물의 유전자원, 종자 및 생물자원 교환
- 유통정보, 경제정보 및 과학기술정보 교환
- 농산물의 검사, 검역 및 가공저장에 관한 정보 교환
협력 방법

- 양국의 농업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산하에 기술분과 위원회를 둠.
-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하고 기술분과 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함.
경비

- 공동위원회에 파견하는 대표의 경비는 각국이 부담함.
- 양해각서 내용 시행에 따른 경비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함.

2. 농수산부는 캐나다의 농업 양해각서 체결 제의에 대해 축산 분야 등에서는 양해각서 체결 필요성도
있으나 장기적인 검토 및 예산조치 등 절차가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1985.1월
외무부에 표명함.
3. Cristjanson 캐나다 소맥위원회 부위원장이 1985.11.30.~12.4. 한국을 방문함.
방문 일정

- 제분협회장, 대한제분 사장, 사료협회장 예방
- 농수산부 차관보, 축협 부회장, 대선제분 사장 예방
유종탁 농수산부 제2차관보 면담 요지

- 캐나다 측은 86년도 한국의 곡물 수입과 관련 사전 합의각서 교환을 제의함.
- 한국 측은 사전 합의각서 방식의 곡물 수입에 대하여는 금후 관련 실수요 단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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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분야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사업 추진 중단, 1986

| 86-106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6-77 / 9 / 1~78(78p)

1. 한·코스타리카 농업협력 사업이 1983.3월 Arauz 코스타리카 부통령의 요청에 따라 검토되었으며,
1985.5월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외상 간에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이 서명됨
으로써 동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계획이 다음과 같이 확정됨.
한국 채소 원예 농가 5세대의 코스타리카 송출 합의
양측 간의 경비 분담 내역 결정

- 코스타리카 측이 영농 토지대 중 5만 달러를 제공하고 이주자 주택 건립비의 50%를 융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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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측은 1985.7월 이주 대상자 선발을 완료하는 등 구체적 사업 추진에 착수하였으나, 1985.9월
코스타리카 측이 합의의사록과 상이한 추진계획(한국 측이 토지대 전액을 부담하고 코스타리카 측은
주택비 일부만 융자)을 제시한 데 이어 1986.5월 정권 교체에 따라 코스타리카 측 사업추진 주체 변경
등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동 사업추진이 중단됨.
3. 외무부는 1986.8월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등 최종 방침 확정을 위해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동
사업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토록 지시하였으며,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6.11월 다음
이유를 들어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
사업추진 주체 부재

- 동 사업은 Arauz 전 부통령의 개인적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동인의 퇴직으로 사업추진 주체의
공백 상태가 초래됨.
경제난에 따른 사업추진 능력 결여

- 외채 압박, 재정적자 누적 등 주재국 경제난으로 융자 등 조치를 수반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농업이민 대상국이 될 수 없는 주재국 여건

- 최근 주재국이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이민을 전제로 한 협력
사업은 수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4. 경제기획원은 1986.12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업 추진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함.

한[전라북도]·덴마크 간의 농업협력,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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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철권 전라북도지사는 1982.9.12.~16. 덴마크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농·축산 분야를 시찰하고 관계
인사들과 전라북도와 덴마크 간의 동 분야 협력 문제를 협의함.
2. Hasle Nielsen 덴마크 중앙협동조합 사무총장은 전북지사의 초청으로 1982.12.3.~10. 방한하여 양측
간의 구체적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덴마크 농업발전위원회(Korean-Danish Agricultural
Development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1143

제1차 전북·덴마크 농업진흥 협의회를 1983.6.20.~25. 덴마크에서 개최함.
양측은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 의정서 및 동 협의회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전라북도 대표단은 농·축산 분야 유관기관, 학교 및 업체를 시찰하고 Odense 시를 방문

4. 제2차 전북·덴마크 농업진흥 협의회가 1984.1.23. 전라북도에서 개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함.
전라북도와 덴마크의 국제 자매결연, 한국·덴마크 농업훈련센터 설립, 축산물 가공공장의
기술제휴와 합작투자의 유치, 농업기술자의 현지연수와 덴마크 기술자의 파한 지도 등

5. 제3차 전북·덴마크 농업진흥 협의회가 1984.5.9.~10. 덴마크에서 개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함.
농업기술자 덴마크 연수(장학생) 추천, 농업기술자의 덴마크 연수 추천, 새마을 지도자 등의
덴마크 시찰, 한국·덴마크 농업기술훈련센터 설치, 우유 생산 및 육가공에 대한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전라북도의 농업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6. 제5차 전북·덴마크 농업진흥 협의회가 1986.6.24. 덴마크에서 개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함.
한국 농업 연수생 덴마크 파견, 한국 농학연구생 덴마크 유학 주선, 초지 조성 사업 추진 가능성
조사, 전라북도 내 농민훈련센터 기자재 지원, 양국 대학 간 교수 교환계획, 돼지 및 가축 육종개량
사업 추진 계획, 농기구 제작기술 제공 추진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전라북도와 덴마크 협동조합 중앙위원회는 1983.2월 농업기술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농업진흥공사의 필리핀 고지 농업개발사업 참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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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공사는 필리핀 농업식량성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으로 추진 중인 고지 농업개발
사업과 관련, 필리핀 농업식량성으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승인 완료 시 동 공사
입찰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초청을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1986.10월 외무부와 주필리핀대사관에
알리고, 동 사업을 농업진흥공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사업명

- 고지 농업개발사업
1144

재원

- ADB 차관 자금
시행 부서

- 필리핀 농업식량성
사업 내용

- 농로의 건설 및 복구
- 관개시설의 건설 및 복구
- 영농 지원시설의 공급
- 사업 관리 및 시행에 대한 제도적인 보조

2. 외무부는 농업진흥공사가 동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주필리핀대사관이 협조하여 줄 것을 1986.10월
지시함.
3. 주필리핀대사관은 ADB 이사회가 1986.11.25. 동 사업 승인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며, ADB 한국 대표
(상무이사)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11.19. 외무부에 보고함.

자이르 농업개발사업 참여,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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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부는 한·가봉·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혼성위원회(1984.4.3.~7.)의 합의에 따라 해외 농업진출을
위한 사전 답사차 농업진흥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조사단을 1984.8.16.~9.5. 콩고민주공화국에 파견함.
동 조사단은 벼농사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 동국 농업성 차관을 면담하고
킨샤사 근교의 실험농장 3개소와 수개 지역농장을 답사하였으며, 농업성 관계국장 등을 접촉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동 조사단과 농업성의 회의 시(9.4.) 농업성이 답사한 지역의 벼농사 가능성 조사 결과를 문의한 데
대해, 동 조사단은 Gbadolite 지역이 제반 입지조건으로 보아 벼농사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

2.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농업진흥공사 농업조사단의 주재국 농장개발 예비조사(1984.8월)의 후속조치로
한국이 25만 달러 정도의 타당성 조사 경비를 부담하여 동국 농장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과 동 사업
실시를 위한 조사단 파견을 1985.6월 외무부에 건의함.
콩고민주공화국 측은 1984년 혼성위원회에서 약속한 한국의 대콩고민주공화국 농업 분야 협력이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업조사단 자국 방문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바, 타당성 조사단
파견 등 한국 측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전달함.

3.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7.22. 외무부, 농수산부, 과학기술처, 농업진흥공사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콩고민주공화국 농업개발 참여 문제를 협의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외교적 차원에서 무상원조 자금의 타당성 조사비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함.
해외협력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을 접촉하여 타당성 조사 비용의 예산 반영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부에 통보함.
농수산부는 예산 반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예산실에 제출함.
과학기술처는 전문가 파견 예산 부족으로 대외 기술공여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단 파견을 지원할
수 없음을 설명함.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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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한·미국 농산물 실무자회의, 제7-9차,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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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가 1984.8.29.~30.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교체수석대표: 임창열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대표: 변형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외 4명
미국 대표단
1146

- 수석대표: Tracy 농무부 국제문제담당 차관보
- 대표: Parker 농무부 해외농업처 처장보 외 4명
주요 의제

- 한국 농산물 수급 현황 및 도입 전망
- 1985년 대한 농산물 차관 규모 및 조건 협의

2. 제8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가 1985.9.11.~1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교체수석대표: 김광희 농수산부 양정국장
- 대표: 박상우 주미대사관 농무관 외 5명
미국 대표단

- 수석대표: Sims 농무부 해외농업처 부처장
- 대표: Parker 농무부 해외농업처 처장보 외 5명
주요 의제

- 한·미 농업 현황 및 전망
- 1986년 대미 농산물 신용도입 규모 및 조건 협의

3. 제9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가 1986.9.9.~10.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교체수석대표: 변형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직무대리
- 대표: 박상우 주미대사관 농무관 외 5명
미국 대표단

- 수석대표: Sims 농무부 해외농업처 부처장
- 대표: Piason 농무부 해외농업처 처장보 외 3명
주요 의제

- 한·미 농업 현황 및 전망
- 1987년 대미 농산물 신용도입 규모 및 조건 협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따른 세계곡물 수급동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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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6.5.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세계 곡물 수급 동향에 관한 주요 공관의 보고를
종합·분석하여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바, 동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련 곡물 생산 감소 예측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를 10~20백만 톤으로 예측

- 원전 사고 발생 전 1986년도 소련의 곡물 생산 약 180백만 톤, 수입 약 30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
1147
원전 사고로 인한 실질적 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의견
세계 곡물 공급은 미국의 비축량 50백만 톤, EC 지역 비축량 15백만 톤을 포함한 120백만 톤 이상의
비축 물량과 신작 출하로 공급 과잉 현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3. 각국의 대응책
대부분의 국가가 곡물 수급 변화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단, EC 국가 중심으로 오염 가능 농산물 수입 금지 및 오염도 허용 한계 문제는 크게 부각

4. 결론
원전 사고로 소련의 곡물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곡물 수급에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세계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1차. Washington D.C., 1986.9.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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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용 재무부장관은 1986.9.30.~10.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국제통화기금)/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바, 동 연차총회 결과 및 재무부장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연차총회 결과
세계 경제의 회복 저조 평가
1148

- IMF의 다자간 정책 감독 기능 강화 지지
- 보호무역주의 철폐 노력 촉구
- 우루과이 뉴라운드 협상 개시 환영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 멕시코 외채 문제와 관련된 IMF 지원 결정 환영
개도국 개발 및 최빈국 지원 방안 협의

- IDA(국제개발협회) 8차 재원보충 합의 접근
- 세계은행 일반증자 협상 지속
환율 조정 문제

- 기조정된 주요국 간 환율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효과 기대
-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환율 조정 없이 국내 정책 보완 촉구

2. 재무부장관 주요 활동
연차총회 기조연설

- 세계 경제 평가 및 보호무역주의 철폐 촉구
- 한국 경제 현황 및 개방화 노력 설명
- IDA 재원 보충, 국제투자보증기구, 세계은행 일반증자 등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주요 인사 접촉 및 협의

- 미국 베이커 재무장관
- 일본 미야자와 대장상
- 수리남 재무장관
- 국제통화기금 드·라로지에 총재
- 세계은행 코너블 총재
- 아시아개발은행 후지오카 총재
- 미주개발은행 오티스·메나 총재
- 미국보험회사(AIU) 그린버그 회장 등 금융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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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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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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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9.~11.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 제26차 회의 및 세계은행
(IBRD) 개발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함.
1. 대표단 구성
잠정위원회

- 박성상 한국은행 총재 외 2명
개발위원회

2. 회의 결과
잠정위원회

- 세계 경제 전망 검토
- 외채 문제 해결방안 검토
- 국제통화제도 개선 논의
- IMF의 역할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
개발위원회

- 중소득 채무국의 외채 문제 해결 방안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원 문제
- IDA(국제개발협회) 재원 보충
- 구조조정 금융제도(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SAF)
- 양허적 재원 이전에 관한 Task Force 권고 사항

3. 대표단 주요 활동
세계 경제의 회복과 중기적인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선후진국 모두의 공동 노력 촉구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국, 후진국, 상업은행 및 국제금융개발기구 등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 촉구
환율 안정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의 정책 조화 증진 필요성 강조
환율 안정을 위한 감독 기능의 효율화 촉구
SDR(특별인출권) 창출 등 그 역할 증대를 통한 국제 유동성 제도의 개선 촉구
저소득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선진국의 양적, 질적 지원의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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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재무부 제1차관보 외 2명

IDA(국제개발협회) 제8차 재원보충을 위한 회의,
제1-5차.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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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A(국제개발협회) 제8차 재원보충을 위한 회의가 1986년 중 5차례 개최됨.
IDA는 1983년 기준 1인당 GNP 790달러 이하인 최빈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 무이자 차관공여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1960.9월 설립된 세계은행의 부속기구임.
한국은 1961.5월 IDA에 가입한 이래 1973년 IDA 수혜 대상국에서 졸업할 때까지 110.8백만 달러의
수혜를 받았으며, 1986년 현재 Donor Country로서 제7차 재원보충 시(1985~87년) 9백만 달러 등
총 15백만 달러를 출연함.
1150

1986년 회의에서는 제8차 재원보충(1988~90년)의 규모 및 융자조건 변경 등을 논의함.

2. 한국 대표의 1986년 중 IDA 제8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제1차 회의(1986.1.27.~28. 파리)

- 참가 대표: 이두형 재무부 국제기구과 사무관 등 2명
- 주요 토의 사항: IDA의 역할, 재원보충 규모, 융자조건, 재원 배분
제3차 회의(1986.7.15.~16. 파리)

- 참가 대표: 이정보 주프랑스대사관 재무관 등 3명
- 주요 토의 사항: 재원보충 규모, 국별 출연 비율, 융자조건, 재원 배분
제4차 회의(1986.9.23.~25. 워싱턴)

- 참가 대표: 박유광 세계은행 교체이사 등 2명
- 주요 토의 사항: 재원보충 규모, 국별 분담, 융자조건 강화, 적용 환율
제5차 회의(1986.12.15. 로마)

- 참가 대표: 조건호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등 2명
- 주요 토의 사항: 재원보충 규모, 국별 출연 분담 및 자발적 추가 출연, 출연 비율의 증대 및 자발적 출연의
전제조건

3. IDA 제8차 재원보충회의 최종 결과(제5차 회의)는 다음과 같음.
재원보충 규모

- 기준 규모인 115억 달러 이외에 약 9억 달러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총 124억 달러 조달에 합의
국별 출연 분담 및 자발적 추가 출연

- 일본 외 5개국이 자발적 추가 출연 의사 표명
- 한국 외 8개국은 기준 재원보충 규모 115억 달러에 대한 출연 비율 증대 의사 표명
출연 비율 증대 및 자발적 출연의 전제 조건

-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은 출연 증대의 전제 조건으로 자국의 IBRD(세계은행) 지분 증대를 제시
- 한국은 IBRD 지분을 0.47%에서 0.52%로 0.05% 증대시켜 줄 경우 575만 달러 상당의 특별 출연 의사
표명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V.1 1982.11-83.2

| 86-1076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2016-78 / 2 / 1~251(251p)

1982.11월~1983.2월간 중국(구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 동향 및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의 ADB 가입 추진 동향
중국의 가입 의사 표명

중국의 가입에 대한 각국 반응

- 대부분의 가맹국이 중국의 ADB 가입 지지 의사 표명
- 일부 가맹국은 ADB 규정상 대만의 축출 근거가 없음을 들어 법적 측면의 문제 제기
- 미국은 중국의 ADB 가입은 지지하나, 대만의 축출 문제에 대해서는 ADB 규정상 대만 축출의 근거가
없고 대만의 가입이 대만 자체의 기준에 의거한 것임을 들어 축출을 반대
- 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ADB에서 대만의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이 대만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

2. 중국의 ADB 가입에 대한 한국 입장(1983.2월)
기본 입장

- ADB가 순수한 지역 금융협력 기구임을 감안, ADB 내에서 정치성은 배제되어야 함.
- 중국의 ADB 가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만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ADB
관련 규정을 존중하여 대만 축출에는 반대함.
중국 가입 동의안이 이사회나 총회 투표에 회부될 경우 입장

- 동의안이 대만 축출을 전제로 한 것일 때에는 표결에 반대하되 대만 축출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일
때에는 찬성함.
- 대만 축출 동의안이 별도 의제로 회부될 경우에는 반대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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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11.23. 중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ADB에서 대만(구 자유중국)을 축출하고 중국이
ADB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미국 정부의 지지 요청
- 이를 전후하여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역내 및 역외 가맹국에게도 협조 요청
- 1983.2.15. 중국 측은 가입을 희망하는 공식 서한을 ADB에 제출하면서 중국이 공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만을 ADB에서 축출해 줄 것을 요망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V.2 1983.3-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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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3월~1984.12월간 중 중국(구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 동향 및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의 ADB 가입 추진 동향
중국 가입 문제에 대한 ADB 비공식 이사회(1983.3.22. 마닐라)
1152

- ADB 사무국 및 가맹국들은 소극적 자세로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함.
- 1983년 연차총회(5.4.~6.) 이후에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합의함.
- 미국은 중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의 중간 입장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은 ADB 규정상 대만 축출의 근거가 없음을 지적함.
후지오카 ADB 총재 기자회견(1984.4.3. 싱가포르)

- 중국의 ADB 가입 문제는 아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번 연차 총회 시(1984.4.25.~27. 암스테르담)
주요 안건의 하나가 될 것임.
- 중국은 1983년 ADB 가입 신청을 하면서 대만의 축출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태도를 바꾸어 대만의
명칭을‘Taiwan, China’로 하는 조건으로 대만의 잔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임.
- 중국의 전제조건이 아직 명백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후지오카 ADB 총재 언급 내용(1984.12.27. ADB 임시이사회)

- 중국의 태도는 과거보다 유연성이 있어 국명, 국기, 투표권 문제 등이 타결될 가능성 큼.
- 국명은 대만을‘Taiwan, China’
로 표기하는 데 중국이 동의하는 입장이며, 대만은 그동안‘ROCTaiwan’을 희망해왔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함.
- 국기 문제는 대부분 회원국이 대만 때문에 모든 회원국 국기를 내리는 데 반대하고 대만기 자진 철거를
희망함.
- 중국의 투표권 규모가 인도보다 클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동 건은 1985.1월 이사회에서 검토될
것임.

2. 중국의 ADB 가입에 대한 한국 입장(1984.4월 ADB 연차총회 관련)
기본 입장

- 중국 가입 찬성, 대만의 축출에는 반대
타협안에 관한 입장

- 대만 축출하고 단독 가입안이 제기되었을 때는 반대함.
- 대만이 잔류 시 중국 가입을 찬성
- 대만 자진 탈퇴 시 중국 가입안을 찬성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V.3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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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6년간 중국(구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경위 및 중국의 가입에 따른 중국의
ADB 차관사업 참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의 ADB 가입 경위
1985.11월 ADB 총재와 중국 외교부장 간에 중국 가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중국(구 중공)이 중국의 유일 합법대표로서 ADB 가맹국이 되고, 대만(구 자유중국)은‘Taipei, China’
라는
호칭으로 ADB에 잔류
1986.2.17. ADB 총회 서면 투표로 중국의 ADB 가입 결정

- 총 45개 회원국 중 37개국 찬성
1986.3.10. ADB는 중국이 47번째 회원국이 되었음을 선언

2. ADB 차관사업에 대한 중국 참여 문제
ADB 측 통지 내용(1986.3.26,)

- 중국이 ADB 정식 가맹국이 됨으로써 ADB 차관자금으로 시행되는 물자 및 용역 구매 참가 자격을 갖게
되었는바, 입찰 서류 및 입찰 초청서 발급 대상자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킬 필요
- ADB 가맹국으로서 대만은 업무 목적상‘Taipei, China’
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ADB 차관자금에 관한
물자 및 용역 구매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참가 자격 국가로서 ROC 대신에‘Taipei, China’
를 사용
한국 측 검토 의견

- ADB의 통지는 ADB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함.
- 한국 내에서 시행되는 ADB 차관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허용함.
- ADB 규정에 따라 대만을 ADB 업무에 한해‘Taipei, China’
로 호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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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27. 중국이 ADB 가입 신청서 제출

ADB(아시아 개발 은행)총회, 제19차. Manila
(필리핀) 1986.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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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1986.4.30.~5.2.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됨.
1.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부장관
교체수석대표: 박성상 한국은행 총재
임시교체수석
1154

- 박영철 주필리핀대사관 공사, 심형섭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위성용 ADB 이사
대표

- 조건호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외 8명

2. 주요 토의 내용
아시아개발기금(ADF) 회의

- 1987~90년 기간 역내 최빈개도국 지원 자금으로 36억 달러 재원을 보충키로 합의
- 한국은 역내 선발개도국으로서 5백만 달러 출연 의사 표명
의제 가결

- 연차 보고서, 재무제표, 순이익 처분, 1986년 예산안 등 이사회 상정안대로 가결
- 변동환율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차관 운영규정 개정안 가결
1987년도 제20차 연차총회 개최지 결정

- 장소: 일본 오사카
- 기간: 1987.4.27.~29.

3. 대표단 활동
총회 기조연설

-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ADB 역할의 중요성 강조
-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아시아개발기금(ADF)에 대한 지속적 출연 의지 표명
- 한국의 특별증자 조속 처리 촉구
주요 인사 면담

- 후지오카 ADB 총재
- 콘로우 미국 수석대표
- 다케시다 일본 대장상
- 옹핀 필리핀 재무장관
- 기타 IMF, IBRD, IDB 등 금융계 주요인사

AFDB/AFDF(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기금)총회, 제21-22차.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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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콩고 브라자빌에서 1985.5.8.~10. 개최된 제21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제12차 AFDF(아프리카
개발기금) 공동 연차총회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함.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김재윤 한국은행 감사(부총재급)
- 교체수석대표: 한석진 주카메룬대사 외 2명
- 대표: 홍종철 AFDB 파견 재무관 외 3명
주요 활동

2.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1986.5.5.~7. 개최된 제22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제13차 AFDF(아프리카
개발기금) 공동 연차총회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함.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이강수 한국은행 부총재
- 대표: 서현섭 외무부 동아프리카과장 외 3명
- 고문: 이종환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주요 활동

- AFDB의 아프리카 경제 개발에 대한 기여도 높이 평가
- 미수교국 주요 인사 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 AFDB/AFDF 차관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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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DB의 아프리카 경제 개발에 대한 기여도 높이 평가
- 개도국 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 표명
- 1985년 IMF 서울 총회에 AFDB 회원국의 참석 권유

서부아프리카개발은행(BOAD) 대표단 방한,
1986.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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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개발은행(BOAD) 대표단이 1986.4.20.~23. 방한함.
1. 대표단 구성
방벨로 부총재
이아메오고 총무부장
팔 여신부장
1156

2. 방한 목적
한국 금융기관과의 교류 문제 협의

3. 방한 일정
장기신용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방문(4.21.)
수출입은행 및 인도 수에즈 은행 방문, 외무부 아프리카 국장 면담(4.22.)
한국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회의 참가 대표단 면담(4.23.)

4. 방한 시 대표단 요청사항
BOAD에 대한 한국의 자본 투자
BOAD에 대한 한국의 금융 관계 기술 지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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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WP6)의 한국 Liaison Group(LG)이 1986.11.13. 정식 발족됨.
OECD 사무총장이 조선분과위(WP6)의 요청에 따라 1986.5월 OECD 회원국 및 한국 대표로
구성되는 Liaison Group(LG)의 설립을 한국에 제의하고 한국이 이를 수락
LG 구성

- WP6 의장, WP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OECD 사무총장의 대표, 한국 대표
회의 개최

회의 기능

- WP6는 동 회의 결과, WP6 회원국 입장 등 제반 정보를 한국에 제공
- 한국도 WP에 제반 정보를 제고
존속 기간

- 일단 2년간

2. LG의 제1차 회의가 1986.12.18.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됨.
회의 참석자

- 한국: 정태승 상공부 조선과장 외 2명
- OECD WP6: WP6 의장(LENKH 오스트리아 OECD 대사) 외 25명
주요 토의 의제

- 수주통계 등 정보에 관한 자료 교환 및 확인
- 조선 정책
- LG의 운용 방안
LG 운용에 관한 합의 사항

- 통계 교환: 매월 및 분기별 통계 교환
- 회의 빈도: 연 1회 정식 모임, 회의 기간 연장(2일간) 및 비공식 회의 개최 가능
- 1988년 일본 WP6 회의 기회에 방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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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
- 필요시 1회 이상 개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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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에 대비한 한국 입장 수립을 위해 1986년 수집한 주요 국가들의
광고 시장 개방정책에 관한 자료임.
1. 싱가포르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이나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이나 여타
제한을 가하지 않는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1158

2. 일본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며 광고업의 경우도 전혀 제한이 없음.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 비율상 제한은 없음.

3. 브라질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을 규제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모든 외국 자본은 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 당시 통화로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투자 상한선은 전체 주식의 49%임.

4. 영국
영국 내 외국 광고 회사 설립 및 광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제한이 없음.
영국에 광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외환법규 및 이민규정이 적용됨.

5. 미국
미국 광고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
광고 규제는 주로 상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6. 프랑스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을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에 특별한 규제는 없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허가협정
가입 검토,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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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년 이후 EC를 주축으로 한 선진 제국은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국내법과 GATT의 수입허가절차협정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수입허가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한국의 동 협정 가입을 촉구함.
2. 이에 대해, 정부는 1984.10월 GATT 수입허가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한국의 무역 허가제, 수입 추천제, 외국환 은행의 개별 수입허가제가 수입허가절차협정에 저촉되나
한국의 수입 자유화율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1986년 이후 가입을 검토 예정

11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동 협정상 유보 조항 미비로 현재 한국의 가입이 어려운 실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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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5년 진행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Safeguard(긴급수입제한제도)협상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
1984.5월 워싱턴 무역장관회의에 이어 6월 GATT 내 선·후진국 간 Safeguard 비공식회의에서
Safeguard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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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6.14. Safeguard 비공식회의를 위한 쟁점별 한국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적용 기간) 가능한 한 단기간(최대 3년)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
는 기초 산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1년 연장을 인정함.
- (대응 조치: 보복 및 보상) Safeguard 조치의 자의적 남용 방지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대응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Safeguard 발동국의 산업구조 조정만으로 보복, 보상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당함.
- (산업구조 조정) Safeguard 발동국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 지도를 통해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함.
- (감시 기능) 감시기구가 Safeguard 발동국의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보완을 권고함.
- (관세장벽 활용) Safeguard 조치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 경우 GATT의
무차별원칙(MFN)이 준수되어야 함.

2. 1985년
1985.2.12. 개최된 Safeguard 비공식회의에서 브라질이 제출한 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MTN(다자간무역협상) 타입의 Code가 아니고 GATT 규정의 개정안으로 추진
- 선진국 산업구조조정의 중요성 강조
- 다자간 감시기구의 기능을 강조하여 GATT의 규율을 강화
- 현 Safeguard 위원회 재활성화
1985.3.19. 개최된 Safeguard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EC 측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선별적용원칙을 GATT 19조(자유무역원칙예외조항)에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Safeguard의 개념에 포함
시킬 수 없음.
- Safeguard 개념은 GATT 19조의 조치에 제한해야 함.
- GATT 19조의 선별적용은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무역확대를 저해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해를 끼치는 조치이므로 GATT의 무차별원칙(MFN)이 준수되어야 함.

홍콩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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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는 1986.4.16.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서의 홍콩 대표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현재 GATT에서는 홍콩의 독립적인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대신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와 같은 홍콩의 지위는 중국(구 중공)에게 홍콩의 주권이 이양되는 1997년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홍콩의 장래 문제에 관한 협상에 따라 1997년 주권이 중국에게 이양될 경우에는 중국이
GATT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바, 동 선언에“Hong Kong will be deemed to be a contracting party of GATT"라는 구절을
포함시키려 함.
동 선언이 발표된다면 홍콩의 독립적인 대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사 중국이 1997년까지
GATT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2. Hiscock 주한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1986.4.18.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에게 GATT에서의 홍콩
대표권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영국과 중국은 GATT에 있어서 홍콩에 독립적 대표권을 부여키로 합의하고 홍콩을 GATT의 체약
당사자로 간주할 것을 조만간 선언할 예정임.

- 양국 정부는 모든 GATT 회원국과 접촉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하는 중인바, 한국 정부에게도
이해를 구하고자 함.
홍콩이 영국과 중국의 선언에 의하여 GATT에서 독립적 대표권을 갖게 되는 경우 홍콩이 중국의
독립 행정구역이 되는 1997.7.1. 이후에도‘Hong Kong, China’
라는 이름 아래 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며 GATT 사무총장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함.
(GATT의 체약 당사자는 정부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GATT의 체약 당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관세지역(customs territory)도 가능하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해석이며, GATT 사무총장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음.

3. 주제네바 영국대표부는 1986.4.23.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GATT에서의 홍콩의 독립적 대표권을
선언함.
GATT 사무총장이 이를 인증함으로써 홍콩이 동일자로 정식 GATT 회원국이 됨.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도 홍콩이 1997년 이후에도 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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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국과 중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동 문제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Dunkel, Arthu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임기 연장, 19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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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nkel GATT 사무총장은 1986.2월 자신의 임기가 1986.10월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례에 따라
GATT 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원국이 원한다면 앞으로 6년간 더 재임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동인의 임기 연장에 대한 회원국의 태도를 알려 줄 것을 희망함.
2. 외무부는 1986.3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Dunkel 사무총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동의를 표명함.
GATT 내 주요 선진국 및 후진국 대표들이 Dunkel 사무총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데 대체적으로
1162

합의를 이룸.
동인은 1973년 이래 주제네바 스위스공사 및 대사로서 UNCTAD, GATT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선·후진국 간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친한적인 인사임.

3. GATT 특별이사회는 1986.5.15. Dunkel 사무총장의 임기를 1986.10월부터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
위원회,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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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는 1987.1.1.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적인 상품분류제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관세
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GATT 양허품목에 대한 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재협상 준비를 1985년부터 시작함.
2. GATT 관세양허위원회는 1985년 중 수 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H.S.의 시행을 주요 의제로 다룸.
10.28. 관세양허위원회에서는 H.S.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GATT

- GATT 제28조에 따른 재협상 준비를 위하여 14개 국가가 H.S. 관세율표를 제출함.
- GATT 제28조 협상과 관련하여 설치된 Common Data Base를 위하여 5개국이 컴퓨터 파일 초안을
제출함.
12.11. 관세양허위원회에서는 H.S. 시행 시기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1987.1.1. 시행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시행 시기 채택이 곤란하므로 1987.1.1.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GATT 제28조에
따른 협상의 진도를 보아 가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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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에 따른 협상을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음.

New Round 관련 국제토론회. New Delhi,
1985.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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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외무역연구소가 주최한‘ 신다자간무역협상과 개발도상국’
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1985.12.12.~13.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동 협상에 소극적인 인도 정부가 개도국의 세력 규합 및 공동협상
전략 모색을 위해 소집
1164

2. 의제
국제 무역 환경
뉴라운드 협상의 우선순위

3. 참석자
인도 상무차관 주재(인도 부통령이 개막 연설), 46개 개도국 대표 참석
한국 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이성주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

4. 주요 논의 사항
국제 무역 환경

- 회색조치(grey area)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증가로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 진출이 부진
-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의 적극 대처 및 참여가 필요
- 재정·금융 문제도 국제 무역 문제의 일환으로 논의 필요
뉴라운드 협상의 우선순위

- 개도국의 이익 보전을 위해 다자 무역체제의 보전이 필요
- 현재의 개도국 우대 조항은 유명무실하므로 선진국·개도국 간 비상호주의의 재검토 등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필요
- 선진국의 상호주의 및 내국인대우 주장은 개도국에 심대한 정치·경제적 영향을 초래
-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GATT 내 논의는 기존 국제질서 개편의 효과를 유발
- 개도국의 이익 보호는 뉴라운드 준비 단계에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5. 한국 대표 발언 요지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의 현실적 평가 필요성 지적
보호주의에 대한 개도국의 진취적 대응 필요성 지적
국제 환경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 한국의 뉴라운드 지지 배경 설명
한국의 자율적 시장개방 정책 설명

New Round / MTN(다자간무역협상), 1986

| 86-109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78 / 16 / 1~125(125p)

1. 미국 샌디애고에서 1986.1.16.~18. 개최된 선진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추진 문제를 토의함.
GATT의 분쟁해결 조항 강화, 천연자원, 보조금, 긴급수입제한, 위조상품 교역방지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되었으며, 참가국 간에 특별한 합의는 없었으나 상호 간의 의견을 좁히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2.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6.1.29. 방한 중인 L. Fielding EC 집행위 대외 총국장과 면담 시 뉴라운드에
관해 협의함.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외무부차관은 85년 GATT 총회 시 합의된 뉴라운드 준비 과정을 환영하며, 한국도 뉴라운드 개시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3. 태평양협력위원회(PECC) 주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86.3.20.~22. 개최된 태평양 무역 정책에
관한 연찬회에 한·미·일 등 16개 태평양 연안국 및 GATT 대표가 참가함.
동 회의 시 뉴라운드 관련 주요 토의 내용

- 태평양 연안국이 무역 자유화를 주도해야 하며 뉴라운드 교섭의 개시를 지원키로 함.
- 뉴라운드 준비과정에서 태평양 연안국이 균형 있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함.
- 뉴라운드 의제에는 선·후진국의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 GATT 체제는 유지되고 보강되어야 하며, 특히 인원 보강을 통하여 감시 기능과 분쟁해결 절차가 강화
되어야 함.
한국 대표(상공부 제1차관보) 발언 요지

- 뉴라운드의 의제는 선·후진국의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New Issues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많은 개도국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Old Issues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고 New Issues 중에도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986.7월 만료되는 MFA(다자간섬유협정)의 장래에 대한 교섭 결과가 뉴라운드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일부 선진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더 규제적인 MFA가 되지 않도록 태평양 연안국이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함.
- 급증하는 선진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는 불공정무역의 제거라는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GATT의 반덤핑 협정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료성 부족과 자의적인 국내법 운영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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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국장은 한국의 뉴라운드에 대한 건설적 자세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이 GATT 준비위원회 등에서

멕시코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관련 한·멕시코 간 관세협상,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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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제4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결정에 따른 멕시코의 GATT 가입
추진과 관련, 한국의 대멕시코 관세협상 의사를 1986.6.6. 주제네바 멕시코대표부 및 GATT 사무국에
통보함.
현재 멕시코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EC,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이며, 개도국으로서는 칠레가 협상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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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avo 멕시코 통상성 차관은 1986.6.18. 주제네바대사를 방문하고 멕시코의 GATT 가입 관련 한국과의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멕시코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함.
멕시코의 가입 협상은 1986.6.19.~20. Working Party에서 종결하고 7.15. 이사회에서 가입의정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한국과의 협상은 시간적으로 어려움.
개도국이 개도국에 대해 양허협상을 요청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며 멕시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함.
멕시코가 선진국과의 교섭에서 350여 품목을 양허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이
대부분 포함되었을 것임.
양국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개도국 간의 관세협상(GATT CPC, UNCTAD GSTP)에서 한국이
관심품목 인하를 멕시코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멕시코는 최대한 호의적으로 검토 예정
- 또한 양자 간 양허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것이니 추후 양국 간에 별도 교섭 가능

3. 주제네바대사는 1986.6.25. 주제네바 멕시코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대멕시코 양허협상 보류
의사를 통보하고 향후 GATT CPC, UNCTAD GSTP 등 협상에서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 양허 요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4. 멕시코는 1986.7.17. GATT 회원국의 2/3 이상인 62개국의 지지를 얻어 92번째 회원국 자격을 갖게 됨.
멕시코 상공장관이 제네바에서 가입 협정에 서명한 후 상원의 비준을 거친 날로부터 30일 후에
정식 회원국이 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정보
교환 회의, 1982-85

| 86-1092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79 / 1 / 1~396(396p)

1. GA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정보교환회의가 1985년 중 6차례 제네바에서 개최됨(1월,
4월, 5월, 7월, 9월, 10월).
한국은 서비스 교역에 관하여 기본 입장 정립 과정에 있었으며, 세부 사항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동 회의 참석 시 동향 파악에 주력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5.5월 개도국의 지연 작전에도 불구하고 GATT 내에서 서비스 교역 관련 토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New Round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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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의는 선진국의 페이스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
그룹회의, 1985

| 86-109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79 / 2 / 1~175(176p)

뉴라운드 준비절차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 회의가
1985년 10월 및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기간
1985.10~11월간 4차례의 고위실무그룹회의 개최
1168

2. 주요 의제
뉴라운드의 목적에 관한 검토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검토

3. 한국 대표단 및 훈령
대표단

- 주제네바대표부 박근 대사(수석대표) 및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 외 6 명
훈령 요지

-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 보전을 위해 뉴라운드 협상이 필요함.
- 뉴라운드를 통한 국제 무역상 보호주의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상 개시 전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선언 및 협상 중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추진이 필요함.
- 서비스 등 신분야(New Issues)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함.
- 뉴라운드 협상의 실질 문제에 대해 일부 강경 개도국과 뉴라운드 지지 국가 간의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중재 역할을 수행함.

4. 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을 목적으로 개최된 11.12.~13. 회의에서 사무국이 작성, 제출한 23개 항의 보고서(안)를
검토하였으나 다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어 보고서 채택에 실패함.

- 사무국이 총회에 제출키로 한 고위실무그룹회의의 요약문을 보고서의 본문에 포함시키느냐(5대 개도국)
아니면 부속문서(선진국)로 하느냐 하는 문제
- 토의된 주제 중 GATT 작업계획과 서비스 등 신분야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자는 주장(선진국)과 차등을
두고 다루자는 주장(5대 개도국)
- 보고서를 1~11항까지로만 축소, 채택하자는 입장(선진국)과 23개 항 모두를 토의하자는 입장(5대 개도국)
결국 고위실무그룹회의 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고위실무그룹회의 보고서가 아닌‘의장 명의 보고’
를
서면으로 적절히 총회에 제출키로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
수지제한위원회) 회의. Genev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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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79 / 3 / 1~63(63p)

1.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5.1.9. 개최된 GATT 국제수지제한위원회(BOP)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주제네바
대표부 재무관 참석).
회의 벽두 이스라엘 및 헝가리 대표가 자국이 국제 수지상 이유로 취한 최근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설명함.
의장은 85년도 국제수지협의 대상국의 잠정적 명단을 언급함.

- 전면 협의 대상국: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스라엘, 필리핀
- 약식 협의 대상국: 파키스탄, 브라질, 이집트, 가나, 페루, 스리랑카, 튀니지, 터키
- 칠레 대표는 국제 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 촉진 방안이 함께 협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표가 이에 동조 발언을 함.
- 의장은 이에 대해 추후 비공식 의견교환을 계속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함.

2.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5.3.22. 개최된 GATT 국제수지제한위원회(BOP)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주제네바
대표부 재무관 참석).
파키스탄과의 약식 협의에서 파키스탄 대표는 자국의 수출 주종 상품이 쌀, 원면 및 섬유 제품인바,
1984년도 미곡 흉작 등으로 국제 수지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진적인 수입자유화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EC 대표는 아직도 많은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에 묶여 있다고 지적함.
BOP의 1985년도 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 1985.10.7.~11.: 대포르투갈 전면 협의, 대이집트, 스리랑카, 터키 약식 협의
- 1985.12.2.~13.: 대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스라엘, 필리핀 전면 협의, 대브라질, 가나, 페루, 튀니지
약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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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회의에서 BOP 회의 운영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반덤핑 세미나, 서울. 1986.6.16-20

| 86-109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79 / 4 / 1~174(175p)

1. 반덤핑세미나가 재무부 주관으로 1986.6.16.~20.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세미나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세미나 내용

- 덤핑 방지 관세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각국 제도
- 각국의 운용 현황 및 운용상 세부 내용
세미나 일정(6.16.~20.)
1170

- GATT 반덤핑 협약, 호주의 조사 절차, EC의 조사 절차, 미국의 조사 절차, 여타 선진국의 조사 절차,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제도 등에 관해 해설 및 토론

2. 동 세미나 참석자는 다음과 같음.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해외 전문가 6명

- GATT(2명), EC(1명), 미국(1명), 호주(2명)
한국 측 참석자

- 관련 업계, 민간 경제단체, 연구기관 임직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 50여 명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
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 86-109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79 / 5 / 1~263(263p)

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조약이 1986.1.1. 발효함에 따라 1986.5.26.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 문제 검토를 위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EC 대표는 GATT 회원국과 사전 협상 없이 EC 확대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으나
1985.7.18. GATT 이사회, 1985.12.11. GATT 문서를 통하여 사전 통고하였으며, 일방적인 조약
체결이 GATT 24조 관세동맹규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함.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헝가리 등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른 대
스페인 및 포르투갈 수출 여건의 악화를 주장하고 우려를 표명함.

EC,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라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제3국의 대스페인 및 포르투갈 교역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함.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홍콩, 헝가리 등은 EC 확대에 따른 교역 여건 악화를 주장하고,
GATT 24조 6항에 따른 재협상 및 보상을 요구함.

3.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관한 제2차 실무회의가 1986.10.7.~8.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제1차 실무회의에 이어 EC 확대에 따른 질의답변서를 검토한 후 향후 작업 방향을
토의함.

- EC 대표는 동 실무회의의 임무는 GATT 24조2항에 입각하여 EC 확대를 전후로 제3국가들의 대EC
수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느냐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무시하고 일부 악화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EC 확대에 따른 무역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량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자료 제공을 GATT 사무국과 EC에 요청함.

4. GATT 사무국에 의하면 1986.11월 현재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세 협상을 위하여 EC에
Claim of Interest를 제 기 한 국 가 는 남 아 프 리 가 공 화 국, 칠 레, 캐 나 다, 호 주, 미 국, 콜 롬 비 아,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일본, 아이슬란드, 홍콩,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 등 14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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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관한 제1차 실무회의(Working Party)가 1986.7.8.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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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 / 농산물교역
위원회,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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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79 / 6 / 1~213(215p)

1985년 및 1986년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농산물교역위원회 관련 자료임(영어 및
불어).
1. AG/W/12(1985.3.26.)
1985.2.19.~21. 위원회 회의 결과
1172

2. AG/W/9/Rev.1(1985.7.12.)
위원회 건의서

3. AG/W/13(1985.9.4.)
1985.4.2.~3. 위원회 회의 결과

4. AG/W/14(1985.10.22.)
1985.9.17.~19. 위원회 회의 결과

5. L/5900(1985.10.25.)
1985.10.24. 위원회 채택 보고서

6. L/5981(1986.5.7.) 및 L/5981/Corr.1(1986.5.16.)
미국의 농업조정법과 관련한 연례 보고서

7. AG/W/9/Rev.3(1986.6.4.)
위원회 건의서 수정본

8. AG/W/16(1986.6.9.)
1986.4.7.~8. 위원회 회의 결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정보
교환 회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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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79 / 7 / 1~188(188p)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 회의가 1986년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7차례 개최됨.
1. 회의 개최 배경
1985년 GATT 총회에서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 회의를 개최하여 86년 GATT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토록 결정함.
1173
제1차 회의(2.6.~7.)

- 향후 작업 방향, 서비스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립
제2차 회의(3.24.~26.)

- 서비스가 경제 개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의 개념
제3차 회의(4.17.~18.)

- 서비스에 대한 통계상의 문제 및 방법론
제4차 회의(5.12.~13.)

- 서비스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교역과 다국적 기업, 정보의 국제 유통
제5차 회의(6.2.~4.)

- 서비스에 관한 다자간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제6차 회의(6.27. 및 6.30.)

- 서비스에 관한 다자간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그 동안의 서비스 정보교환 회의의 성과 평가
제7차 회의(8.29.)

- 1986.9월 각료급 GATT 총회에 제출할 권고안 작성

3. 회의 결과
최종 회의(제7차) 결과

- 의장은 서비스에 대한 다자간 조치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해 결론이 없다고 전제하고 의장 책임
하에 지금까지의 회의 경과, 각국의 평가, 금일 회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1986.9월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최종 회의 시 한국 대표(주제네바대사) 발언 요지

- 서비스 무역에 있어 쌍무주의를 지양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의 조속한 정립이 중요함.
- 서비스 협상과 상품 협상의 분리 및 개도국 우대의 적절한 반영이 필요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주요 내용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V.1 198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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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79 / 8 / 1~415(415p)

1986년 1~6월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2.12. 이사회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대한 옵서버 자격을 부여함.
멕시코의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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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
GATT 제25조 5항 관련 카리브 연안국에 대한 캐나다의 의무 면제 요청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키로 함.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키로 함.
국제수지위원회의 1985년도 이스라엘, 콜롬비아와의 협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
1986년도 예산재정행정위원회를 구성함.

2. 1986.3.12. 이사회
걸프협력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을 승인함.
섬유교역위원회 의장의 보고 관련, 홍콩 대표가 섬유 교역의 자유화를 주장함.
EC, 북구 제국, 캐나다, 스위스 등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제조 조항(미국 공법97-215
참조)이 GATT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함.

- 미국 대표는 미 행정부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국영 무역에 대한 보고 의무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칠레의 제안에 대해 캐나다 및 일본이
지지 발언을 함.
미국과 EC는 앞으로 옵서버 자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기준 설정을 위한
협의 완료 이전에는 더 이상 옵서버 가입 신청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3. 1986.5.15. 특별이사회
A. Dunkel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1986.10.1.부터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함.
그 후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절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총회 의장이 협의를 착수하여 1986년 11월
정기총회 시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함.

4. 1986.5.22. 이사회
모로코의 가입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로코의 가입 의정서 초안을 승인함.
EC 대표가 일본이 세계 동광석의 2/3를 수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키로 함.

- 한국은 동광석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동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표명에 관한 권리를 유보함.
기타 미국의 제조 조항, 국영 무역에 관한 보고 의무규정, 일본의 혁제품 수입규제, EC의 대동구권

5. 1986.6.17. 특별이사회 및 이사회
특별이사회에서는 각국이 1985.10월~1986.3월 취한 무역정책 동향에 대해 검토함.

- 한국은 1985.10월 발표한 수입자유화 조치(86~88년간)를 소개함.
이사회에서는 국제무역센터 관련 보고서, 우루과이 수입 과징금, 스위스 가입 의정서, 미국의
농업조정법안, 미국의 제조업 규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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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 수입금지 등에 대해 협의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V.2 1986.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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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79 / 9 / 1~165(165p)

1986년 7~12월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7.15. 이사회
제42차 GATT 총회를 1986.11.24.부터 3~4일간 개최키로 함.
멕시코의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 보고서 채택 및 가입 의정서 조건 승인 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1176

한국은 찬성 투표함.
EC의 요청에 따라 동광석 문제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을 설치함.
사무총장 임명 절차에 관한 총회 의장의 비공식 접촉을 계속키로 함.
중국(구 중공)이 GATT 재가입 의사를 천명함.

2. 1986.10.27. 이사회
모로코의 가입 의정서 서명 시한 연장 요청을 승인함.
불가리아가 개도국 자격으로 GATT에 가입키로 하였음을 GATT에 통보함.

- 20여 개국이 지지하였으나 미국, EC 등이 반대하여, 차기 이사회 시 다시 상정키로 함.
섬유류 교역 문제, 반도체에 관한 미·일 간 쌍무협정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3. 1986.11.5. 특별이사회
각국이 1986.4~9월간 취한 무역정책 동향에 대해 검토함.
미·일 반도체 협정, 미 통상법 제301조 등에 관해 논의함.

4. 1986.11.5.~6. 이사회
신임 사무차장(Charles Carlyle) 임명을 승인함.
튀니지 GATT 가입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됨.
불가리아 가입 신청에 따른 작업반을 설치키로 함.
섬유위원회 작업을 종료키로 함.
예산재정행정위원회의 1987년 예산안을 승인함.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조치, 일본의 어류 수입제한 등을 논의함.

5. 191986.11.21. 이사회
미국은 일본의 청어, 대구류, 수리미 수입제한에 대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EC,
캐나다 등이 이를 지지하여 11.24. 시작되는 총회에 상정키로 함.
기타 Harmonized System, 일본의 주류 수입 제한,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 제재 문제 등이 논의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
수지제한위원회) 회의. Genev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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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79 / 10 / 1~136(136p)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제수지제한위원회(BOP)는 1986.10.15. 한국에 대해 약식
BOP 협의를 개최함.
미국, EC, 캐나다, 호주는 최근 한국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환율정책 문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식 협의를 제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에
정식 협의의 필요성을 권고키로 결정함.
대한국 정식 BOP 협의 시기와 관련, 미국, 캐나다는 조속한 정식 협의를 주장하였으며, EC는
1987년 가을도 가능하다고 시사함.

가을에 정식 협의가 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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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사는 미국, EC 등 선진국의 조속한 협의 개최 주장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117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기술장벽)위원회 회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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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79 / 11 / 1~237(237p)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6년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위원회(TBT)의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3.6.~7. 개최된 TBT 회의에서는 협정의 이행 및 운용, 인증제도 관련 정보수집, 통보 관련 문서의 번역,
양자 간 표준협정의 투명성, 협정상 의무의 지방 정부로의 확대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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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5.28.~29. 개최된 TBT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협정의 이행 및 운용

- 미국, 일본,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가 협정의 이행 및 운용 사항을 설명함.
- 미국 대표는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비준을 촉구함.
인증제도 관련 정보수집

- 새로운 기술규정, 인증제도 또는 기존 규정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그 내용을 초기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채택함.
통보 관련 문서의 번역

- 통보 관련 문서를 GATT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우선 각국이 GATT에 제출한 통계를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후 다시 토의키로 함.
협정상 의무의 지방정부로의 확대

- EC가 제안한 TBT 협정상 의무를 지방 정부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각국 국내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3. 1986.10.13.~14. 개최된 TBT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협정의 이행 및 운용

- 스웨덴, 포르투갈, 인도 대표가 자국의 협정 관련 조치들을 설명함.
-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비준을 촉구함.
양자 간 표준협정의 투명성

- 
“TBT 협정 당사국이 타국과 표준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제3국에게도 협정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토의키로 함.
지역적 표준 활동의 투명성

- 이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함.
1986년도 보고서

- GATT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큰 수정 없이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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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0 / 1 / 1~324(325p)

1. 외무부는 1986.8월 주요 재외공관에 대해 New Round 각료회의(1986.9월)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며 각료회의 개최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다음 사항을 탐문하여
보고토록 지시함.
지시 대상 공관

- 주미, 주일대사관, 주EC대표부 등 26개 공관
파악 내용

2. 본 문건에는 상기 외무부 지시에 대한 각 공관의 보고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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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 정부의 New Round 준비위원회 결과에 대한 평가
- 우루과이 Punta del Este 각료회의 전망 및 대처 방안
- 선·후진국 간 대립 상황에서 대타협 가능성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주재국 구상
- 주재국 정부가 New Round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
- 각료회의에 대한 주재국 대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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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V.2 정부대표단 임명 및 일정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0 / 2 / 1~342(343p)

1. 정부는 1986.9.15.~20.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는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에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임명함.
수석대표

- 나웅배 상공부장관
교체수석대표

- 주제네바대사, 주우루과이대사
1180

대표

- 경제기획원 등 관계 부처 직원
- 주우루과이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2. 한국 대표단의 동 회의 참가 목적은 다음과 같음.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 현상을 뉴라운드를 통하여 시급히 타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금번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공식 개시가 선언될 수 있도록 기여함.
상품 교역상의 기존 현안 문제 이외에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 새로운 교역 분야도 뉴라운드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함.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각료회의에 상정할 3개의 각료 초안 중 한국을 비롯한 최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위스/콜롬비아 안이 토의의 기초가 되도록 지지함.
각료회의에서 스위스/콜롬비아 안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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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0 / 3 / 1~392(392p)

1. GATT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가 1986.9.15.~20.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됨.
88개 GATT 회원국, 15개 옵서버국 및 19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한국에서는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참석

2. 동 각료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New Round 개시를 선언한 각료 선언문을 채택함.

- 동 선언문은 협상 방법,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 협상 의제, 협상 참가 범위를 내용으로 함.

서비스 등 신분야의 New Round 협상 포함 문제
농산물 교역문제

4. 한국 대표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수석대표

- 기조연설, 주요국 수석대표를 위한 만찬 개최, 미국, 일본, 영국, EC 수석대표 개별 접촉
대표단의 비공식 회의 참가

- 초안 기초그룹 16개국 일원으로 참여, 기타 각종 비공식 회의 참석

5. 회의 결과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금번 각료 선언문 채택으로 GATT 창설 이래 8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시됨.
Standstill 및 Rollback을 과거 어느 선언문보다 강하게 약속함으로써 세계 무역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동경 라운드 이래 미해결 사항이던 긴급 수입제한 조치, 분쟁해결 절차, 비관세 장벽, 농산물 교역
등 전통적 과제와 서비스, 무역 관련 투자, 무역 관련 지적 소유권 보호 등 새로운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금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서비스 등 새로운 과제 포함 문제 및 농산물 교역 자유화 문제는
일단 타결은 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동 각료회의 시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1181

New Round 서울 각료회의 개최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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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0 / 4 / 1~83(83p)

1. 1985.11월 제41차 GATT 총회에서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 개최 논의를 위하여 1986.9월
GATT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서울)과 EC(브뤼셀)가 동 각료회의 주최 용의를
표명함.
1985년 12월 말 현재 우루과이, 캐나다가 유치 의사를 GATT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자메이카,
싱가포르 등도 비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명함.
1182

2. 정부는 1985.12.3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한국 주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함.
주최 시 예상되는 성과

- 국제 무역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함.
- New Round 협상이‘서울 라운드’
로 명명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고양에 기여함.
주최 시 관련 문제점

- 개최 예정 시기가 아시안게임 및 서울국제무역박람회(9.20.~10.5.)와 중복되므로 인접 기간 중에는
치안 유지, 경호 및 호텔 확보상의 제약으로 주최가 어려움.
- 주최 희망국이 수개국이므로 서울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4월경 서울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국제 행사 연속 개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대두될 수
있음.
- 행사 준비를 위한 별도의 전담 사무국 설치, 소요 비용 및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함.
종합 평가 및 조치 사항

- 한국이 각료회의 주최 용의를 이미 표명한 바 있고 동 회의 주최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아시안게임
등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어서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각료회의가 1986.9.10. 이전에 완료될 수 있거나 10.13. 이후에 개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동 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키로 결정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6.1.20. GATT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통보함.
1986.9.10. 이전에 각료회의가 종료될 수 있거나, 10.13. 이후에 개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동 회의를 개최하겠음.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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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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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0 / 5 / 1~277(277p)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 개최 이후 TNC(무역협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그룹 구성 및 운영 문제 등을 협의함.
1. 1986.9월 우루과이 각료회의 시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S)을 TNC 산하에 두는
스웨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TNC 산하에 GNG와 GNS를 둠.
GNG 산하에 5개 협상그룹 설치

- G1: GATT 조문, MTN 협정, 분쟁해결절차
- G2: 보조금, 상계관세
- G3: 열대산품
- G4: 시장접근
- G5: 농산물
G1 산하에 4개 소협상 그룹 설치

3. 1986.10.7. TNC 관련 7+7 회의 시 스웨덴이 제1안 및 이를 수정한 제2안을 제시함.
4. 1986.10.13. TNC 관련 개도국 비공식회의 시 자메이카가 다음과 같이 비공식 안을 제시함.
GNG에서 직접 GATT 체제의 기능 및 분쟁해결절차를 다룸.
GNG 산하에 7개 협상그룹 설치

5. 1986.10.27. 제1차 TNC, GNG, GNS 회의를 개최함.
TNC, GNG, GNS 의장 선출
GNG 산하 협상그룹은 자메이카 안과 스웨덴 안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 후 결정키로 함.

6. 1986.11.3.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수석대표 회의 시 GATT 사무총장이 다음의 사무국 중재안을 제시함.
스웨덴 제2안을 중심으로 하되 G1과 G2를 통합
적절한 시기에 섬유 등 필요한 분야에 관한 추가 협상그룹 설치 가능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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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10.1. TNC 관련 W/47 그룹 비공식회의 시 다음의 스웨덴(제1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7. 1986.11.4. UR 관련 수석대표 회의 시 GATT 사무총장이 사무국 중재안과 스웨덴 안의 절충안을 제시함.
8. 1986.11.12. 제3차 GNG 회의 시 다음과 같은 사무총장 안을 채택함.
GNG가 1개 협상그룹에서 통합하여 다루기로 합의하는 의제를 제외한 전 의제에 대한 개별
협상그룹 설치
당분간 10개의 잠정그룹별로 회의를 진행
1184

협상구조는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보완, 발전시킴.
GNG가 추가 사안을 협상에 포함하는 결정권 보유
GNG는 1986.12.16.까지 협상그룹 구성 완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2차.
Geneva, 1986.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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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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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0 / 6 / 1~267(268p)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42차 총회가 1986.11.24.~26. 제네바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구성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고 관계 부처 실무직원
등 11명으로 구성
회의 참가 목적

2. 한국 수석대표는 다음 요지의 기조연설을 함.
우루과이 라운드의 출범을 환영하고 동 협상 계획의 조속한 수립 촉구
Standstill, Rollback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감시기구 설치의 중요성 강조
1982년 각료선언에 따른 작업 계획의 계속적 추진, 회색조치 철폐,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Safeguards 협상 조기 타결 강조

3. 동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987년도 의장으로 주제네바 파키스탄대사를 선출
CG-18의 위원국으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 확정
사무총장 임명 절차 확정

- 정기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사무총장 선출, 4년 이내의 1차 연임 가능
기타 캐나다의 CARIBCAN 관련 Waiver 신청, 파키스탄의 양허표 재협상 기한 연장, 중국의
GATT 가입 문제 검토 등

4. 총회 결과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금번 총회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선언 채택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문제가 주로 논의됨.
각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시를 환영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각국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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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주의 무역환경의 시정 필요성 지적
- 신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의 조속한 추진 촉구
- GATT 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관심 사항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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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참가국위원회) 회의,
1985-86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0 / 7 / 1~124(124p)

1985~86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 의정서 참가국
위원회(CPC)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5.5.1. 회의
개도국 간 무역 확대

- 양허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
1186

연례 보고서

- 의장은 양허 품목에 대한 통계자료의 조속 제출 요청
스페인은 EC에 가입되는 대로 CPC 탈퇴 의사를 밝힘.
아르헨티나의 가입 관련 튀니지 대표가 아르헨티나의 양허품목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2. 1986.2.18. 회의
사무국은 개도국 간 무역 관심 품목 90개 항목에 대한 리스트 작성 중임을 보고
한국 대표는 추가 양허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통보

3. 1986.5.26. 회의
스페인의 협정 탈퇴

- 1986.1.1. 스페인의 EC 가입으로 스페인 의회에서 7~9월 탈퇴 결의 예정
개도국 간 무역 확대

- 이스라엘, 페루, 터키는 1986.6월말까지 4~5개 품목의 Offer List에 회원국의 성의 촉구
원산지 증명 서명 변경 통보

- 이스라엘, 한국

4. 1986.10.20. 회의
개도국 간 무역 확대

- 추가 양허 품목 제시가 부진함이 지적됨.
스페인 협정 탈퇴

- 1986.9.16.자로 정식 통고 문서가 제출됨.
의장단 선출

- 불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멕시코 대표를 의장, 페루 대표를 부의장으로 선출
연례 보고서 채택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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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80 / 8 / 1~175(175p)

1985~86년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5.3.3. 회의
보조금 제도 통고

- 통고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토의
-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 수출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
-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특별회의를 개최키로 함.

2. 1985.4.25. 회의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를 85/86년도 의장으로 선출
각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 법규 검토
각국의 보조금 제도 통보와 관련하여 참가국 간 질의·응답

- 미국 대표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추선(oil drilling platforms)에 대한 수출금융 내용 통보를 희망

3. 1986.4.22.~23. 회의
신임 의장단 선출

- 선준영 공사의 의장직 임기 만료로 우루과이 대표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
회원국 상계관세 관련 법령 검토

- 미국, 필리핀 등 7개국
각국 보조금 제도 통보

- 필리핀, 일본 등 8개국
상계관세 발동 실적에 대한 통보

- 한국, 오스트리아 등 19개국

4. 1986.10.27.~29. 회의
각국의 상계관세 법령 및 보조금 통고 문제 토의
상계관세 발동 실적 반기 보고서 검토
협정의 통일적 해석과 효과적 적용 문제 토의
패널 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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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Pasta에 대한 EC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토의

| 86-1111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
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V.1 1.23
및 4.29-30, 6.13 회의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0 / 9 / 1~274(276p)

1. 한국은 1986.1.3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협정 시행과 관련한 국내 법령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한국이 GATT 관세평가협정 가입 시(1981.2.6.) 행한 협정 조항상의 적용 유보 기간이 1986.2.5.
만료된 데 따른 조치임.

2. 1986.4.29.~30. 개최된 GATT 관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관세평가 법령이 검토된바, 한국 대표단
1188

(재무부, 관세청 관계관)은 GATT 관세평가협정 시행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설명하고 질의사항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개정 관세 평가 시행세칙을 조만간 GATT에 제출할 예정임.
한국의 법령에 대한 미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하겠음.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국이 사무국에 문서로 제출하면 차기 회의(1986.11월) 시 토의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겠음.

| 86-1112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
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V.2 11.10
회의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0 / 10 / 1~110(110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10.31. 한국 관세평가 법령에 관한 미국 및 EC의 질의에 대한 응답 내용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2. 1986.11.10. 개최된 GATT 관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법령을 심사한바, 한국 대표단(대표: 관세청
관세조사과장)은 관세평가협정 시행 현황 및 문서 제출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질문은 사무국을 통하여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회의에서 토의키로 함.
일본 대표는 자국 화폐가 한국 법령에 명시된 이유 등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문의함.

- 한국 대표는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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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질문 사항은 1987.3.31.까지 각국이 GATT 사무국에 제출하고 답변 내용을 차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6

| 86-111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1 / 1 / 1~634(634p)

1986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수량 규제 및 비관세조치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6.7.7. 회의
각국의 Notification 및 서면 제안 평가

- 의장은 각국이 수입 규제나 수입 자유화 조치가 포함된 서면 제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
1190

1986.10월 개최될 다자 검토 준비

- 10월 개최 다자 검토 관련 각국 의견 개진
다자 검토 방법

- 의장은 사무국 준비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될 것임을 설명

2. 1986.10.1. 회의
각국 수입 규제의 GATT상 근거, 수입 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 내용의 정확성 등에 관해 검토함.

3. GATT 사무국은 1986.12월 한국의 수입 규제와 관련한 문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보내면서 동 문서에
명시된 한국 수입 규제의 근거 및 GATT상 정당한 규정 등을 재검토하여 1987.1월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6차. London,
1986.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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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1 / 2 / 1~19(19p)

1. 제106차 국제소맥위원회 회의가 1986.12.9.~11. 영국 런던에서 개최됨.
25개 회원국, 7개 옵서버 국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참석
한국 측 대표로 주영국대사관 이윤복 참사관이 참석

2. 동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됨.
세계 곡물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사무국 보고
최근 국별 주요 정책 동향을 사무국이 회의 문서로 배포
1986 소맥무역협약상의 투표권 재배분
1986 소맥무역협약에 따라 의사 절차 수정
연례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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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업 계획 등을 승인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Geneva, 1985-86

| 86-111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1 / 3 / 1~314(315p)

1985~86년도 개최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85.9.25. 회의
의장단 선출
1192

2. 1985.11.20. 회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의 협상지원 계획 초안, 협상위원회 의사 규칙안 등에 대해 검토

3. 1986.1.29.~30. 회의
잠정 의사규칙안 토의
Techniques and Modalities, Ground rules 및 Framework Agreement 작업반의 보고서 검토
차기 각료회담 장소를 브라질리아로 확정하고, 일자는 추후 협의키로 함.

4. 1986.3.25.~27. 회의
브라질 개최 각료회의 일자를 1986.5.19.~23.로 결정
기본 협정안, 잠정 의사규칙 초안, Ground rules 등에 관해 토의
협상 플랜, 중국(구 중공)의 옵서버 자격 신청 문제 협의
협상위 Bureau 구성

5. 1986.10.29. 회의
의장단 선출
기술지원 계획

-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기술지원 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
중국의 협상 참가 문제 협의

6. 주제네바대사는 1986.12월 GSTP 제1차 라운드 참가 대책을 보고함(동 대책자료 수록).
한국은 1986.9.25. GSTP 제1차 라운드 참가 의사를 GSTP 협상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함.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Brasilia
(브라질), 1986.5.19-23. 전2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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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1 / 4 / 1~260(261p)

정부는 1986.5.19.~23.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77그룹
각료회의 대표를 다음과 같이 임명함.
1. 회의명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77그룹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of the Group of 77 on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1193
1986.5.19.~23., 브라질리아

- 5.19.~21. 고위실무회의
- 5.22.~23. 각료회의

3.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
교체수석대표: 공로명 주브라질대사
고위실무회의 수석대표: 서영택 재무부 제2차관보
대표: 외무부, 경기원, 재무부, 상공부 직원

4. 훈령
한국의 남·남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개도국 간 특혜무역의 제도화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들과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대비동맹 외교기반 강화 등에도 기여토록 함.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 최후진 개도국으로부터 양허 요구를 받게 될 입장이므로, 최후진 개도국에
대한 우대 부여 논의 시에는 협상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은 자제함.
협상의 중점은 관세 협상에 두되, 비관세 부문 및 장기 계약 등 직접 무역조치 부문도 실질적으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함.
최종 의정서에 서명하고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경우 관련 문서 채택에 동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기간 및 장소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Brasilia
(브라질), 1986.5.19-23. 전2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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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1 / 5 / 1~311(314p)

1986.5.19.~23. 개최된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77그룹 브라질 각료회의 참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1986.5.19.~23. 브라질리아
참가국: 한국, 북한 등 68개국, 6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1194

한국 대표단: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수석대표), 공로명 주브라질대사(교체수석대표), 관계 부처
직원 등 12명

2. 회의 결과
1986.5.23.부로 GSTP 양허교환 협상 정식 개시를 선언함.
1986.10월 GSTP 제1라운드 양허협상을 개시, 1987.9월 종료키로 함.
차기 GSTP에 관한 각료회의는 유고에서 개최키로 원칙적 합의함.
최종 의정서를 채택·서명하고 다음의 주요 문서를 채택하여 GSTP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함.

- GSTP 개시에 관한 브라질리아 선언
- GSTP 협정문
- GSTP 제1라운드를 위한 협상 기술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팔레스타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대 메시지 등 3개 결의안

3. 한국 대표단(수석대표)의 활동
각료회의 연설

- 남·남 협력 강조, GSTP 정식 개시 환영,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 사업 설명
브라질 대통령 예방, 브라질 외무장관 주최 만찬 참석, 외무부 차관보 및 경제기획부 차관 면담

4. 회의 결과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평가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GSTP가 개도국 간의 집단적 자조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GSTP를 적극 지지함.
일부 강경 개도국이 GSTP를 GATT의 New Round 협상 추진 저지 전략으로 이용하려 한 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한국을 비롯한 온건 개도국의 노력으로 저지됨.
동 각료회의로 GSTP가 정식 개시된 것은 개도국 간 협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함.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1-12차. Brussels(벨기에), 1986

| 86-111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1 / 6 / 1~87(88p)

관세협력이사회(CCC)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제11차 회의와 제12차 회의가 각각 브뤼셀에서 개최
된바,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11차 회의(1986.3.3.~7.)
20개 회원국, 16개 옵서버국, 2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및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참석
주요 토의 내용

2. 제12차 회의(1986.10.6.~10.)
31개 회원국 및 EC, 18개 옵서버국, 4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및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1명 참석
주요 토의 내용

- 수출판매 개념 정립을 위한 Advisory Opinion 채택
- 임대차 수입물품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 채택
- 수량 할인에 대한 평가 사례를 Advisory Opinion로 채택
- 신평가협정 제7조 실제 적용 사례를 Index로 채택
- 허위 가격 신고 공동 대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합의
평가 및 건의사항

- 한국은 관세 부과에 있어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진
- 관세 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평가제도의 관세 정책적 요소 개발이 시급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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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의 국내법 조치(한국의 조치 현황 및 계획 설명)
- 평가협정의 적용 실시에 관한 행정조치
- 기술 원조
- 
‘수입국에 대한 수출 판매’
에 관한 사례 토의
-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 상품에 대한 처리
- 신평가협정 제7조 적용상의 실례
- 기술 평가상의 질의 일람표의 개편
- 제1조에 의한 쿼터 차지에 관한 처리
- 수량 할인에 관한 처리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31-134차. Brussels(벨기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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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력이사회(CCC) 상임 기술위원회 제131/132차 회의 및 제133/134차 회의가 각각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131/132차 회의(1986.4.28.~5.2.)
26개 회원국, 12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참석
1196

주요 토의 내용

- 교토협약 부속서 개정, 컴퓨터의 관세행정 활용에 관련된 부속서 신설, 기업의 ADP System의 감사
가이드라인, 국제 관세 용어, 국제우편 통관, CCC 사무국 내 컴퓨터 확충 및 국제관세 Data Base로서의 가능성
검토, 상임기술위원회 관련 권고안의 성격 문제, 일시 수입에 관한 신협약 준비, Customs Training의
조정 문제

2. 제133/134차 회의(1986.11.10.~14.)
51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및 12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및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1명 참석
주요 토의 내용

- 자원배분 연구소 위원회 권고사항 시행, 세관절차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컨테이너, 관세
행정의 컴퓨터 적용, 항공사와 세관 당국 간 연계에 관한 CCC/IATA 프로젝트, 긴급항공 탁송화물의
신속 통관, 우편물 통관, ATA 협약 적용, 일시 수입에 관한 새로운 관세협약 준비 등

CCC(관세협력이사회) 컴퓨터 실무자회의,
제23-24차. Brussels(벨기에), 1986

| 86-112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1 / 8 / 1~88(89p)

관세협력이사회(CCC) 제23차 및 제24차 컴퓨터 실무자 회의가 각각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23차 회의(1986.2.24.~28.)
36개 회원국, 4개 국제기구 및 3개 민간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관세청 관세조사국 전산통신과장 참석
주요 토의 내용

2. 제24차 회의(1986.9.29.~10.3.)
30여 개 회원국 및 UN 등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참석
주요 토의 내용

- Computerization File
- 컴퓨터 전문가회의의 임무, 활동 범위
- 컴퓨터화된 세관 업무의 비교 연구
- 관세율 분류 업무용 컴퓨터 이용
- CCC/IAT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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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행정에 컴퓨터 도입에 관한 교토 협정 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조
- 세관 ADD System과 운송업자 ADD System 간의 연계 사용
- 세관 자료의 표준화 및 코드화
- 세관 ADD System에 관한 자료 소개
- 개발도상국을 위한 ADD System training 계획 추진

| 86-1121 |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6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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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협력이사회(CCC) 제56차 품목분류위원회(NC)와 제6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IHSC)의 합동회의가
1986.5.12.~23.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

- 32개 회원국, 14개 옵서버국, 3개 국제기구
한국 대표단

1198

- 수석대표: 강정호 주벨기에 재무관
- 대표: 송재정 재무부 사무관
주요 토의 내용

- 품목 분류 문제
- 조화제도(HS) 시행 관련 사항

2. 관세협력이사회(CCC) 제57차 품목분류위원회(NC)와 제7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IHSC)의 합동회의가
1986.10.20.~31.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

- 33개 회원국, 10개 옵서버국, 3개 국제기구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강정호 주벨기에 재무관
주요 토의 내용

- 품목 분류 문제
- HS 도입 및 GATT 제28조 협상과 관련된 문제
- INDEX의 수록 범위에 관한 문제

| 86-1122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7-68차 및
정책위원회 회의, 제15차. Brussels(벨기에),
1986.6.18-27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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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 제67/68차 회의 및 정책위원회 제15차 회의가 각각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기간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 제67/68차 회의: 1986.6.23.~27.

- 79개 회원국, 7개 옵서버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관세협력이사회(CCC) 정책위원회 제15차 회의: 1986.6.18.~20.

2. 대표단 구성
김기인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4명의 대표단

3. 총회 제67/68차 회의 토의 결과
브뤼셀 선언 채택
H.S. 협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Protocol 채택
각 위원회 결정 사항 승인

- 평가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상임기술위원회 등

4. 정책위원회 제15차 회의 토의 결과
H.S. 협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Protocol 채택
의제별 토의 내용

- 행정 개선 계획, Computerization Project, 재원 배분에 관한 Study Group의 보고서 및 Recommendation
검토, 86/87년도 주요 업무계획

5. 한국 대표단 활동
CCC 사무총장 면담

- 한국 공무원의 CCC 파견 연수 문제 협의
벨기에 관세국장 면담

6. 평가
상기 회의는 H.S.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한 CCC의 대책을 협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짐.
금번 총회에서 H.S. 협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Protocol이 채택됨으로써 1988.1.1.부터 H.S. 제도
시행이 거의 확실해짐.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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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회원국 대표 및 CCC 주요 간부 참석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1차(3부).
Geneva, 1986.7.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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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TO(국제열대목재협정)이 1985.4.1. 발효함에 따라 제1차 ITTO 이사회가 1985.11.2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ITTO 본부 소재지 및 사무국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동 이사회 속개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1986년에 이 문제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함.
ITTO 본부 유치 입후보 도시

- 속개회의 시 요코하마(일본),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암스테르담(네덜란드)의 3개 도시로 압축됨.
- 한국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을 지지하기로 약속하고 1985년 2차례 회의 시 일본을 지지함.
1200

사무총장 입후보 국가

- 말레이시아, 가봉, 프랑스가 경합함.
-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지지 요청(1985.2월)에 따라 지지를 약속함.

2. 제1차 ITTO 이사회 속개회의가 1986.7.28.~8.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7.29. 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ITTO 본부 소재지로 요코하마를, 사무국장에 말레이시아의 Freezailah 박사를 선출함.
투표를 통한 사무국장 선출이 까다로운 당선 요건을 고려할 때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차 투표 결과 가봉 및 프랑스 후보가 부진하자 1차 투표 시 기권했던 일본 등과 가봉을 지지했던
일부 남미지역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쉽게 결말이 내려짐.

3. ITTO 사무국이 요코하마에서 1986.11.1.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됨을 감안하여 외무부는
1986.10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인 ITTO 사무국 전문 직원 후보자를 ITTO 사무국장에게
추천하고 동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캐나다의 신발류 수입 규제,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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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정부는 1984.11.30.로 일단 종료되는 신발류 수입규제(글로벌 쿼터)를 다음과 같이 연장키로
하였음을 1984.5.22. 발표함.
현행 쿼터제를 1986.3.31.까지 16개월 연장
1984.12.1.~1985.11.30.간 가죽화류 12.1백만 켤레, 기타 신발 37.3백만 켤레를 쿼터로 책정 (연 3% 증가)
동 연장기간 중 덤핑방지 심판소가 캐나다 제화업계 현황을 조사하여 피해가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3년간에 걸쳐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강구
1984.12.1.부터 쿼터 면제 고가품의 기준을 가죽화 및 샌들은 45달러에서 40달러로, 가죽장화는

2. 캐나다의 신발류 수입정책에 관한 공청회가 1984.11.26.~12.7. 캐나다 덤핑방지 심판소에서 개최
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낙경 한국신발수출조합 부이사장, 동 조합 고용변호사, 현지 한국 업체(화승,
국제) 관계자가 참석함.
3. 캐나다 정부는 1985.11.30. 만료되는 신발류의 글로벌 쿼터제를 대처하기 위한 수입정책을 11.20.
다음과 같이 발표함.
1985.12.1.부터 여성용 신발류를 제외한 전 수입 신발류에 대한 쿼터를 철폐
여성용 신발류 운용 계획

- 1차년도: 현행 수준의 6% 증량
- 2차년도: 1차년도 수준의 8% 증량
- 3차년도: 2차년도 수준의 10% 증량

4. 캐나다의 신발류 협의단이 1986.1.13.~15. 방한하여 다음과 같이 양국 간 신발수출협의회를 개최함.
회의 배경

- 캐나다 정부가 1985.12.1.부터 여성용 신발을 제외한 신발류 총량 쿼터를 철폐
- 캐나다에 대한 주요 신발 수출국들과 수출 급등 방지를 위한 협의 필요
양국 대표단

- 한국 측: 신동호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등 5명
- 캐나다 측: Weybrecht 외무성 수입조정과장
협의회 결과

- 캐나다의 총량 쿼터 해제 설명 및 환영
- 한국의 수출 급증 자제 용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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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달러에서 67달러 수준으로 인하 조정

캐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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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C-TV(컬러TV) 제조업체(주로 일본계 조립공장)들은 한국산 C-TV에 대하여 1985.11월 발표된
1차 덤핑 마진(가중 평균치: 8.22%)에 대해 불만을 갖고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소함.
캐나다 C-TV 제조업체는 한국 업계와 캐나다의 국세청(Revenue Canada) 간에 있었던 일체의
조사과정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함.

2. 캐나다 연방법원은 1986.1.31. 캐나다 C-TV 제조업체가 제소한 한국 C-TV 제조업계 관련 정보 및
1202

덤핑 마진 계산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정함.
3. 캐나다 국세청은 1986.2월 한국산 C-TV 덤핑에 관한 최종 판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한국산 C-TV 가중평균 덤핑 마진: 4.54%(1차 판정 결과 8.22%)
덤핑 혐의 인정 비중: 한국 수출 물량의 37.79%(69.82%)
업체별 마진율

- 대우: 3.05%(6.05%)
- 금성: 6.43%(11.71%)
- 한국전자: 3.93%(4.5%)
- 삼성: 3.88%(7.24%)

4. 캐나다 수입심판소(CIT: Canadian Import Tribunal)는 1986.3.27. 한국산 C-TV 덤핑의 캐나다 업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림.
동 무혐의 판정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 C-TV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환급됨.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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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 집행위는 1986.3.19. 한국산 제2종 금속제 양식기에 대한 덤핑 혐의에 관한 조사 종료를 고시함.
동 고시는 한국산 금속제 양식기가 16.85% 덤핑 행위가 있었으나 EC 시장에 대한 피해가 발견
되지 않아서 동 조사를 1986.3.18. 종료했다고 설명함.

2. EC 집행위는 1986.5.30. 한국산 타이어 및 튜브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시함.
3. EC 덤핑 관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1986.9.29. 한국산 전자레인지 및 VTR에 대한 덤핑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EC 회원국들의 이견이 없어 일단 조사를 개시키로 의견을 모음.
VTR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다소 이견이 있어 추후 재검토키로 함.

4. EC 집행위는 1986.12.18.자 관보를 통해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함.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12.29. EC 집행위로부터 동 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12.23.자 공한을 접수함.

- 동 공한에 첨부된 덤핑 혐의 내용에 따르면 덤핑 마진율이 대우 47%, 금성 33%이며, 삼성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덤핑 마진율 표기가 없음.

5. EC 집행위는 1986.12.31.자 관보를 통해 1986.2.4. 발표한 한국 VTR에 대한 수입 감시 조치를 1987.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동 조치는 EC 공동수입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조치로서 향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1단계 조치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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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토의함.

말레이시아의 구상무역정책,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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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1986.10월 말레이시아의 구상무역 정책 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온바, 외무부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구체 사항 파악을 지시함.
1. 구상무역 정책 개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3.7월 정부 조달 물자의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자국 제품의
대응수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물자 조달 시의 구상무역’가이드라인을 발표함.
1204

구상무역을 관장하는 기관은 Unit Khas Countertrade라고 불리는 상공성 내 특별위원회임.

2. 구상무역 가이드라인의 내용
말레이시아의 정부 입찰에 응찰하는 외국 업체들은 먼저 구상무역(대응구매) 오퍼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 오퍼에는 대응구매의 총 금액, 기간, 대상품목 등의 전반적인 개요만 기재하면 되며,
그 세부 사항의 제출은 최종 낙찰업체에게만 요구됨.
대응구매 계약의 체결을 위해 공급 업체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세관신고서,
신용장 등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 공급업체는 자기 물품을 수출하는 기간 동안에 대응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함.
외국 업체의 대응구매 의무 불이행 시의 벌칙금에 대해서는 확립된 규정은 없으나 5%까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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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986.5.22. 통과시킨 종합통상법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외무부의 분석과 평가는 다음과 같음.
1. 통과 배경
1986.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대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일환임.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9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법안에 동조한바, 이는 중간선거와
관련 출신지역 여론과 산업(목재, 동, 섬유 등) 보호 요청을 의식한 데 기인함.

대통령의 재량권 강화

- 불공정 교역에 대한 보복 및 미 산업구제 여부를 통상대표부(USTR)에서 결정함.
수입규제 요건 강화

- 긴급 수입제한을 강화함.
- 불공정교역 범위를 확대함.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함.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 불공정한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보복조치를 발동함.
행정부에 대한 무역협상 권한 연장

- 12개 협상 목표를 지정하고 협상 기한을 조건부로 연장함.

3. 전망
상원에서도 조만간 무역소위 위원장 댄포스 법안과 하원 통과 법안을 기초로 다소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된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행정부는 일단 보호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금번 회기 중 법안 통과를
저지키 위해 상·하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하원 안대로 입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미측의 불공정 교역 제소 및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증대됨.
강화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규정으로 인해 보다 불리한 판정이 예상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법안 요지

1205

대미 무역흑자 증대 및 경상수지 흑자 시 흑자 축소 요구가 예상됨.
동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행정부의 한국시장 조기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됨.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대책 방안을 시행함.

-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상원의원에 대한 집중 교섭
-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촉구
- 현안 무역 문제의 원만한 타결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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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하원 본회의에서 1986.5.22. 통과된 하원 종합통상법안보다는 보호주의가
완화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9.18.부터 심의하였으나 의견 불일치로 10월 종료되는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일단 중단하고 1987년 초 차기 회의에서 다시 검토키로 함.
경위

- 동 법안은 1985.11월 Danforth 상원의원 등 33명이 제출한 종합통상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그간 청문회 결과 및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비공식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좌관들이 작성
-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강화
- 일반특혜관세(GSP) 수혜 축소
- 수입 규제, 지적 소유권 보호 강화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및 국가무역정보은행(National Trade Data
Bank) 설치

2. 종합통상법안의 전망에 대해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1986.11월 미 의회 상하원 전문위원 및 보좌관들을
접촉하여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7년 신회기 초 종합통상법안이 상정될 것이 거의 확실함.
1986년 하반기, 특히 4/4분기 무역수지 통계가 1987년도 전반적인 의회 분위기 및 법안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의회는 동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행정부 측과 사전 타협을
모색할 것임.
상원 내 다수 공화당 위원들과 일부 민주당 위원들도 지나친 보호주의적 통상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에 비추어 새로이 상정되는 법안은 하원 종합통상법안보다는 온건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큼.
GSP 수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수혜 제외 필요성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국별 수혜 제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
된다면 관련 조항 포함 가능성이 있음.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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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외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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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경제국이 1984.12월 작성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업무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GATT 업무 강화 필요성

-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부합하는 국제 경제적 지위 및 협상력 확보
- 국제무역의 질서 개편에 대한 능동적 적응
- 선진국의 신보호주의적, 쌍무적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GATT를 통한 적극적 대응
한국의 GATT 업무의 문제점
1208

- GATT 담당 인력의 절대 부족
- GATT 업무의 기동성 부족
- 관계부처 내 GATT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 GATT를 이용한 쌍무 무역분쟁 대응 능력 부족
GATT 업무 강화 방안

- GATT 대책반 운영: 외무부 경제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 각급 GATT 회의에의 본부 담당인력 참가 확대
- GATT 내 활동에서 한국의 기여 강화를 통한 한국의 지위 향상
- GATT 전문 인력의 양성
- 연구기관 활용 강화
- 행정지원 체계 강화

2. 재무부의 심달섭 서기관이 1985.11월 GATT 관세 분야 훈련생으로 GATT 사무국에 파견됨.
협의 경위

- 1984.4월 GATT 사무총장 방한 시 재무부장관이 요청
- GATT 사무국 측은 전례가 없으며 사무실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 주제네바대사가 GATT 사무국에 사무실 및 경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파견 가능성 타진
- 1985.4월 GATT 사무국이 상기 조건으로 훈련생 접수 용의 표명
- 1985.5월 주제네바대사가 GATT 사무국의 한국 훈련생 접수 의사 및 조건 등 보고
훈련생 파견 기간

- 2년
훈련생 소속 및 신분 보장

- 주제네바대표부 소속으로 하며, 동 대표부에서 사무실 제공
- GATT 사무국이 신분증 발급에 난색을 표명하여 주제네바대표부가 동 대표부 직원 자격으로 대외직명
부여

대일본 경제외교 추진계획,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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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도 대일 경제외교 추진계획에 대해 관계부처가 외무부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처

- 1984년 제6차 한·일 과학기술장관 합의 과제 중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11개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85년도 특정 연구과제 채택 추진
-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추진
- 1985년 하반기에 한·일 과학기술장관 회의 실무자 회의 개최 추진
산림청
수산청

- 미역, 톳 등 한국의 대일 교역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일측에 요구
- 1984년에 양국 간 합의된 1985년도 수산기술 협력계획(공동연구, 연수파견 등) 추진
농수산부

- 1985년도 한·일 생사회담을 개최하여 생사 및 견연사의 대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
- 한·일 농업 공동연구, 연구원 및 시찰단 파견, 전문가 초청 등 지속 추진
동력자원부

-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제7소구역 및 제8소구역) 시추
- 일본으로부터 발전 기자재 도입 및 외채 발행(일본 금융시장에 진출 발행)
- 각종 에너지 소비절약 분야 협력

2. 외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1986.2월 작성한 1986년도 대일 경제외교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수출 촉진 및 무역 불균형 시정

- 1986년 수출 목표 52억 달러 달성
- 정부 간 통상 교섭 강화
- 수출 촉진 활동 강화
- 대일 기계류 수입 감축 방안 시행
산업·과학기술 협력 확대

- 정부 간 교섭 강화
- 기존 협력 확충
- 신규 사업 추진
- 민간 간 산업기술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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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임산물 교역 관세인하 문제 계속 추진

경제협력 확대

- 한·일 경협 자금의 원활한 도입
- 투자 유치 활동 강화
대일 경제외교 활동 체제 강화

- 주일 각급 공관의 수출 활동 체제 강화
- 대일 경제 홍보 및 접촉 활동 강화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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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6.7월 일본지역 각급 공관 및 각종 수출촉진협의회의 건의 사항을 참조하여 다음
요지의‘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재일교포 활용, 지원 방안’
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내 관계부처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및 일본지역 각급 공관의 의견을 문의함.
1. 재일교포 현황
체류 자격별 현황(1984년 말 일 법무성 통계)

2. 구체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한국 상품 직매대리점, 수입전담회사 설립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인 영업 수행 중인바, 이의 확충 및 확산을 도모함.
- 우선 주요 도시에 설립, 추진하고 궤도에 오르면 상설전시장으로의 발전을 유도함.
-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 마련 후 각 주일총영사관과 협의하여 희망 교포업자를 선정함.
민단 중심의 다목적 한국 물산전 개최 추진

- 종래의 KOTRA 중심의 한국 물산전 개최와 병행하여 일본 전국의 민단조직이 중심이 된 물산전 개최를 추진함.
- 외무부가 각 주일공관에 관할별로 민단 중심의 한국 물산전 개최 추진을 지시하고 정부 차원(상공부)에서
가능한 지원책을 강구함.
- KOTRA는 업자, 품목 선정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함.
재일교포의 모국 투자 촉진

- 외자도입법상의 특혜제공 검토, 투자 보험제도 강구 등을 통해 모국투자 위험 경감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함.
교포기업과의 과학, 기술협력 촉진

- 교포 제조기업 및 귀화한 한국계 제조기업에서의 한국 기능공 연수를 추진함.
- 교포 기능공의 한국 기업에서의 연수를 병행함.
- 교포 과학자와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추진함.
한국 현지법인의 교포채용 확대 권장

- 상공부, 무역협회 등을 통해 주일 진출업체, 상사의 재일교포 채용을 권장함.
- 주일공관, 각 국영기관도 재일교포 채용에 솔선하도록 조치함.

3. 건의 사항
대일수출 촉진을 위한 석유안정기금 활용(경제기획원, 상공부 관련 사항)

- 재일교포 상공인의 한국 상품 수입 직매대리점 또는 수입전담회사 설립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함.
- 민단 주최 물산전 개최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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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영주권자: 약 35만 명(51.8%)
- 특례영주권자: 약 23.7만 명(35.1%)
- 기타: 약 8.9만 명(13.1%)
- 합계: 약 67.6만 명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대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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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gan 미 대통령이 1985.9~10월 보험 분야 및 지적 소유권 분야에서의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관행 조사를 USTR(미국 통상대표부)에 지시함에 따라 한·미 양국 간에 통상법 제301조
협상을 위한 비공식 실무협의가 1985.11.25.~27.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은 동 실무협의를 1985.12.9.~12.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통상법 제301조에 관한
공식협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으로 간주하여, 동 실무협의에서는 미국 측의 의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1212

동 비공식협의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보험, 지적소유권 등 현안 문제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의 검토가
불가피함.
- 보험 및 지적소유권 문제는 서로 독립적 문제이므로 교환(trade-off)은 곤란함.
- 1985.12월 협의 시 구체적 의견 타진을 희망함.

2.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관한 한·미 간 공식 실무협의가 1985.12.9.~12.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해외협력위원회 투자협력관 및 재무부 증권보험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과장(총 16명)이,
미국 측에서는 Kristoff USTR 부대표보와 관계관(총 9명)이 각각 참석함.
동 실무협의에서는 11.25.~27. 워싱턴 비공식 협의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요청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단계적인 보험시장 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언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양측의 12.11.까지의 협의 결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보가 있었으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3개 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서 양측의 입장이 접근됨.

- 미 저작권 소급 적용 여부
- 물질 특허 보호 시기
- 화재 및 생명보험 참여 회사 수
양측은 12.11. 밤 상기 3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나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이 성공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의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는 요지의 합의의사록 안을
작성하고 12.12. 오전 최종 점검 후 서명키로 함.
그러나, 미국 측이 12.12.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미 양해된 사항을 포함 20개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합의의사록에 기록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결국 합의의사록이 서명되지 못하고 협의가 종결됨.

- 협의 종결에 앞서 한국 측은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입장 변화로
금번 협의의 성과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미국 측은 금번 협의 결과, 양측 입장이 근접한
것은 인정하나 양측 입장에 차이가 있음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함.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V.1 19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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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에서는 1985.3월 섬유수입 규제를 목적으로‘Textile and Apparel Trade Enforcement Act
of 1985’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상정됨.
하원 상정 법안

- 제안자: 민주당 소속 Jenkins 하원의원
- 제안 일자: 1985.3.19.
상원 상정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섬유수입 쿼터 삭감)

- 주요 수출국(한국 등)의 1985년도 쿼터량은 1980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 증가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1984년도 물량의 101%와 1984년 실적의 101%를 비교하여 적은 물량 선택
- 주요 수출국의 1986년 이후 쿼터량은 매년 1% 증가

2. 외무부는 1985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국의 섬유수입 규제 법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1985.7월
작성하여 주미대사관에 송부하고, 주미대사관은 이를 미국 각계에 배포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시
활용함.
주요 배포 대상

- 상원의원 전원(100명)
- 하원 세입세출위원 (36명)
- 주요 하원의원(10명 이내)
- 행정부, 백악관, 통상대표부(USTR) 주요 인사

3. 윤국로 국회 상공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985.9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전
의원 앞으로 미국의 섬유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법안의 한국 섬유 산업에 대한 위해를
설명하는 요지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함.
4. 미 하원에 제출된 섬유수입 규제법안(Jenkins 법안)은 1985.9.19. 하원 무역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985.9.26.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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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공화당 소속 Thurmond 상원의원
- 제안 일자: 1985.3.25.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V.2 19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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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원은 1985.10.2. 본회의에서 상원 섬유규제법안(Thurmond 법안) 수정안을 Micronesian Bill에
추가하여 심의할 것을 의결함.
2. 미 하원은 1985.10.10. 본회의에서 2시간 동안의 찬반토론 후 하원 섬유규제법안(Jenkins 법안)을
262:159로 통과시킴.
찬성하는 의원들은 섬유수입 증가로 인한 실업 등을 이유로 동 법안을 지지하였으며, 반대하는
1214

의원들은 소비자 부담증가, 무역보복, GATT 규정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동 법안에 반대함.
당초 동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지지자를 확보하였으나, 최근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발표 등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태도를 변경함.

3. 1985.10.10. Jenkins 법안의 하원 통과 이후 의회 심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미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은 Thurmond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지지 의원 수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산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하원에서 통과된 Jenkins 법안은 상원에 이송될 예정이나, 상원에서는 동 법안을 계류시키고
Thurmond 수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임.
Thurmond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상·하원 합동협의회에서 Jenkins 법안과 Thurmond
수정안을 재조정하게 되며, 동 회의에서 어떤 타협안이 채택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려움.

4. 미 행정부는 섬유수입 규제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
Reagan 대통령은 1985.8.28. 어떠한 보호주의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으며 9.24. 백악관에서의 기업인들을 위한 연설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재확인함.
Bush 부통령은 1985.10.16. 중국(구 중공) 및 10.27. 홍콩 방문 시 Reagan 행정부의 자유무역 정책을
강조함.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V.3 198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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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1985.11.13. 섬유수입 규제법안(Thurmond 법안)을 60:39로 통과시킨바,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전망은 다음과 같음.
1. Thurmond 법안 주요 내용
규제대상 국가 구분

규제대상 품목

- 하원 섬유수입 규제법안(Jenkins 법안)에 비해 모시 제품, 인형류, 완구류 제외
규제 방식

- 주요 수출국의 1985년도 쿼터량은 1980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 증가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1984년도
물량의 101%와 1984년 실적의 101%를 비교하여 적은 물량 선택
- 주요 수출국의 1986년 이후 쿼터량은 매년 1% 증가
기타 사항

- 신발류 수입규제 내용 추가
- 주요 구리 수출국들과 수출 자율규제 협정 체결 추진

2. 향후 추진 전망
Jenkins 의원 등 하원의 섬유수입 규제법안 지지 의원들은 상·하 양원 협의회를 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원의 Thurmond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하원 섬유수입 규제법안 지지 의원의 수가 당초 262명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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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국: 미국 시장 점유율 10% 이상인 국가(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 수출국: 미국 시장 점유율 1.25% 이상인 국가
- 군소 수출국: 미국 시장 점유율 1.25% 미만인 국가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1 1985.11월-198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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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5.11월~1986.1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11.23. 301조 관련 부총리 주재 관계 부처 장관 회의 결과에 관해 다음 요지로 주미국
대사관에 통보함.
해외협력위원회 투자협력관(단장) 및 관계부처(외무부, 재무부, 문공부, 과기처, 특허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 미측 교섭단의 방한에 대비하여 11.25.~27. 미측 실무진과
1216

사전 협의
동 사전협의는 비공식적인 접촉이며 12월 미측 교섭단 방한 시 한국 측 입장 정립에 참고하기
위한 일종의 탐색적인 협의

2. 상기 실무협의단의 대미 301조 비공식 협의 참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5.11.30. 외무부 통상정책과
장 작성 보고서 요지).
협의 일정

- 보험문제 협의(11.25.), 보험, 지적 소유권 문제 협의(11.26.), 양측 대표 단독 면담(11.27.)
주요 협의 내용 요지

- (미측 기본 입장) 현안 문제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타결 시 보복조치 검토 불가피, 보험 및
지적소유권 간 trade-off 반대
- (보험 문제) 미측은 화재보험 pool의 해체 또는 참여를 희망하고 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license
허가 및 적은 부분이나마 생명보험 시장의 조기 개방을 희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pool 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명보험 시장의 현황과 특수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개방의 난점 설명
- (저작권 문제) 미측은 포괄적, 현대적인 저작권법의 즉각적인 입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 수준의 외국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포괄적 법안 준비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나 최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 중임을 설명
- (상표권 문제) 미측은 고율관세 등 수입장벽으로 인한 외국 등록상표의 한국 내 불사용(non-use)을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요건 수정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non-use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방침
설명
- (물질특허 문제) 미측은 특허 인정범위 확대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행법의 전반적 개정을 검토
중임을 설명

3. 1986.1.29. 주미대사는 1.28.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1985.12.9.~12. 서울 협상 시 보험 및 지적 소유권
문제에 관해 양측 간 상당한 이견 해소가 이루어졌으며 몇 가지 현안 문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고
주요 현안(지적소유권 보호 시행 시기, 소프트웨어 입법 시기, 특허 존속 기간, 소급효 문제, 보험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배분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함.
동 부대표는 화재보험 pool 내에서의 프리미엄 균등 배분, 저작권 및 물질특허의 소급효 문제
등에 관한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당분간 동 대사와 접촉할 것이라면서 미측은 향후 MOU 방식으로
301조 조건을 종결코자 하며 동 합의 후 한국 측의 이행 위반이 있을 경우 미측의 조속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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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2 198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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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2월 협의 내용임.
1. Smith USTR 부대표는 1986.1.31. 주미대사와 301조 조건에 관한 2차 협의 시 보험 문제가 이견의 폭이
훨씬 좁고 원칙상의 문제가 적으며 보험 및 지적 소유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르 이를 delink하여 보험 문제를 선결하고 보험 301조 조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218

주미대사는 한국의 기본 입장은 일괄타결이나 동 부대표의 각별한 제안임을 감안, 본부 지침을
문의해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86.2.6. 동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다음 요지 교섭 지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현 단계에서 보험 선타결에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험 및 지적소유권 일괄타결을
위해 노력
타결 교섭 시 다음 최종 타협안을 제시, 일괄타결토록 노력

- (보험 분야) 일정 요건을 갖춘 적정 수의 추가 진출 허용, 국내 보험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pool 배분(방산
업체 및 국공유 건물 제외)
- (지적소유권 분야)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협약 가입 시기를 88년에서 87년으로 앞당기고 쌍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New Round 등 다자간 협상에서 지적소유권 소급효가 인정되어 발효될 경우 이의
수용 의사 표명
합의문서 형식에 있어서 Side-letter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보험은
Exchange of Letter 형식, 지적 소유권은 Records of Discussions 형식으로 하도록 교섭

3.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86.2.6. Kristoff USTR 부대표보를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동 부대표보는 보험과 지적 소유권 합의 방식을 상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저작권 및 물질특허 소급효 문제가 지적 소유권 문제 해결의 핵심 사항이라고 언급

4. 외무부는 1986.2.8. 지적 소유권은 국내법 개정 등 대부분이 한국의 국내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Record of Discussions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과 지적 소유권을 일괄하여 Record of
Discussions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5. 주미대사는 1986.2.12.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보험 및 지적 소유권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부대표는
화재보험 pool 프리미엄 중 방산 업체 및 국공유 건물이 제외된다는 한국 측 입장에 기본적으로 이의
없다고 하고 미 업계 설득을 위한 한국 측 서면 자료 보강을 요청함.
동 부대표는 보험 추가 참가 수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숫자 명시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므로
합의 문서와는 별개로 동 부대표 명의의 서한(숫자 명시)을 주미국대사 앞으로 발송하고 동 대사는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보내는 방안 제시
주미국대사는 저작권 및 물질특허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음을 상세 설명한 데 대해 동 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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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급효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측으로서도 국내 정치 문제화될 것이라고 하고 자신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방한 시 한국 측에 제기, 협의하고자 한다고 언급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3 198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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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3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3.26. 301조 현안과 기타 미측이 긴급 안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조기 일괄타결을
원한다는 입장에서 다음 요지 교섭안을 마련했으며, 동 교섭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옴으로써
4월 하순 상공부장관의 방미 시에는 동 문제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동 장관이 이끄는
구매사절의 활동과 아울러 한·미 간의 통상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기를 희망함을 주미국대사에게
1220

통보하고 동 교섭을 동 대사에게 일임함.
301조 보험 문제

- (강제 화재보험풀 프리미엄 배분) 국내 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하되 배분 방식은 당분간 현 방식을 유지하고
변경 시는 신규 참여 미국 회사를 포함하는 전체 풀 참여 회사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1안), 화재보험풀
해체 시까지 현 균등배분 방식 유지(2안)
- (방산업체 및 국공유 건물) 참여 불가
- (추가 진출) 자격 있는 미 회사의 추가 진출을 허용하되 자격 요건은 미측과 연내 협의 완료
301조 지적 소유권

- (저작권) 법상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으나 법 시행 당시 10년 미만 출판물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무단복제를
실질적으로 규제
- (특허물질) 법 시행 당시 제법특허로 출원 중인 품목 중 미측이 신청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물질특허를
포함하는 보정을 허용하는 등 쌍무협정을 통해 보호
기타

- (관광호텔용 소고기 수입허용) 국내 소값 동향을 감안하여 수입 시기를 결정하되 금년 7월 중에는 수입 허용
- (소형 컴퓨터 수입자유화) 1987.7월 수입자유화 계획을 1년 앞당겨 1986.7월 자유화(단, 86년 중 Apple사
제품수입 일부 허용 시 87.7월 수입자유화 추진)
- (담배시장 수입개방) 1987.1.1.부터 공사 발족, 87년 초부터 완제품 담배 일부 수입허용 등

2. 주미대사는 1986.3.27. Smith USTR 부대표와 단독 협의를 갖고 협상 전략상의 고려에서 Bottom-line인
상기 교섭안을 전부 노출하지 않고 동 안을 기초로 저작권 소급효 인정은 불가하되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출판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무단복제 규제, 개정 특허법
시행 시점 제법특허로 출원 중인 미측 품목 중 소정 기간 내 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물질특허 허용 등의
입장을 제시함.
Smith 부대표는 미 출판업계는 원래 20년을 요구했다고 하고 물질특허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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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4~5월 협의 내용임.
1. Kristoff USTR 부대표보는 1986.4.1.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보험 관련 한국 측 제안에 따른 미측 합의
문안을 전달하고 지적 소유권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 사항 중심의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동 부대표보는 보험 관련 미측 문안은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완료한 최종적인 문안
이라고 전제하고, 방산업체 및 국공유 건물 보험 참여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미측
참여 요구를 철회한다고 언급

지적 소유권 관련 합의 문안은 한국 측 답변서 접수 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함.
동 부대표보는 미측이 역점을 두는 우선순위는 소급효, 소프트웨어 및 dependent patents로서
특히 pipeline products 보호 합의형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3. 외무부는 1986.4.14. 미측이 질문서 제출, 개정 법안에 대한 검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관련, 한국의 일괄타결안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과 국제적인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기술적 사항을 이유로 301조 타결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미측에 설명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86.4.16. USTR 부대표보를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지적소유권
관련 한국 측 답변서 전달

4. 주미대사는 1986.5.15.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보험 문제를 한국 측 안대로 최종 타결했으며 동
부대표의 보험 선타결 희망 표명에 대해 한국 입장은 일괄타결임을 거듭 강조하고 보험 문안은 금일
확정되었으나 지적 소유권 타결 시까지 당분간 서명 대기 상태로 보류해 두면 될 것이라고 답변함.
동 부대표는 한국 측이 저작권법과 분리된 소프트웨어 입법을 고수한다면 지적소유권 타결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단일 법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작권과 같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저작권 및 pipeline products 공히 10년간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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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부대표보는 1986.4.9.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지적 소유권 소급효 등 관련 미측 질문서를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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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ristoff 부대표보는 1986.5.21.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저작권 소급효 및 pipeline products 보호에 관한
쌍무협정 안을 전달하고 저작권 소급보호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법 발효일부터 실시하되 1976.1월
이후 창작 또는 발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모든 미국 저작물의 무단번역, 복제, 출판 및 유통을
대상으로 하며 sound recordings, video recordings, 영화, 공연을 포함한다고 언급함.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7년 소급보호 기간이 최선의 타협이 될 것 같으나 한국 측 제의(서적 무단
복제)의 범위를 너무 초과하여 번역물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1222

6. 주미국대사는 1986.5.23. Smith USTR 부대표에게 미측의 새로운 지적 소유권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Yeutter 대표 방한 전에 한국 측 입장을 통보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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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6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6.6. Yeutter 미국 통상대표(USTR)의 방한 시(86.5월말) 소프트웨어의 별도 입법 문제
가 301조 타결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한국 측은 단일 입법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으므
로 별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미측에 촉구한 데 대해 미측은 재검토하여 결과를 알려 주기로 하였음
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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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의 포괄적 합의 문안을 전달받았으며 동 부대표는 소프트웨어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함.
저작권법과 같은 동일 수준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전제로 한국 측이 별도 입법을 하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이상 문공부 및 과학기술처 합동 시행 또는 상급 기관에서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법 시행
합동 시행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관계법 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공부와 과학기술처 합동으로 동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

3. 외무부는 1986.6.26. 한·미 경제협의회 시 301조에 관한 실질적인 타결을 짓자는 양측의 희망에 따라
한국 측 관계관과 미측 Allgeier USTR 대표보 간에 협의를 진행, 지적 소유권 관련 다음 요지 협의 결과를
각각 상부에 보고 후 최종 결재를 받는 것을 전제로 문안에 합의하였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UCC(세계저작권협약) 발효시점

- 87년 하반기 중 조기 (미측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와 동시, 한국 측은 87년 하반기 중 조기를 주장)
음반 보호 기간

- 20년(미측은 30년, 한국 측은 20년 주장)
제네바 음반협약 발효 시점

- UCC 발효와 동시(미측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와 동시, 한국 측은 UCC 협약 발효 후 가능한 조기 주장)
저작권 행정지도 대상

- 개작(adaptation) 제외(미측은 개작 포함, 한국 측은 개작 제외 주장)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미대사는 1986.6.6.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상기 서울 협의 결과를 반영한 지적 소유권 관련

행정지도 소급 보호 기간

- 개정 저작권법 발효 전 10년 이내 발행된 것(미측은 76.1. 이후 발행된 것, 한국 측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 전 10년 이내 발행된 것 주장)
pipeline products 시판 적용 시점 및 소급 보호 기간

- 개정 특허법 발효 시점 10년(미측은 301조 타결 시점 10년 주장, 한국 측은 개정특허법 발효 시점 5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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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7.1.~20. 협의 내용임.
1. 주미대사는 1986.7.1. Smith USTR 부대표의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했으며, 동 부대표는 관계 법안
검토 문제 이외에 2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전제, 소프트웨어를 별도 입법하되 저작권과 동일
보호함에 관한 원칙을 신규 조항으로 신설하여 줄 것과 UCC(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 음반협약
발효를 저작권법 발효와 동시에 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할 것임을 강조

2. 외무부는 1986.7.7. 상기 협약 발효 시기는 당초안 대로 87년 하반기 중 가능한 한 조기 방침을 최대
설득토록 노력하고 저작권법상 소프트웨어 동일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문제는 개정 저작권 법안 내용을
설명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86.7.7. Allgeier USTR 대표보를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동 대표보는 1987.7.1. UCC 발효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한국 국회 사정에 따라 동 발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타결 시 보도자료 문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언급

3.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86.7.10. Kristoff USTR 부대표보를 면담, 저작권 법안 및 컴퓨터 프로그램
법안에 관한 미측 comment를 전달받고, 동 comment가 수적으로나 내용상 과도함을 지적하고
재고를 요청함.
동 부대표보는 한국 법안 검토는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합의 사항의 실제적 이행 확보를
위해 관철해야 하는 선결 사항이라고 주장

4. 외무부는 1986.7.15. 정부의 301조 타결과 담배시장 개방계획 발표 방침이 확정되었으므로 남은
문제를 빠른 시일 내(늦어도 7.21.을 목표일로 선정) 모두 타결하고 일련의 합의 문서를 작성, 서명한
후 301조 종결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협상 조기 타결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실무 국·과장 4명(문공부 문예국장,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등)과 뉴욕 문화원장을 워싱턴 현지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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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는 현재 미결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늦어도 7월 셋째주까지는 서명 및 발표가 이루어져야

5. 1986.7.17. 오전 협의 시 미측은 UCC 발효 시기 관련 1개월 이상의 시기적 간격을 두는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오후 협의에서 합의 문서 전반을 정비, 서명 대비 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미측은 전화를 통해 Yeutter 통상대표의 특별지시로 미측 입장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면서
최종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UCC 발효 시기 문제와 함께 인쇄물 형태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급보호
(행정지도)를 요구함.
한국 측은 협상 종결이 다다른 시점에서 미측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추가요구를 제시하는 것은
1226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

6. 1986.7.18. 협의에서 한국 측은 소프트웨어의 행정지도 문제에 관한 미측 안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미측 요구사항(non-printed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방지, 소급기간 7년, unauthorized software
수출금지 등) 중 수출 금지는 수락할 수 없으며 소급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하며 기속표현(will
prevent)은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한국 측은 행정지도와 관련, 서적 무단복제 및 pipeline products 소급보호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best endeavour 조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

7. 주미대사관은 1986.7.20. 미측과의 협상을 7.19. 오후부터 재개, 행정지도와 관련된 best endeavour
조항 관련 표현을 제외한 전체적인 문안 내용에 원칙상의 합의를 보았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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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7.21.~31. 협의 내용임.
1. 주미대사관은 1986.7.20. 양측 실무대표단이 동일 13:30 모든 합의 문서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301조
협상을 종결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양측은 7.21. 주미대사와 Yeutter 통상대표가 동 대표 집무실에서 합의 문서에 서명(토의록
첫 페이지만 서명)키로 잠정 합의

2. 주미국대사관은 1986.7.21. 주미대사가 Yeutter 대표와 토의록에 서명하였음을 보고함.
동일 백악관은 301조 협상 타결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Smith USTR 부대표가 배경 설명 및
질의 응답

3. 301조 홍보 및 미측 반응 등 관련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미대사는 1986.7.21. Wall Street Journal지 Pine 기자와 단독회견
담배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하여 온 McConnell 상원 의원 등에 사전 통보, 상하원 의원 전원 및
주지사 등에게 301조 타결 및 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발표문 전달 완료(1986.7.21. 보고)
주재국 하원 무역소위 Frenzel 의원은 1986.7.21. 본회의에서 특별 발언을 통해 301조 타결을
환영한다고 언급, McConnell 의원은 담배시장 개방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등

4. 1986.7월 외무부 작성 미 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 교섭 결과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합의 문서

- 토의록, 부속서(보험에 관한 서한 교환, 제법특허에 관한 서한 교환, 지적소유권에 관한 양해록, 지적소유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서한)
- 양국 정부의 공식승인 상호 통보 시 양측 부속서 서명 및 미측의 310조 조사 종결
- 부속서 서명과 함께 합의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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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측은 동 합의 문서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며 동 재가가 나는 대로 7.21. 서명되지
않는 문서(Annexes)에 대한 서명을 보완, 한국 측과 교환 예정

주요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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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2개 미국 회사에 대해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1개 미국 회사에 대해 1986년 말까지 생명보험 영업
허가, 유자격 미국 회사의 추가 참여 허용
- (저작권) 1986.9월 말까지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87.7.1.부터 시행, 개인의 경우 생전 및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발행 후 50년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별도입법(87.7.1. 시행) 및 저작권법과
동일 수준 보호, UCC(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 음반 협약에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90일 이내 발효토
록 가입, 개정 저작권법 발효 연도 이전 10년 내에 발간된 저작물 및 5년 내에 창작, 발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개정저작권법 발효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
- (특허권) 특허법 개정안 1986.9.30.까지 국회 제출(87.7.1.부터 시행), 의약 및 화학물질의 물질특허
인정, 특허기간은 출원 공고 후 15년, 80.1.1. 이후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양국에서 시판되지 않은 물질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등
- (상표권) 상표 도입 조건으로 합작투자, 기술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6.6월
기개정) 등
평가

- 한·미 무역 현안 타결로 호혜적인 경제협조 관계 공고화,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 수행 등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8 1986.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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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8~10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8.7.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5.9.7. 및 10.16. 레이건 미 대통령에 의하여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 및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미국 74 통상법 301조 조사가 발동된 후 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온
결과, 1986.7.21. 주미국대사와 미국 통상대표 간에 토의록 서명
동 토의록에 첨부된 제반 합의문서는 양국 정부가 공식 승인을 부여하였음을 상호 통보할 시에

- 단, 부속서 제법특허에 관한 서한 교환은 한국 국회 동의 후 시행
동 토의록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미측에 통보하고 주미국대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표하여
동 토의록에 첨부된 합의문서에 정식 서명토록 할 예정

2. 외무부는 1986.8.8. 합의문서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였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정부
승인을 동시에 상호 통보하고 통보와 동시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방안을 미측과
협의토록 지시함.
Kristoff 부대표보 등 USTR 측은 8.11. 한국 측이 Yeutter 통상대표의 Side Letter에는 행정지도가
법적 보호가 아니라는 내용 이외의 불필요한 사항은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행정지도에 관한 협의기구 운용 문제를 중요시하므로 주미국대사 앞 별도 서한을 통해서라도 이에
관한 미측 관심을 표시할 생각이라고 언급
주미국대사관은 8.19. 301조 종결에 관한 8.14. 레이건 대통령의 발표문(8.18. Federal Register에
게재)을 외무부에 보고
8.28. 주미국대사가 서명한 부속서 합의문서를 Allgeier USTR 대표보에게 전달하고 동인으로부터
Yeutter 통상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서 및 Side Letter(행정지도)를 접수

3. 301조 종결 관련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홍보 및 미측 반응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6.7.31. 하원 외교위 국제경제통상 소위에서 Bale USTR 대표보는 금번 협상 타결이 앞으로
여타국과의 협상 성공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으며 동 타결은 한·미 양국에 공동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
Sprinkel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Helms 상원의원 등은 주미국대사 앞 답신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한국의 시장개방 조치를 환영하고 평가한다는 의사 표명(86.8.1. 보고)
Washington Post지는 1986.8.20. 301조 협상 타결 관련 주미대사의 기고문을‘South Korea’
s Strides
in Free Trade’제하로 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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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며, 이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는 종결될 예정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9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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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11.6. 외무부에 301조 협의 후속조치에 관한 협의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제의함.
1986.11.12.경 한국 측 지적 소유권 관련 법안의 interpretation에 대한 clarification을 위해 소규모의
전문가 협의, 11.17.부터 보험 문제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토의를 위한 301조 합의에 따른 협의
기구 회의, 12월 무역소위 회의 각각 개최

1230

2. 외무부는 1986.11.10. 301조 후속 협의를 위해 다음의 한국 측 대표단 파견을 미측에 통보하고 금번 회의는
한국 측 법안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목적이 아니고 법안 interpretation에 대한 clarification이
주 목적임을 설명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지적 소유권 전문가회의(86.11.13.~14.)

- 경제기획원 정책2담당관 등 3명
보험 협의기구 회의(86.11.17.~18.)

- 재무부 손해보험과장 등 3명

3. 한·미 간 301조 후속협의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 및 특허법안

- 미측은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 제28조가 과학기술처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수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는 저작권법 제4조 등과 연계시켜 해석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특별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 한국 측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수정이 불가하고 제28조는 대통령령에서 반영할 계획이며
제30조는 현재 두 법안이 consistent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
보험 분야

- 미측은 추가 진출할 손해, 생명보험사의 형태가 branch뿐만 아니라 subsidiary나 합작회사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재보험 거래 규제에 대해 깊은 관심 표명
- 한국 측은 301조 협의 당시 branch만 허용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였으며 다만, 손해보험에 한해서만
기존 국내 회사와 합작투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을 상기

4. Smith USTR 부대표는 1986.11.18. 주미대사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에 대한 다음 요지 미측
입장(Talking Points)을 전달함.
동 법안 28조(프로그램 심의위원회) 및 30조(저작권법과의 관계) 내용은 301조 합의사항과
불일치하므로 11월 말까지 법안 수정 및 대통령령에 규정 등 해결 방안 제시 요망
한국 측의 불이행 시 미 의회의 압력이 심해 미측 대응조치 불가피 등

5. Kristoff USTR 부대표보는 1986.12.4.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문제를 추후의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고, 다만 관련 업계 설득용으로
한국 정부가 관계 입법 및 시행령을 통해 지적 소유권 양해록을 완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written assurance를 관계 법안 국회 통과 이전에 미측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6. 외무부는 1986.12.18. 301조 관련 3개 법안 및 물질특허 쌍무협정 비준 동의안이 동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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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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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과 관련된 외무부 조약과의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 의견이
수록되어 있음.
1.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 특정국에 효과를 제한하는 방안(1985.11월)
2. 한·미 간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 합의문서의 문제점 검토(1985.12월)
1232

3. 잠정기간 중 체결될 한·미 저작권 협정의 국회 동의 문제(1986.1월)
4. 한·미 간 제301조 협상 합의문 검토의견(1986.1월)
5.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 결과 합의형식(1986.2월)
6. 미국의 지적 소유권 소급효 인정 요구에 대한 반박 논거(1986.2월)
7.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 대책 문제점 검토(1986.3월)
8. 한·미 간 합의문서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1986.6월)
9. 한·미 간 합의문서의 형식과 합의문서 서명을 위한 절차(1986.7월)
10. 한·미 간 합의문서에 대한 검토(1986.7월)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 덤핑 제소문제,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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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에 대한 덤핑 제소 문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면사 덤핑 제소 문제
면사 및 면 혼방사의 한국 국내 가격 재조사를 위해 주일 호주관세관이 1983.1.10.~16. 방한 후 보고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함.

- 동인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국내 판매이익을 감안 시 현 정상가격(Normal Value)이 10% 정도 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호주 상공성은 1983.3.14. 한국산 면사 및 면 혼방사에 대한 새로운 정상가격을 산정, 발표함.

- 동 결정은 1982.11월 발표된 정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한국 업계가 재심을 요함에 따라
이루어짐.
- 새로운 정상가격은 1982.11월 산정된 가격보다 10~15% 낮은 가격임.

2. 타이어 덤핑 제소 문제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은 1983.1.25. Reith 호주 상공성 국장을 면담하고 다음 입장을 개진함.

- 호주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대호주 타이어 수출은 물론 상담까지 중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 대호주 수출가격이 한국의 제일 높은 수출가격의 하나임에 비추어 덤핑 혐의 운운은 이해가 되지 않음.
- 호주 측의 정상가격 산정 시 한국 내 시판가격 기준(호주 반덤핑법 5조1항)이 아닌 생산비 기준(반덤핑법
5조2항)으로 산정되어야 함.
주호주대사는 1983.2.2. Hayes 상공성 차관 및 Comody 차관보를 접촉,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호주 정부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1983.2~8월간 한·호 양국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호주 정부는 1983.8.18.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다음 덤핑 판정을 발표함.

- 덤핑 관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결정은 호주 타이어 제조업체가 내세웠던 Non Injurious Price
수준이 그대로 채택됨.
- 호주 측은 한국에 대하여 반덤핑법 5조2항을 적용할 경우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Non Injurious Price로
정상가격을 갈음키로 하였으며,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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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2월 농수산부장관의 호주 방문 시 호주 측은 면사의 덤핑 관세율 하향 조정을 약속함.

한·캐나다 NEW ROUND관련 협의회, 서울.
1985.10.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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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간 New Round 관련 간담회가 1985.11.2. 서울에서 개최됨.
1. 캐나다 측 방문단
J. R. Morden 캐나다 외무성 경제무역담당 차관보(단장), 캐나다 외무성, 임산청, 산업개발성
관계관 5인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계관 2인

1234

2. 방한 기간
1985.10.30.~11.2.

3. 방문 일정
상공부와의 쌍무 협의(10.31.)
관계 부처 방문(11.1.)
외무부에서 관계 부처와의 합동 간담회(11.2.)

4. 간담회 목적 및 성격
양국 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업무 관련 협력 문제 논의
비공식 의견 교환

5. 간담회 의제
New Round 추진 현황, 긴급수입 현황, 농산물 교역, 분쟁해결 절차, 관세, 수량 규제 및 비관세 장벽,
보조금, 서비스 교역, 천연자원 교역 및 정부 구매

6. 한국 측 참석자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조달청의 국·과장급
관계관

7. 간담회 성과 평가
미국, EC, 일본 등과 함께 New Round에 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 전달
특히 ASEAN 등 New Round 지지 개도국의 개도국 그룹 내 입장 강화를 위하여 선진국이 노력할
것을 당부
한국·캐나다 New Round 관련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캐나다의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특혜관세(GPT)
철폐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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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관세청(The Tariff Board)은 자국 피아노 생산업체의 청원에 따라 한국산 피아노가 자국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전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86.9.2. 고시함.
동 조사 결과 캐나다 동종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한국산 피아노가 현행 개도국에
적용되는 GPT 세율(8.5%) 적용 대상에서 MFN 세율(13%)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관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한국산 피아노의 대캐나다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2. 캐나다 관세청은 1986.12.9.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GPT 수혜 정지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공청회 참석자

- 캐나다 측: 캐나다 피아노 제조업체 Sherlock-Manning사 및 동 회사 변호사
- 한국 측: 영창(캐나다) 책임자, 한국악기조합 및 영창(캐나다)의 변호사,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
공청회 논의 요지

- 캐나다 측은 한국 피아노 수출의 급신장 추세를 부각하고 자국 피아노 제조업체의 시설 확장, 신시장
개척 등 계획을 소개하면서 자국 산업보호 조치를 강조함.
- 한국 측은 한국 피아노의 공급 증대가 기존 일본제품 시장을 주로 잠식하고 있어 캐나다 제조업체
피해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한국 피아노에 대한 GPT 수혜 정지는 일본 YAMAHA에게만 반사적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지적함.
관찰 및 의견

- 한국 관련 업계가 그동안 자료 준비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
- 그러나 최근 주재국의 강력한 보호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금번 공청회 결과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
- 금번 피아노의 경우처럼 수출 신장이 큰 품목의 경우 주재국의 수입 억제 조치에 대해 한국 업계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구됨.

3. 캐나다 관세청은 1986.12.9. 청문회를 거쳐 연방 재무성에 GPT 수혜 정지 여부를 건의하게 되며,
연방 재무성은 1987년 상반기 중에 GPT 수혜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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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바, 주캐나다대사관이 보고한 동 공청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캐나다의 한국산 Drywall screw 덤핑 제소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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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국세청(Revenue Canada)은 한국산 Drywall Screw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1986.8.1. 발표함.
한국의 동 제품 제조 및 수출업체는 Sung Industrial co. ltd.와 Handuk Industrial co. ltd.임.

2. 캐나다 국세청은 한국산 Drywall Screw에 대한 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1986.10.23. 발표하였으
며, 덤핑 마진은 최하 15.89%부터 최고 46.57%로 가중평균 덤핑 마진은 31.12%임.
1236

이에 따라 캐나다 수입심판소(Canadian Import Tribunal)는 120일 이내에 덤핑 피해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그동안 예비판정을 받은 제품은 31.12%의 잠정관세를 부과받게 됨.

3.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한국산 Drywall Screw에 대한 캐나다 국세청의 덤핑 예비판정 제소에 따라 동
제품이 자국 동종 제품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또는 현재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86.10.28. 고시함.
동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1987.1.19. 개최될 예정임.

4. 캐나다 국세청의 덤핑 조사 담당관이 1986.11.26.~30. 방한하여 한국산 Drywall Screw에 대한 덤핑
관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EC(구주공동체) 수출 철강재의 가격산정 기초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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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영국에 대한 철강재 수출가격 산정 기초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주벨기에
대사관은 1986.5월 이후 상공부 자료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EC 측과 협의함.
삼미특수강

- EC측이 영국 Spartan Sheffield사의 가격기준에 의하면 삼미의 경우 29~41%의 덤핑 혐의가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동 건에 대해 Spartan Sheffield사의 가격기준을 검토한 후 협의하자고 함.
H.R. COIL

WIRE ROD

- EC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동 품목 가격기초 산정요인 중 FINANCE COST 이외에 INDIRECT EXPORT
ALLOWANCE 30%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수입상으로부터의 재수출 확인증명 제시를
요청해 옴.
- 한국 측은 영국 수입상들의 수입물량 중 약 30%가 재수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재고를 요청함.

2. EC 집행위 철강과장은 1986.5.16. 주벨기에대사관 상무관에게 한국산 WIRE ROPE의 대EC 직·간접
수출 증가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관련 업계의 대EC 수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
3. EC 집행위는 1986.5.28. 주벨기에대사관 앞 서한에서 1986.2월 영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H. R. COIL
10,955 톤의 가격규정 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해명이 없을 경우 한·EC
철강약정 위반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해 옴.
4. EC 집행위는 1986.8.7. 주벨기에대사관 앞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재의 대영 수출분 가격 산정 기초 중
STOCKHOLDERS SECTOR REBATE와 FINANCE COST 요인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
이후 EC 측은 FINANCE COST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STOCKHOLDERS SECTOR
REBATE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적인 REBATE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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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산정기초 항목 중 FINANCE COST, GSP DUTY 및 STOCKHOLDERS SECTOR
REBATE의 가산을 인정할 수 없고 덤핑 혐의가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측은 GSP는 개도국에 부여되는 수입관세상의 특혜로서 동 항목의 삭제가 부당하다고 하고,
STOCKHOLDERS SECTOR REBATE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REBATE 공여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가격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일본 통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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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외무부에서 작성한 한국·일본 간 통상 문제에 관한 각종 자료, 면담록, 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대일 무역균형 촉진대책 참고자료(1986.1월)
2. 엔화 강세 동향과 한국의 대일 수출 전망(1986.2월)
1238

3. 대일 경제 무역 현안 교섭 지침(1986.2월)
4. 외무부 아주국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의 면담록(1986.3월)
5.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의 면담록(1986.3월)
6.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의 면담록(1986.3월)
7. 대일 무역현황 및 역조시정 대책(1986.4월)
8.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의 면담록(1986.4월)
9. 국무총리와 일본 심화회 고문 및 위원장의 면담록(1986.4월)
10.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의 면담록(1986.4월)
11. 주일대사관이 작성한 한·일 간 경제통상 문제 현황 및 활동계획(1986.5월)
12.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의 면담록(1986.5월)

13. 주일대사관 공사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의 면담 보고서(1986.6월)
14. 국무총리와 일본 신경영자 클럽 한국 경제시찰단 단장의 면담록(1986.7월)
15. 외무부 아주국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의 면담록(1986.7월)

17. 대일 무역역조 문제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보고서(1986.7월)
18. 원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보고서(1986.8월)
19. 대일 수출촉진 문제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보고서(1986.8월)
20. 주일대사와 일본 경제기획청장관의 면담록(1986.8월)
21. 주일대사와 일본 후생대신, 노동대신 및 통산대신의 면담록(1986.8월)
22. 주일대사관 상무관과 일본 통산성 북아시아과장의 면담 보고서(1986.8월)
23. 외무부 동북아1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의 면담록(1986.8월)
24. 주일대사관 공사와 일본 통산성 경제협력부장의 면담 보고서(1986.9월)
25. 주일대사관 상무관과 일본 통산성 경제협력부장의 면담 보고서(1986.10월)
26. 주일대사관 공사와 일본 통산성 경제협력부장의 면담 보고서(198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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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일대사관 공사와 일본 외무성 통상국장의 면담 보고서(1986.7월)

대파라과이 보세창고 설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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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라과이대사는 1986.12.10. 외무부 간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대파라과이 진출 확대를 위하여
파라과이에 보세창고 및 한국은행(외환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을 설치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파라과이에 한국 보세창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면 교포 판매망을 통하여 한국 상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스페인은 1960년부터 파라과이 아순시온 항 내에 보세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간
7천만 달러의 무역실적을 올리고 있음.
1240

보세창고 설치와 함께 한국 외환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을 파라과이에 설치한다면 무역거래 확대에
유리할 뿐 아니라 현지어가 잘 통하지 않아 현지 은행에 미화를 맡기기 두려워하는 교포들의
예금을 흡수할 수도 있음.

2. 외무부 경제국장은 1986.12.30. 주파라과이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 대사의 보세창고 설치 건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1차적으로 답변함.
관계 부처에 공관 건의 내용을 전달한바, 현재까지의 반응은 우선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
지에 대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종합상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임.
과거 (주)대우가 파나마에 보세창고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철수했던 실례가 있기
때문에 보세창고의 규모와 소요액수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유관부처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파라과이 측과 교섭을 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를 보낼 예정임.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 요구, 1985

| 86-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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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6-84 / 11 / 1~221(221p)

1.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5.9.7. 주말 정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국의 자유무역정책 추진을 재천명하고
USTR(미국 통상대표부)에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와 협상 대상 국가와의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복 조치 준비도 지시함.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험 분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화재 및
생명보험 회사들이 한국에서 공정히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보험법에 대해 조사할
것을 USTR에 지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하여 백악관 공보실이 배포한 신문 발표문은 한국이 한·미 우호

1241

통상항해조약에 의거 외국 회사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법으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국 회사가 한국 국민에 대해 생명 및 화재보험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

2. USTR은 1985.9.16. 한국의 생명 및 화재보험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조사범위 등 조사에 관한 이해 당사자 의견 제출 시한: 1985.10.11.
REBUTTAL BRIEF 제출 시한: 1985.10.18.(추후 10.21.로 연기)

3. 한국 보험업계 대표 2인이 미국 보험업계의 생명보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의견서와 특수건물 화재
보험 현안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서를 1985.10.21. USTR에 제출함.

미국의 한국산 해상시추설비 수출금리 제소,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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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84 / 12 / 1~379(380p)

1. Sprinkel 미 재무부 차관은 1984.7.25. 김만재 재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이 한국 업체의
대미 해상시추설비(offshore drilling rigs) 판매에 공급자 신용 9%, 구매자 신용 9.5%의 수출금융을
제공한 것은 GATT/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약상 의무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한국 측의 금리 지원이
국제협약에 부합되도록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1984.9.3. Cornell 미 재무부 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가 방한하여 미측 입장을 설명함.
1242

2. 재무부는 1984.12월 Sprinkel 미 재무부 차관 앞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한국의 중공업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로 해양시추 장비와 같은 중공업 제품이 선진국과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소 유리한 금융 지원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 금리를 인상하여 해양시추
장비에는 10%가 적용됨.
향후 수출입은행 금리는 금융산업 개편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검토될 것임.

3. Sprinkel 미 재무부 차관은 1985.2월 재무부차관 앞 서한에서 수출입은행 융자 조건의 재조정을 요청함.
4. KAISER STEEL 등 6개 미국 회사들이 1985.4.19. 한국의 해양시 추 설비용 철 구조물 수출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를 상무성에 제출함.
상무부 ICT(국제무역위원회)는 1985.5.29. 예비판정 투표에서 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

- 1985.6.3. 예비 판정 사유 발표 예정
- 1985.7.15. 상계 관세 예비 판정 예정
- 1985.9.26.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 예정

한·미국 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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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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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2과

MF번호

2016-85 / 1 / 1~427(428p)

1985년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간 섬유협상 내용 및 관련 자료임.
1. 제1차 한·미 섬유협상(1985.3.1.)
양측 대표

- 한국: 주미대사관 상무관
- 미국: 미 통상대표부(USTR) 섬유협상 부대표보 등 4명
협상 의제

2. 제2차 한·미 섬유협상(1985.6.17.~18.)
양측 대표

- 한국: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등 3명
- 미국: USTR, 상무부 및 국무부 관계관
협상 의제

- PART-CAT 규제 수준
- 가방류 BRAID에 대한 PART-CAT 설정
- 품목 재분류 및 쿼터 조정
- 양국 통계 차이 조정
- CALL 품목 규제 수준

3. 제3차 한·미 섬유협상(1985.7.16.~18.)
양측 대표

- 한국: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등 3명
- 미국: USTR, 상무부 및 국무부 관계관
협상 의제

- CAT 605(0)
- CAT 611
- CAT 359(V) 및 CAT 459(H)
- 합섬직물제 가방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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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670(L)
- 1984년 통계 차이 품목 규명 및 보상
- PART-CAT 설정 문제
- NON-MFA 품목 일방적 분류 문제
- A.V.V. SYSTEM

대미 수입자유화계획(1986-88) 발표, 1985.10.30.
전2권, V.1 19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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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5 / 2 / 1~245(245p)

1.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종합적인 개방화 시책(1986~88 3개년간)을 1985.9월 발표하기 위하여 준비함.
1986~88년 수입자유화 계획

1244

- 1986년 수입자유화 품목(총 303개 품목)
- 1987년 수입자유화 품목(총 161개 품목)
- 1988년 수입자유화 품목(총 142개 품목)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자유화 예시제에 따라 투자 자유화율을 1988년 90%까지 제고
- 서비스 시장 개방: 신다자간 협상 추진 준비와 관련 계속 검토 중이며 동 협상 시 방침 확정
지적 소유권 보호

- 외국인 저작권 보호: 1987년 이전에 국제 조약 가입 추진
- 물질특허 도입 시기: 1988~1990년
- 소프트웨어 보호 시기: 1988년

2. 정부는 개방화 시책 발표 이전에 다음과 같이 대통령 특사를 미국에 파견함.
특사

-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파견 목적

- 한국의 개방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미국 의회 및 행정부에 한국의 협조적 자세를 보임.
- 의회와 업계의 압력 속에서 보호주의 입법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강화
시킴으로써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옴.
파견 기간

- 1985.9.30.~10.6.
활동 계획

- 주미대사 면담, 아놀드포터사 등 현지 로비스트 면담(10.1.)
- 야이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돌 상원 원내총무 등 의회 인사 면담(10.2.~5.)

대미 수입자유화계획(1986-88) 발표, 1985.10.30.
전2권, V.2 1985.1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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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5 / 3 / 1~306(307p)

1.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1985.9.30.~10.6.)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은 10.4.
Yeutter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함.
한국 측 언급 요지

미국 측 언급 요지

- 행정부의 301조 조사는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 행정부는 섬유규제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서도 301조 조사가 이러한
의회의 보호주의 법안보다 유리할 것임.
- 301조 추가 제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음을 양해
해주기 바람.
- 한국의 자유화 Package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으며 현재로서는 동 내용이 추가적인 301조 제소를 방지
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답하기 어려움.

2. 정부는 1986.10.30. 그동안 준비해 왔던 시장 개방화 시책을 발표함.
수입 및 투자자유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지적소유권보호 계획은 동 발표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지적소유권 문제가 현재 미측에서 검토 중인 301조 추가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동 문제에
대한 협상도 조만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입장을 고려한 것임.

3. 정부의 시장 개방화 시책 발표(1986.10.30.)에 대한 미국 각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국무부(Wolfowitz 차관보 등)

- 금번 개방조치는 자유공정무역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표시로서 환영하나 미국의 관심사항이
다수 결여되어 있는 데 대해 실망을 표시함.
통상대표부(Yeutter 대표)

- 한국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유화 조치가 더욱 더 필요함.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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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개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종합 개방시책을 준비함.
-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점, 특히 미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과 행정부의 301조 조사로 인한 국민적인 대외
개방 압력의 거부 감정 고조 등으로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음.
-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방 정책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설득하고 있는데 미국의 301조
조사는 이러한 노력에 큰 장애가 됨.
- 만약 추가적인 301조 제소가 있다면 개방 정책의 추진은 더욱 어려울 것임.

상무부(Baldrige 장관)

-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 있는 컴퓨터 제품, 보험 및 영화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소유권의 조기보호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야 함.
백악관(Sprinkel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한국의 자유화 계획이 더욱 포괄적으로 계속 추진되기를 촉구함.
의회(Lugar 상원외교위원장)

- 한국의 시장개방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함.  
1246

미국의 반도체 수입규제 동향,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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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5 / 4 / 1~216(216p)

1. 미국 반도체공업회(SIA)는 1985.6.14. 일본 정부의 국내 산업 강화책으로 인하여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의 산업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계를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 미 통상대표부(USTR)에 제소함.
USTR은 1985.7.11. 일본 반도체 칩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 (1년 이내에 대통령에게
동 조사결과 보고)

2. 일본 측은 계류되어 있는 반도체 반덤핑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반도체 대미 수출 최저가격제(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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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SYSTEM)를 1985.11.21. 미국에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최저가격제가 미국 내 시장가격을 인상시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뿐 아니라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내포한다면서 동 제안을 거부함.
미국은 일측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6.2.20. 반도체 가격 감시 글로벌 시스템(GLOBAL PRICE
MONITORING SYSTEM)을 일본 측에 제안함.

3. 1986.3.7.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 간 반도체 협상이 1986.3.27.~28.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됨.
미국은 일본 반도체 시장 내의 미국 제품 판매율을 85년 10% 수준에서 86년 15%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5%씩 증가시켜 89년 30%까지 증가시키도록 요구함.
미국은 일본 정부가 육성한 판매 카르텔이 없을 경우 미측 요구 수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품목별, 업체별 가격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토록 요청함.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요구,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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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
1985.9.10. 미 영화수출협회(MPEAA)는 미국 영화 수입 규제에 대해 통상대표부(USTR)에 제소

- 근거: 미 통상법 301조
- 대상: 한국의 미 영화 수입에 대한 불공정 규제
1985.10.16. 문화공보부는 MPEAA 측에 1차 타협안을 제시
1985.10.25. MPEAA는 통상법 301조에 따른 제소 잠정적 철회
1248

1985.11.26. 양측은 수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원칙적 타협안에 합의
1985.12.5. MPEAA 관계자가 방한하여 미국 영화사의 국내 영업활동에 관해 조사
1985.12.19. MPEAA는 한·미 간 영화협상 타결 사실을 발표

2. 주요 합의 사항
미 영화업자의 국내 사무소 설치 요구

- 1986년 중 영화법 개정안 국회 상정
- 1987년부터 사무소 설치 정식 허가 (1986년부터 임시 사무소 설치 허용)
홈 비디오테이프 판매

- 합작투자 생산 및 판매 허용
영화사업진흥기금 납부

- 진흥기금 운영 및 기금방안 개선 시까지 미측이 잠정적으로 현행 진흥기금 제도 수락
스크린 쿼터제

- 스크린 쿼터제 존속
예탁금 제도

- 현행 7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인하
영화 및 비디오 수입관세

- 관세 인하 시기에 관해 추후 협의
영화 수입 시 사전 수입 추천제

- 현행 문화공보부의 수입 추천제 준수
영화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제

- 현행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제 존속

미국의 한국산 관이음쇠 반덤핑 판정,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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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무부는 1986.1.7. 한국산 관이음쇠(Pipe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13.34%라고
발표함.
대만(구 자유중국) 및 브라질산 관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는 각각 29.16%와 4.59%임.

2. 미 상무부는 1986.3.24. 한국산 관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예비판정보다 0.86% 낮은
12.48%로 발표함.
대만 및 브라질산 관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는 각각 44.87%와 5.64%임.

대한 산업 피해 여부 최종 판정투표를 시행한바, 5:1로 피해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
4. 미 상무부는 1986.5.23. 한국산 관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가 명령을 발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미 상무부 ITC(국제무역위원회)는 1986.5.5. 반덤핑으로 제소 중인 한국, 대만 및 브라질산 관이음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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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앨범 반덤핑 판정,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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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 앨범류에 대한 반덤핑 판정 경위
1985.1.30. 미 앨범 업계, 반덤핑 제소

- 근거: 미 통상법 제731조
- 대상: 한국 및 홍콩산 앨범
1985.2.19. 미 상무부, 제소 수락
1985.3.13. 미 상무부 ITC(국제무역위원회), 피해 예비 판정(Affirmative 판정)
1250

1985.7.16. 미 상무부, 반덤핑 예비 판정
1985.10.23. 미 상무부, 반덤핑 최종 판정
1985.11.22. ITC, 피해 최종 판정
1985.12.16. 미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
1985.12.23. 한국 업계 조기 재심 신청

2. 조기 재심을 위한 한국 측 조치 사항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협조 요청(1985.11.29.)
상공부장관은 미 상무부장관 앞 서한 발송(1985.12.17.)
상공부의 조기 재심 교섭단 방미(1985.11.19.~25.)
상공부장관의 미 의회에 대한 서한 발송

- 상·하원 주요 의원들에 대한 협조 요청 서한 발송(1985.11월~1986.1월)
미 행정부를 통한 교섭

- 주미대사의 백악관 Gaston Sigur 보좌관 접촉(1985.12.19.)
- 주미대사의 국무부 Wolfowitz 차관보(1985.12.20.)
- 주미 상무관의 국방부 Tarbell 경제정책보좌관(1985.12.31. 및 1986.1.6.)
- 주미대사의 Smart 상무부 차관 접촉(1986.1.10.)

3. 미국의 조기 재심 거부
미 상무부 부차관보는 1986.1.27. 조기 재심 수용 거부 결정을 주미대사관에 구두 통보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재심의,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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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무부는 한국 가전 3사의 요청에 따라 컬러 TV 반덤핑에 대한 연례 재심(Annual Review) 개시를
1985.10월 다음과 같이 발표함.
재심 대상기간: 1984.5.1.~1985.3.31.
재심 요청 업체: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재심 품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컬러 TV 수상기
개시 일자: 1985.10.25.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86.1.7. 미 상무부가 각 세관에 동 부품에 대해 청산 중지
명령을 통보함.
미 세관은 한국산 컬러 TV 주요 부품인 PCB 및 CRT를 통관시키되 상무부 판정 후 청산토록 하고,
상무부가 동 부품도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정할 경우 동 관세를 납부토록 함.
현지 변호사들은 완제품과 별도로 수입되는 PCB, CRT는 당초 반덤핑 조사의 대상도 아니고 금번
연례 재심의 조사 대상이 아닌 점, 일본산 컬러 TV 반덤핑의 경우에도 부품은 적용되지 않았던
관례 등을 들어 상무부 판정에 관해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함.
상무부은 1986.1.24. 동 부품 수입에 대한 질문서를 한국 관련 업체에 발송함.

- 상무부의 판정은 1986.2월에 내려질 예정

3. 미 상무부은 1986.7.23.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제2차 재심 예비판정의 결과를 발표함.
업체별 덤핑 마진은 삼성 1.55%, 금성 4.71%, 대우 14.25%임.

- 미 상무부는 1986.7.25. 내에 상기 덤핑 마진율 산출 내역을 이해 당사자에게 배포하고 45일 이내에 동
내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금번 덤핑 마진율은 1984.5.1.~1985.3.31. 간 수입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것이며, 최종판정은
1986.10.25.로 예정되어 있음.

- 1985.4.1.~1986.3.31. 간 수입분에 대한 제3차 재심은 1986.5월 개시됨.

4. 미 상무부는 1986.7.23. 발표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연례 재심 예비판정 내용 중 대우전자에 대한
덤핑마진이 컴퓨터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계산 착오로 14.25%로 잘못 발표되었다고 시인하면서
이를 8.96%로 수정한다고 8.13. 대우 측에 통보함.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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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컬러 TV 반덤핑 제소자인 Zenith사가 미 상무부에 한국산 컬러 TV 부품을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규제,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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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7.20. 미국의 5개 타이어 제조업체는 한국산 승용차용 레이디얼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에 제소함.
제소자

- Goodyear 등 5개 타이어 제조 업체
제소 대상

- 한국타이어, 삼양타이어의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1252

제소 사유

- 공정가격 이하 수입
- 미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급증
- 선거 이전의 유리한 시기 활용

2. 미국 ICT(국제무역위원회)는 1984.8.13. 공청회를 거쳐서 8.27. 한국산 타이어의 미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투표에서 5:0 Negative(무피해)로 판정함.
3. 미국 타이어 업계는 상기 ICT의 예비판정에 대해 1984.10.19. CIT(미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함.
제소자

- 5개 타이어 제조업체 중 3개 업체
제소 사유

- ICT가 동 예비판정에서 자의적이고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법규를 위반
- 한국산 타이어 수입이 가격 하락의 주 원인임을 간과 .

4. CIT는 1985.8.8. ICT 판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함.
판결 내용

- ITC가 국내 산업 피해 판정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하였으므로 ICT는 재판정하고 CIT에 결과를
보고할 것

5. ITC는 1984.10.25. 특별고등법원인 CAFC에 항소하는 동시에 당초 판정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CAFC는
ITC의 항소는 접수하였으나 판정 유보 청원은 기각함.
6. ITC는 1984.12.16. CIT 판결에 의거 당초 판정을 번복하고 이를 상무부에 통보함.

한·미국 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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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986.8.4.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간 섬유협상을 타결함.
1. 협상 대표단
한국 측

-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외 1명
미국 측

- Mike Smith 미 통상대표부(USTR) 부대표 외 1명

양국 간 주요 관심사항인 기준물량, 연 증가율, 특정품목 추가선적 문제, 각종 보상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협상을 타결함.
타결 형식은 원칙 문제에 있어 쌍방이 서로 합의하고, 양해각서의 교환을 포함한 섬유협정 개정에
따른 세부절차는 외교경로를 통해 추후 합의키로 함.

3. 협상 경위
1986.2~8월간 서울, 미국 워싱턴, 스위스 베른, 미국 하와이에서 5차 협상 회의 개최

4. 주요 합의 내용
협정 기간

- 4년(1986~89년)
연 증가율

- 협정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0.825 %
그룹 설정 및 그룹별 규제 수준(합계: 1,283.5백만 Sye)

- 그룹 1: 기존 쿼터 품목 중 비의류: 413백만 Sye
- 그룹 2: 기존 쿼터 품목 중 의류: 671백만 Sye
- 그룹 3: 라미, 린넨, 실크제 의류: 21.5백만 Sye
- 스웨터: 라미, 린넨제: 85백만 Sye, 실크제: 31백만 Sye
- 가방류: 62백만 Sye
융통성

- 그룹 간 및 개별품목 간 전용, 이월 등의 범위(%)에 대해 합의
신규 규제 품목의 규제 개시 시기 및 1986년도 규제 수준

- 규제 개시 시기: 1986.9.1.
- 1986년도 규제 수준(1986.9.1.~12.31.): 규제 수준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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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결과

1253

한·미국 통상 협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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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6.1.6. Yeutter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함.
한국 측 언급 요지

1254

-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섬유 법안 거부권 행사 등 국제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
- 한국은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한국 시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임.
- 지적소유권 301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조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미국 측 언급 요지

- 한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상당수 의원들과 선거구민들에게
한국 시장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증거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한국과의 지적소유권 문제는 원칙 문제에 대한 해결과 아울러 관계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야 301조 조사를 취소할 수 있음.
- New Round 관계 회의(1985.11월 GATT 총회)에서 한국이 미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2. 주미대사는 1986.1.13. Baldrige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함.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섬유 법안 거부권 행사 등 미 행정부가 자유무역 정책을 확고히 추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취약점과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에 협력하는 자세로
시장개방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한국산 앨범에 대한 고율 판정으로 한국 내 여론이 비등하여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미 상무부가 조기 재심을 수락하여 줄 것을 요청함.
미국 측 언급 요지

- 지적소유권 301조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취급될 전망임.
- 한국이 시장개방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나 미국도 1,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 때문에
여유가 극히 제한적임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앨범 문제에 대한 반덤핑 판정의 조기재심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규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이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사항이 아님.

한·베트남 교역 추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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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6.3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대베트남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기본 방향

-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 개선 속도를 앞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중국(구 중공)-베트남 관계 악화 고려,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자제
정치적 분야

경제적 분야

- 대베트남 교역 전반적 보류 조치(1985.4.6.) 해제
- 베트남 측의 경제관계 개선 접근에는 민간 상사가 적극 수용토록 조정
- 베트남 경제구조의 취약성 감안, 국내 업체의 과당진출 억제 및 단계별 추진
- 무연탄, 플랜트 및 해양 구조물 등 특수품목은 별도 추진

2. 정부는 1986.3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베트남 단계별 교역 추진 대책 및 세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단계별 교역추진 대책

- 1단계: 일반상품 직교역은 당분간 단일 통로 유지
- 2단계: 미-베트남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수개 상사에 대하여 추가로 직교역 허용
- 3단계: 베트남의 대미, 아세안 및 중국(구 중공) 관계가 현저히 개선 시 개방
세부 지침

- 대베트남 교역창구 상사는 삼성물산 및 선경 2개사로 하며, 수출 품목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상사별로
지정
- 제3국을 경유한 대베트남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현지 업계 지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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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 아세안 입장 지지 계속
- 의도적인 대베트남 관계개선 노력 당분간 자제
-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선별적으로 대응
-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참가 관련 접촉 적극 수용

New Round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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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중 개최된 정부 내 New Round(신다자간무역협상)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요지임.
1. 뉴라운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위원
1256

-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및 과학기술처
차관보급 간부, 국가안전기획부 제3국장

2. 뉴라운드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일자 및 주요 의제
제1차 회의(1985.2.22.)

- 뉴라운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세칙
- 1985년도 작업 계획
- 서비스 교역
제2차 회의(1985.3.25.)

- 서비스 교역 국별 보고서 요약 보고
- 뉴라운드 추진에 대한 대외적 기본 입장
제3차 회의(1985.6.12.)

- 뉴라운드에 관한 최근 동향 보고
- 뉴라운드 추진에 관한 대외적 기본 입장
제4차 회의(1985.7.23.)

- 스톡홀름 통상장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월별 작업과제 보고
제5차 회의(1985.10.21.)

- 증권, 보험, 금융, 관세 등 분야 보고
- 캐나다와의 뉴라운드 협의회
제6차 회의(1985.11.15.)

-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월별 작업과제(개도국 우대조항) 보고
제7차 회의(1985.12.26.)

- 건설업, 항공운송업, 해운업, 여행관광업 등 분야 보고
연말 회의(1985.12.30.)

- GATT 각료회의 개최 문제 및 뉴라운드 대응체제 강화 방안

New Round에 대한 개발도상국 입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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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 상반기 정부가 수립한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에 대한 잠정 입장은 다음과 같음.
기본 입장

- 뉴라운드가 GATT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세계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리라는 인식에서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함.
- 한국은 New Round 협상과 협상 준비를 위한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
- 협상 기간 중 모든 협상 참가국은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을 약속해야 함.
협상 참여 국가

협상 의제

- 기존 현안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다 같이 의제로 논의하되, 기존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
- 새로운 문제에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

2. 1985.6.5. GATT 이사회에서 발표된 뉴라운드에 대한 22개 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이집트, 유고,
중남미 제국 등)의 공동 입장은 다음과 같음.
기본 입장

- 선진국이 1982년 각료선언 및 Work Program을 이행하는 경우,‘특정무역협상’제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음.
- 선진국이 제의한 뉴라운드는 GATT 권능 밖의 사안을 취급하며, 지금까지 개도국의 요구를 외면함.
특정 무역협상의 내용

- GATT 규정 내에서 진행
- 의제로는 완제품, 반제품, 천연자원상품,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방안 등 논의
- 개도국 우대조항에 근거한 협상 기법 채택
전제 조건(선진국에 대한 요구사항)

- GATT에 위배되는 신규 보호조치의 동결(standstill) 및 기존 보호조치 철폐(roll-back)
- 여러 가지 개도국 관심 분야에 관한 조치
- 개도국 우대조항 이행을 위한 특별규칙 설정
- 국제 금융·통화 분야 검토 조치 병행
- GATT에서 환율과 무역과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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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많은 GATT 회원국의 참여가 바람직함.
- 협상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참여하에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도국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제14차. Canberra,
1986.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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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이 1986.5.13.~14.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 금진호 상공부장관
대표
1258

-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8명

2. 한국 대표단 주요 일정
- 제14차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 호주 수상, 무역상, 상공상, 1차산업상 등 예방
- 한·호주 민간 경협위원회 간담회 개최

3. 주요 합의(협의) 사항
교역 확대

- 양국은 교역 증가의 상호 유익성을 인식하고 양국 교역을 15억 달러에서 1991년까지 30억 달러로
보다 균형적으로 확대키로 합의
- 호주 측은 컴퓨터, 전자, 주방 용구, 승용차, 선박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수출
증대 가능성을 시사
반덤핑 재심

- 한국 측은 호주의 빈번한 반덤핑 제소에 우려를 표시하고 5개 품목에 대한 재심을 요구
- 호주 측은 5개 품목에 대한 우선적 재심을 약속하고 현재 반덤핑법 개정 시안에 한국 측 의견을 반영할
것을 약속
관세 인하

- 한국 측은 자동차용 배터리 등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요청
구매사절단 파한 및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

- 1986.6.14.~21. 호주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 1986.10.27.~11.7.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
항공협정

- 86년 중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캔버라 또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대호주 이민

- 한국 측은 사업 이민, 기능공 및 가족 재결합 이민 증대를 호주 측에 요청
소고기 및 육우 수입 재개

- 호주 측은 밀의 수출 증대에 만족을 표명하고 1984년 이후 중단된 소고기 및 육우 수입 재개를 한국
측에 요청
호주의 석탄 및 철광석 공급 지속

서비스 산업 개방

- 호주 측은 렌터카, 광고, 은행 등 서비스 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관련 규정 완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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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제철소 및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호주의 석탄과 철광석 공급이 현행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제9차. Vancouver,
198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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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15.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9차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의 대표단, 일정, 면담
자료, 연설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대표단 구성
정부 대표단
1260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부장관
- 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7명
민간 통상사절단

- 주요 기업 대표 23명

2. 대표단 일정
밴쿠버 도착, 주밴쿠버총영사 주최 만찬(7.13.)
British Colombia주 수상 면담(7.14.)
통상장관 회담, 공동성명 발표, Carney 캐나다 통상장관 주최 오찬(7.15.)
기업인 간담회, 한국관광의 밤 행사, Howe 캐·한 경협위원회 위원장 주최 리셉션 및 만찬
(7.16.)
한국의 날 행사, 금진호 상공부장관 주최 리셉션 및 만찬(7.17.)
밴쿠버 출발(7.18.)

3. 회담 자료(영문)
British Colombia 주지사 면담 자료
통상장관회담 자료
캐나다 통상장관 주최 오찬 시 상공부장관 연설문
캐·한 경협위원장 주최 만찬 시 상공부장관 연설문
한국의 날 행사 시 상공부장관 연설문
상공부장관 주최 리셉션 시 상공부장관 연설문

한·뉴질란드 통상장관 회담, 제15차. Wellington,
1986.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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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이 1986.5.17.~21.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 금진호 상공부장관
대표

-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8명

- 제15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 뉴질랜드 수상, 외상, 상공상, 국방상 등 예방
- 한·뉴질랜드 민간 경협위원회 간담회 개최

3. 주요 합의(협의) 사항
교역 확대

- 양국은 교역 확대의 여지가 충분함을 인식하고 양국 교역을 161백만 달러에서 1991년까지 400백만
달러로 보다 균형적으로 확대키로 합의
수입 자유화

- 한국 측은 18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요청
- 뉴질랜드 측은 수입허가 제도의 점진적 철폐, 관세 인하, 입찰수입 증대조치를 설명하고 한국 측 요청에
대한 적절한 고려 약속
자동차 쿼터 증량

- 한국 측은 현행 자동차 쿼터 증량을 요청
- 뉴질랜드 측은 현재의 자동차 쿼터 300대를 1986/1987년부터 2배로 증량키로 약속
국제 입찰

- 한국 측은 현재 참여 중인 국제 입찰에서 호의적 배려를 요청
- 뉴질랜드 측은 적절한 고려를 약속
어업 쿼터

- 한국 측은 양질의 어장 배정과 현재 8,300톤에서 20,000톤으로의 어획 쿼터 증량을 요청
- 뉴질랜드 측은 최대한 협조키로 하고 1986.6월 어업실무자회의에서 협의할 것을 약속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 대표단 주요 일정

1261

1차산품 수입 증대

- 뉴질랜드 측은 양육, 소고기 및 육우, 수산물, 낙농제품, 원예작물 등의 대한 수출 증대를 희망
- 한국 측은 어려운 농촌 환경과 점진적 수입자유화 시책을 설명하고 향후 뉴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
재개 또는 증대 시 배려 약속
낙농제품 수입 증대

- 뉴질랜드 측이 카제인의 수입감시 품목 선정 제외 및 버터, 유장 분말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한데
대해 한국 측이 검토 약속
1262

목제품 관세 인하 및 수입 증대

- 뉴질랜드 측이 목제품의 수출 증대를 희망하고 제 재목 관세 인하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업계에
뉴질랜드 목제품 수입 권장 및 관세 인하 검토 약속
치즈 합작투자

- 뉴질랜드 측의 치즈 합작투자 승인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합작투자 승인 신청서 연내 허가 약속
  

한·파푸아뉴기니 통상장관 회담 개최계획, 1986

| 86-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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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6 / 6 / 1~102(103p)

1. 한국과 파푸아뉴기니는 통상장관 회담을 1986.5.22.~23.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모스비에서 개최키로
1986.4월 합의하고 이를 준비함.
2. 한국 측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통상장관회담이 당초 1986년 4월 말에서 5.30.~6.1.로 변경됨에
따라 동 회담 준비를 위해 5.22.~24.로 합의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부득이 연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5.2. 파푸아뉴기니 측에 전달함.
을 표하고 그 대안으로 1986년 하반기 서울에서 동 회담을 갖는 데 동의

3. 한국 측이 서울에서의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위해 Kwarara 파푸아뉴기니 통상장관에 대한 나웅배
상공부장관의 방한 초청 서한을 1986.9월 파푸아뉴기니 측에 전달하였으나, Kwarara 장관의 연말
사임이 예견되는 등 파푸아뉴기니 측 사정으로 양국 상공장관 회담의 86년 내 개최가 불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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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측은 한국 측 사정으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연기하게 된 데 대해 유감

한·중국 과실 교역회담, 제2차. 서울, 1986.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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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과실 교역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국산 배와 대만산 바나나
간 구상무역에 대해 협의함.
1. 회담 개요
기간

- 1986.9.23.~25.
1264

장소

- 농수산부 및 농어촌개발공사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농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외 4명
- 대만 측: 행정원 농업위원회 기획처장 외 7명

2. 회의 결과
공동합의록 작성
차기 회담 개최

- 1987년도 타이베이에서 개최

3. 주요 합의 사항
교역 원칙

- 한국산 배와 대만산 바나나 간 구상무역
교역 기준

- 등가기준(C&F 기준)
교역 창구

- 배 교역: 한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조합과 대만 청과운수합작사
- 바나나 교역: 한국 농어촌 개발공사와 대만 청과운수합작사
교역 시기

- 배 수출: 1986.10.20.~1987.2.28.
- 바나나 수입: 1987.3.1.~ 1987.6.30.
교역 물량

- 배: 2천 톤(단, 대만 내 판매실적 양호 시 10% 증가)
- 바나나: 배 수출액과 동등한 가격의 바나나 수출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철강 [쿼터] 협상,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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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6년 간 한·EC 간 철강협상의 결과임.
1. 1985년도 협상
일자 및 장소

- 1985.11.26. 브뤼셀
양측 대표

약정 서명일

- 1985.11.26.
주요 협상 결과

- 협상 물량: EC 측이 제의한 224,000톤에 합의
- 가격 문제: 협상 체결국에 최저가격 적용(침투 마진 6% 공제 동시 적용)
- 반기별 수출한도: 반기별 수출한도 55% 철폐
- 잠정 수입: 잠정 수입 당사자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으로 쿼터에서 제외

2. 1986년도 협상
일자 및 장소

- 1986.3.7.~12. 브뤼셀
양측 대표

- 한국: 조남홍 주벨기에 상무관
- EC: Salerno 철강협상 담당 부과장
약정 서명일

- 1986.4.7.
주요 협상 결과

- 협상 물량: EC 측이 제의한 235,812톤에 합의
- 품목: 총 131개 품목에 합의
- 가격 규칙: 침투 마진 인정 (보통강 6%, 특수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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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조남홍 주벨기에 상무관
- EC: Paoll 한국과장

한·일본 무역회담, 제17차. 서울, 1984.11.19-20.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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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6 / 9 / 1~367(367p)

제17차 한·일 무역회담이 1984.11.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구성
한국: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외 관계부처 국·과장 등 23명
일본: 고토 도시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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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의 사항
무역의 확대 균형

- 양측은 경제 관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불균형의 우선 개선에 의견이 일치됨.
- 한국 측은 먼저 한국 상품의 일본 시장 접근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세인하,
일반특혜관세,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함.
- 일본 측은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1984.10월 방한한 수입촉진단을 중심으로‘일·한 시장협의회’
를 상설화할 계획임을 언급함.
산업기술협력 확대

- 양측은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기술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금후
무역회담에서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협의를 확충키로 함.
- 한국의 기능인력 일본연수 계획을 1985년부터 확대 실시하기 위해 산업기술 실무자회의를 조속
개최하기로 함.
- 민간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양국 상공회의소를 통한 중소기업 분야 투자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기로 함.
실무자 교환계획

- 경제 분야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제 분야 실무자 간 교류에 합의함.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 양측은 태평양지역 협력 기운이 일고 있는 데 유의하고 조용히 대처 방안을 검토키로 함.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함.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 생사류 협의, 제3차 산업기술실무자회의 등 실무협의 일정 합의

3. 외무부의 평가
양국 간 동반자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회담 중에서 가장 진지한 의견 교환을 가짐.

한·일본 무역회담, 제17차. 서울, 1984.11.19-20.
전2권, V.2 회의자료

| 86-117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정책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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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일 무역회담(1984.11.19.~20.)과 관련된 다음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의제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 검토

한국 측 관심사항

- 대일본 무역 확대
- 산업기술 협력
- 대한국 투자의 확대
일본 측 관심사항

- 한국의 수입다변화 정책
- 투자환경의 개선
-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
기타

2. 회의 일정
개회식, 전체회의, 개별회의, 만찬(11.19.)
개별회의, 전체회의, 폐회식, 만찬(11.20.)

3. 양국 경제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4. 교섭 지침
5. 참고 자료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용 개요
일본의 대개도국 시장 개방 조치(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측 공식입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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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 확대 균형
- 산업기술의 협력 확대
- 정부 및 공공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
-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협력

한·일본 무역실무자 회의. 동경, 19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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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실무자회의가 1986.6.4.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한국

- 김용규 외무부 동북아 1과장(수석대표), 재무부, 농수산부 및 상공부 담당과장
일본
1268

- 시부야 외무성 북동아과장(수석대표), 대장성, 농림수산성 및 통산성 담당과장

2. 회의 의제
전체 회의

- 최근 엔화 강세하의 양국 간 무역 동향 검토
분야별 회의

- 부처별 개별 회의

3. 전체회의 주요 협의 결과
한국 측 입장

-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
일본 측 입장

- 엔화 강세로 단기적으로 무역역조 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과
수평분업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

4. 분야별 회의 주요 협의 결과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

- 한국 측은 대일 수출 촉진의 장애 요인으로 제18차 한·일 무역회담 시 제기한 18개 사례와 신규 4개
사례를 중점 교섭
- 일본 측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시멘트 선상 통관 및 선박수리 검사관 파견에 긍정적
입장 표명
수입 확대

- 일본 측은 수입촉진단 파한은 고려치 않고 있으나 1986.10월 부품협력 조사단 파한 계획 표명

관세 인하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제도 개선

- 일본 측은 일방적 관세 인하 의도가 없으며 향후 관세 인하는 교섭을 통해 추진 방침임을 시사
- 일본 측은 GSP 제도 개선 검토를 실시 예정이나, 검토 시 후발개도국과의 균형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대일 수출 촉진 지원 활동

- 일본 측은 수출지원단 방일 활동, Made in Korea Fair 개최, 유통구조 조사사업 지원 의사를 표명
산업·과학기술 협력 증진

- 1986년 7~8월경 양측 사정이 좋을 때 개최키로 합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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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회담, 제19차. 서울, 1986.11.24-2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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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일 무역회담이 1986.11.24.~25.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구성
한국 측: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수석대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수산청,
전매청, 공업진흥청 관계자(총 17명)
일본 측: 후지타 키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수석대표), 관계성청 관계자(총 17명)
1270

2. 전반적 협의 결과
한국 측은 한·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양국이 공동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불균형 시정 노력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 노력 촉구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986.12.5.~6. 개최 예정인 한·일 각료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양측은 한·일 무역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부품개발 협력 등 수평분업 기반 확립의
필요성에 인식 일치

3. 의제별 토의 결과
부품개발 협력

- 양측은 양국 간 부품개발협력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러한 협력을 통한 양국 산업
간 수평분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
- 일본 측은 이를 위해 적극 협력 및 지원 자세를 표명
일본 측이 호의적 검토, 지원 의사를 표명한 분야

- 한국 상품 수입확대 홍보, 기준·인증제도 개선, 수입촉진단 방한, 수출촉진단 방일, 일본의 유통구조
조사사업
추후 계속 협의가 필요한 분야

- 관세 인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비관세 장벽, 대개도국 무역균형 촉진 융자제도, 기술연수,
건설협력 등 분야

4. 평가
부품협력 등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수평분업 기반 확립 필요성 확인 및 협력 원칙 합의
한·일 무역 불균형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과 공동대처 필요성 인식
각료회담(1986.12.5.~6.)의 성과 거양을 위한 예비회담적 역할 충실 수행

한·일본 무역회담, 제19차. 서울, 1986.11.24-2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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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일 무역회담(1986.11.24.~25.)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자료
일정
대표단
의제
훈령
수석대표 기조연설
의제별 발언 요지
일본 측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
보도 지침(안)
폐회사

2. 타 부처 자료
상공부, 농수산부, 과학기술처, 수산청, 전매청, 대한무역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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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순서 및 발언자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V.1 1-2차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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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2차 실무협의(1986.6.4.~5.) 준비에 관한 사항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4.15. 외무부에 대해 1984.4월 양국 간 협의(제1차 실무회의) 시 미측이 제시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양해각서 체결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단을 1986.6월 파견할
것을 제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이 정식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미측이 미국의 통제 제도
1272

및 COCOM에 대한 설명과 양해각서 제안 배경 설명에 치중한다는 상호 양해 하에 미측 제의를
수락함.

2. 외무부는 1986.5.14. 및 5.30. 제2차 한·미 실무협의에 대비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2차에 걸쳐
개최함.
참석자

- 외무부 경제국장(주재)
-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토의 내용

- 양해각서 체결 또는 유사한 국내 제도 시행 시 한국에 대한 영향
- 양해각서 체결 제의에 대한 입장
- 대미 질문사항 검토

3. 제2차 한·미 실무협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1986.6.2.

- 미국 대표단 입국
1986.6.4.

- 미국 대표단 외무부차관 예방
- 제1차 회의(미국 측 브리핑)
- 제2차 회의(미국 측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외무부 경제국장 주최 만찬
1986.6.5.

- 제3차 회의(한국 측 브리핑 및 질의응답)
- 회의 종합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V.2 3차 실무협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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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3차 실무협의가 1986.10.6.~10.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파견 개요
파견 목적

- 미국 측이 제안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교섭이 아니고,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규제제도 및 그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음.
- 허리훈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을 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실무 관계자 8명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 2명으로 구성

2. 대표단 활동 내용
방문 대상 기관

- 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법무부, 관세청(재무성 산하) 등 5개 부처
주요 검토 및 조사 사항

- COCOM 리스트 내용, 미국의 수출입 통제 제도 및 운영 상황
- COCOM 제도 및 그 운영 상황
- 소련 등 공산권의 전략물자 및 기술획득 현황과 동 획득이 서방 진영 안보에 미친 영향
- 미국과 비COCOM 회원국 간의 MOU 교섭 현황 및 유럽 중립국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
- 한국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 도입 시 조치 필요 사항 및 미측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미 행정부 관계 기관의 견해와 의회의 입장
- 대공산권 수출통제 실시 위반 가능성 예방 및 위반자(자연인,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
- 휴즈 헬기 범법자에 대한 조치 진행 사항 문의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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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구성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V.3 3차 실무협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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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3차 실무협의가 1986.10.6.~10.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양국 대표단 구성
한국 대표단: 외무부 허리훈 경제국 심의관 외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국방부, 과학기술처,
관세청 관계관 9명
1274

미국 대표단: Hughes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 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관세청 관계관
12명

2. 주요 협의 내용
대공산권 전략물자 유출 통제의 필요성

- 전략기술의 대소련 유출 동향
- 최근에는 개도국(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소련의 관심 고조
COCOM 제도 및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요청 사항

- 자유진영의 안보를 위한 한국의 입장 및 책임 강조
- 한국의 협조 미흡 시 COCOM 회원국의 대한국 전략기술 이전 곤란
- COCOM 제도를 기본으로 한 국내 수출통제 제도의 조속한 채택
한국 측 제기 사항

- 안보 차원에서 대공산권 전략물자 및 기술 유출 방지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 한국의 국내 생산 기술은 아직 COCOM 요구 수준에 미달하여 통제의 필요성에 의문
- 복잡한 수출통제 절차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우려
- 1985년 12월 실시한 미국의 대중국(구 중공) 수출통제 완화에 대해 문제 제기
- 국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필요

3. 양국 합의문서(Record of Visit) 내용
한국 대표단은 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법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서로부터 COCOM 제도 관련
브리핑 청취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소련, 북한 등의 전략기술 취득 시의 안보 위협에 관한 제반 정보 제공
한국 측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 관련, 한·미 간 협조가 공통의 안보이익이라는 데 공감 표시
한국 측은 수출통제 제도 실시 시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표시
양측은 양측에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를 개최키로 양해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협의, 1986. 전4권, V.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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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제2차 및 제3차 실무협의 관련 자료임.
1. 제2차 실무협의(1986.6.4.~5.) 자료
협의 개요

- 협의 일정
- 양측 대표단 구성
미국 측 입장

한국 측 입장

- 수석대표 개회사
- 기본 입장
- COCOM 형태의 수출통제제도 도입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시행 시 문제점
- 한국 관련 수출통제제도 설명 자료
- 질의 사항

2. 제3차 실무협의(1986.10.6.~10.) 자료
협의 개요

- 협의 일정
- 양측 대표단 구성
미국 측 입장

- 미국의 MOU 체결 제안 배경
- 미국의 MOU(안)
한국 측 입장

- 수석대표 개회사
- 기본 대응방향
- 미 MOU(안)과 한국 제도
- 미 MOU(안)에 대한 관계 부처 검토 의견
금번 협의 시 파악 내용

- 미 관계 부처 방문 시 중점 파악 사항
- 질의 사항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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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양해각서(MOU) 체결 요청 배경
- 미국 제의 MOU 초안 및 요지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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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관련 주요국들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1986.4월 제18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미측이 제의한 MOU 체결 포함)에 관해 협의키로 합의
1986.5월 한·미 외상회담 시 Shultz 미 국무장관이 대공산권 전략물자 유출 방지를 위한 협의의
1276

중요성 강조
1986.6월 서울에서 한·미 간 비공식 실무협의회 개최

-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가 한·미 양국의 상호 안보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및
조속한 시일 내 협의 재개에 합의
1986.10월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실무협의회 개최

-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소련, 북한 등에 의한 전략기술 취득 시의 안보위협에 관한 제반 정보 제공
- 한국 측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 관련, 한·미 간 협조가 공통의 안보 이익임에 공감 표시
- 한국 측은 수출통제 제도 실시 시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표시
- 양측은 양측에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개최 합의

2. 네덜란드
1986.5월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이 외무부에 한·네덜란드 당국 간 대공산권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 제의

-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이 현재 COCOM 제도 및 운영 현황, 미국 측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동 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추후 한국 입장이 정립되면 네덜란드의
제의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응

3. 독일
1986.12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고도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독일의 대한국 기술 이전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독일 정부의 관심을
외무부에 전달

4. 일본
1986.12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COCOM 회원국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 한국 측과 협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주일대사관에 전달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V.1 개최일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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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 국가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1985.8월
참석 대상국에 초청장을 발송함.
선정 기준

- 과거 3차에 걸친 세계통상장관회의 중 2회 이상 참석 국가
- 교역 규모가 크고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큰 국가
20개 대상국 선정

2. 정부는 1985.9월 상기 회의 개최 일자를 당초 1985.10.25.~27.에서 1986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를
결정하고 참석 대상국에 통보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가 1985.9.30.~10.2. 개최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동
GATT 특별총회와 11월 말 GATT 정기총회의 결과를 보아 동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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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선진국, 8개 개도국
- GATT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V.2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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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6.5월 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 개최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1. 개최 기간: 1986.5.30.~6.1.
2. 장소: 서울 신라호텔
1278

3. 회의 성격
공식 의제 없이 설문지에 따라 비공식 협의
설문지 내용

- 최근 국제 경제에서의 문제
- 뉴라운드 추진 준비 문제

4. 회의 방식
상공부장관이 1986.5.30. 주요 국가 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결정

5. 참가국: 각료 및 차관보급 이상 고위 실무자 각 1명
선진국(12): 미국, 일본, EC,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개도국(6): 한국, 우루과이,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

- 브라질, 나이지리아는 고위실무자회의만 참석
GATT: 사무국장, 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박근 대사)
불참 예상국(3): 인도, 유고, 인도네시아

6. 한국 대표(의장 겸임)
장관 회의: 금진호 상공부장관, 김기환 일해재단 이사장(공동 의장)
고위실무자 회의: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7. 회의 일정 및 오·만찬 일정
5.30.(금) 상공부장관 주최 리셉션 겸 만찬
5.31.(토) 제1차 및 제2차 회의,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부총리 주최 만찬
6.1.(일) 제3차 및 제4차 회의, 무역협회 회장 주최 오찬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V.3 각국 대표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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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를 1986.5.30.~6.1. 개최키로 결정하고 20개 선진국 및 개도국 통상
담당 각료 및 GATT 주요 인사 앞 상공부장관 명의 초청 서한을 1986.3월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함.
참석 대상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유고 등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불참 의사를 알려 옴.
브라질은 당초 참석에 미온적이었으나 한국 측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무급 대표를 보내기로 함.

2. 세계통상장관회의에서는 구체적 의제 없이 회의를 진행하되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지에
따라 토의를 진행키로 하고 1986.5월 이를 참석 대상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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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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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 참가 예정국 주재 공관이 보고한 각국별 회의 참석 예정 인사 및 한국 측이
준비한 잠정 의제에 대한 주재국 견해 등임.
2. 한국 측이 준비한 잠정 의제는 다음과 같음.
장관회의 의제
1280

-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
- 긴급수입제한
- 농산물 교역
- 서비스, 투자, 고도기술 상품 교역 등 새로운 문제 취급 방안
고위실무자회의 의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 강화(분쟁해결절차)
- 개도국 취급 문제
- 다자간 섬유협상
- GATT 각료선언 초안 내용

세계통상장관회의, 제4차. 서울, 1986.5.30-6.1.
전5권, V.5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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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국
총 18개국 및 GATT

- 12개 선진국(미국, 일본, EC,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 6개 개도국(한국, 우루과이,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 및 GATT
필리핀은 장관만 참석하고, 이탈리아, 브라질, 나이지리아는 고위실무대표만 참석함.

2. 회의 진행 방식
장관회의와 고위실무자회의를 분리 진행하고 1차 및 4차(최종) 회의는 합동회의로 진행함.

3. 의제
공식 의제 없이 설문서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협의함.

- 뉴라운드 문제 전반, Standstill & Rollback, 뉴라운드 실질 문제(농산물 교역, 서비스, GATT 체제 강화,
감시기구, 개도국 우대), 각료선언 초안 문제 등

4. 회의 결과(의장 명의 언론 발표 내용)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개시를 위해 1986년 가을 GATT 각료회의를 지원키로 합의함.
Standstill & Rollback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 토의함.
회의에서 협의된 Standstill 공약 이행 기본 지침은 모든 뉴라운드 협상 참여국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동 약속은 GATT에 위배되거나 GATT 밖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Rollback이 뉴라운드의 필수적인 요소임.
농산물 교역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뉴라운드 협상의 필수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현안
문제와 병행하여 서비스 교역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함.
GATT 체제 강화를 위해 다자감시체제 개선 필요성에 합의하고 협상 기간 중 특정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현행 감시기구의 재편 필요성이 제의됨.
서울 회의가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조기 개시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음에 의견 일치함.

5. 평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진전 없었음.
인도, 브라질, 유고의 각료 불참으로 강경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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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초청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유고는 불참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V.1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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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신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6.1.27.~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1986.9월 개최 GATT 각료회의 장소 및 일정
준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
1282

뉴라운드의 목적, 의제, 협상 방법, 참석 범위

2. 한국 대표단 훈령 요지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의 기본입장’
을 기본 교섭지침으로 함.
준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GATT 사무국 안(2~3주 1회 개최, 3~4회째 회합부터 각료선언
초안 논의)에 이의 없음.
옵서버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수 국가의 참여를 희망함.

- 다만, 뉴라운드 각료회의 개최 이전까지 GATT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한 국가로서 가입 협상과정에서
GATT 체제에 대한 기여 의사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만 옵서버 자격 부여 희망
준비위 보고서는 각료선언의 부속서(Annex) 또는 보충자료(Explanatory Note) 형식으로 각료회의에
제출하여 뉴라운드 협상의 세부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동 문제와 관련한 선진국-개도국 간의 민감한 대립을 예상하여, 각료선언의 원만한 채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안 강구 가능

3.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회의 일정

- 향후 6개월 동안의 준비회의 일정에 합의함.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작업소위원회는 구성치 않기로 함.
- 매 회의 종료 시 다음 개최할 두 차례 회의의 의제를 결정함.
- 매 회의 후 사무국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함.
- 각료선언 초안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토의 순서

- 뉴라운드의 목적에 대해서는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등 주제를 토의한 후 추후 협의키로 함.

각료회의 장소 및 일자

- 의장은 4개국(한국, EC, 캐나다, 우루과이)으로부터 공식 제의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개최 일자는 현재까지
비공식 접촉 결과 9.15. 시작되는 주간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언급함.
실질 문제 토의

- Standstill,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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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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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2차 준비회의(1986.2.5.~6.) 결과
GATT 각료회의 일자

1284

- 각료회의 일자를 1986.9.15.로 결정함.
- 한국 대표(박근 주제네바대사)는 각료회의가 9.15.로 결정됨에 따라 86 아시안게임과의 날짜 중복으로
한국의 각료회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언함.
실질 문제 토의

- 농산물 교역, 분쟁해결 절차, 열대산품, 관세, QR(수량규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 MTN 협정,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관세 문제 협의 시 GATT 제28조의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동경 라운드 이후 선진국 관세가 상당히 인하
되었으나 QR 등 비관세 규제가 강화된 것을 지적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문제를 상호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함.
- QR 및 기타 비관세 장벽 협의 시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특히
Minimum Viable Production 문제가 섬유류 등의 개도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 보조금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다루는 것을 지지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2. 제3차 준비회의(1986.2.25.~27.) 실질 문제 토의 결과
산업구조 조정과 무역정책

- 대부분의 국가는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산업구조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뉴라운드의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는바, 별도 의제로 할 것인지, 타 의제와 연계하여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됨.
위조상품 교역

- 위조상품 교역 및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한 GATT 및 WIPO의 권능 시비 및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되풀이됨.
국내 판매금지 상품 수출

- 개도국은 국내 판매금지 상품에 관한 정보 획득 및 수입 개도국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시체제 수립의
긴요함을 강조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다자간 교섭에서의 논의를 주장함.

섬유류 교역

- 개도국은 개도국 섬유류에 대한 선진국의 차별적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현행 MFN III의 연장에
반대하면서 섬유류 교역의 GATT 복귀 및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를 주장함.
자본재 수출금융

- 개도국은 수출금융 문제의 GATT 내 취급과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를 주장함.
기타 토의 의제

- 천연자원 교역 문제, 환율 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서비스 교역 문제 등이 토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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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6.3.17.~2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New Round(NR) 협상 의제

1286

- GATT 제17조(국영무역), GATT 제24조(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양허 재협상, GATT 체제의 기능,
통고 및 감시절차, 보상무역, 첨단기술 제품 교역,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제한적 영업관행, 뉴라운드와
금융·재정제도 발전 관계, 뉴라운드의 협상 방법, 다자간무역협상 참여, 뉴라운드의 목적 등
1986.9.15. GATT 각료회의 장소 선정

2. 주요 논의 사항
국영 무역

- 칠레, 미국, 캐나다 등은 무차별 원칙을 통한 경쟁 증진과 시장접근 확대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이를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은 GATT 체제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별개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전반적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견해 피력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 한국, 칠레, 일본, 미국 등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가 MFN 원칙 등 GATT의 기본 정신과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며, 이의 확산으로 GATT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뉴라운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EC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는 MFN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며, 회원국 다변화를 통해 국제무역
증진에 기여하므로 뉴라운드에서 별도 의제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한국 대표는 지역 무역지대의 확대는 MFN 원칙을 저해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저하시키며, 지역주의를
초래할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를 뉴라운드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
양허 재협상

- 스위스는 주요 공급국의 지위가 소수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위해 이를 뉴라운드에서 검토할 것을 제의
- 한국,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은 제28조 재협상이 몇몇 국가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며 개도국 이익
반영이 미흡하므로 뉴라운드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대표는 제28조의 편익이 소수 선진국에 집중되어 GATT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을 저해할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체약국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키 위해 뉴라운드에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

기타 의제

- 의제에 포함된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

3. 차기 준비회의 및 GATT 각료회의
차기 준비회의

각료회의 개최 장소

- 관계국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장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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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운드 협상 준비를 진척시키기 위해 차기 준비회의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사무국 준비 문서와
각료선언의 형태 등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되 일부 개도국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토의되어 온 문제에 대한
평가도 병행키로 함.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V.4 제5차

| 86-119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8 / 4 / 1~274(274p)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1986.4.14.~1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GATT 각료회의 장소 확정
1986.9.15. GATT 각료회의의 장소로 우루과이 Punta Del Este를 확정함.

2. 주요 논의 사항
1288

Standstill(SS: 신규 보호조치 동결)과 Rollback(RB: 기존 보호조치 철폐)

- 북구 대표는 SS 약속이 절대적이어야 하며, 국가별 약속이 필요하고 약속 이행 통보에 따르는 감시기능을
GATT 이사회에 마련해야 함을 언급
- 브라질은 SS 및 RB의 목적은 선진국의 보호주의를 중단시키고 GATT 규정 준수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의 정치적 보장이 뉴라운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한국 대표는 각료선언의 반 이상이 SS, RB 및 개도국 우대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뉴라운드의 목적, 협상 방법 및 주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
Rollback

- EC 대표는 RB의 목적은 경제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무역 왜곡조치를 완화 내지 철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RB는 뉴라운드 협상의 목적이 아니고 결과이어야 하며, SS와 마찬가지로 RB의 부담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나누어야 한다고 언급
-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대개도국 특혜조치의 관점에서 SS 와 RB는 분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 GATT 규정 위반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행한 것이므로 RB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없다고 주장
- 한국 대표는 선진국도 RB의 실천을 위해 이러한 자유화 계획을 천명해야 하며, 각료선언 시 및 개별적
RB 보장에 동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고 발언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 EC 대표는 Safeguards가 GATT 제19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6조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브라질은 선진국이 제19조 밖의 규정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과정에서 회색조치가 만연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제19조의 준수, 강화를 주장
- 한국 대표는 회색조치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19조에 대한 올바르고 종합적이며 공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
개도국 우대조항

- 인도 및 나이지리아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협상 대상이 아니고 뉴라운드의 전제라고 주장
- 미국은 개도국 우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개방무역 정책이 성장의 비결이며, 개도국도 발전 정도에
따라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V.5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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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1986.5.5.~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뉴라운드의 목적
뉴라운드 협상 의제

뉴라운드 협상구조 및 참가국

2. 회의 결과
5.5. 회의

- 농업 문제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해 협의함.
- 농업 문제는 호주 안 및 아르헨티나 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함.
5.6. 회의

- 수량제한, 열대산품, 관세, MTN 협정, 보조금, 산업구조 조정, 위조상품 교역 및 지적소유권에 관해
토의함.
5.7. 회의

- 섬유류 교역, 천연자원, 환율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국영무역, GATT 제24조 및 제28조,
통고절차 및 감시기구, 보상무역, GATT 체제의 강화, 무역 관련 투자조치, 제한적 영업 관행, 뉴라운드와
국제금융과의 상호 연계성, 협상구조(modalities), 참가 문제, 노동자의 권리 등 잔여 의제를 모두 검토함.
- 한국 대표는 협상구조 토의 시 분야별 협상그룹을 구성하여 각 그룹별 협상구조를 작성하되 이는
뉴라운드의 전반적 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협상의 일정과 관련 우선 취급 분야를
조속히 선정하자고 제의함.
- 의장(GATT 사무총장)은 차기 준비위원회(1986.6.9.~12.) 직전까지 약 1개월간 협의를 통해 각료선언
문안 작성에 주력하겠으며, 동 작업을 위해 각국 대표들의 비공식 의견 제시도 환영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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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교역
- 열대산품
- 분쟁해결 절차
- QR(수량규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
- 관세 등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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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7차 및 제8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7차 준비회의(1986.6.9.~12.) 결과
6.9.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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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장 설명에 이어 통고 및 감시절차에 관해 주로 협의함.
- 통고 및 감시절차에 관한 토의는 현 특별위원회 대신 감시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칭 무역정책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매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국별 심의를 제도화하는 방안 및 각료회의
정기 개최 문제 등을 토의함.
6.10. 회의

- 9월 GATT 각료회의 의장 선출 문제 및 각료회의 참가 범위에 관해 협의함.
- 오전 비공식회의에서는 농산물 교역 문제를 토의함.
6.12. 회의

- GATT 사무국이 배포한 열대산품,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한 각료선언
초안을 토의함.
- MTN 협정, 분쟁해결절차, 국내판매 금지 상품 수출문제, GATT 규정의 재검토, EFTA 등 9개국 제안
각료선언 초안 등에 관한 사무국 및 주요국의 Non-paper를 중심으로 협의함.
- 한국 대표는 분쟁해결절차 토의 시 분쟁해결절차가 GATT의 초석이라는 사무국의 표현을 지지하고,
특히 개도국의 보호를 강조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함.

2. 제8차 준비회의(1986.6.23.~26.) 결과
6.23. 회의

- 미국 제안(서비스 및 투자 관련), 호주 제안(각료 참가 활성화 및 감시기구 개선) 및 브라질의 각료선언
초안 등을 중심으로 토의함.
6.24. 회의

- 전체 비공식 회의에서 각료선언 관련 EFTA 등 9개국 안(선진국 안)과 브라질 등 10개국 안(개도국 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에서 9월 각료회의의 참석 범위와 성격 문제에 대해 협의함.
6.25. 회의

- 9개국 안과 10개국 안을 계속 협의함.
- 미국이 제의한 노동자 권리 문제 토의에서 발언한 모든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
대표는 GATT가 교역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노동력은 상품과 달리 교역 대상이
아니므로 GATT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본다고 발언함.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V.7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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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9차 회의가 1986.7.8.~1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1986.9월 GATT/뉴라운드 각료회의 선언 초안 작성

2. 한국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대표

-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등 5인

3. 한국 대표단 참가 목적
-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한국 입장 반영
- GATT 및 UNCTA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 접촉
- 제네바 주재 주요 국가 대표 접촉 및 협력 강화

4. 회의 결과
7.8. 회의

- 열대산품, 농산물, 지적소유권에 관해 토의함.
- 의장 제의에 따라 1986.7.16.부터 타결 시까지 공식 준비위원회를 계속 운영키로 함.
- 회의 종료 후 9개국 안(EFTA 등 9개 선진국 안), 10개국 안(브라질 등 10개 개도국 안), 사무국 안, 기타
개별 안 등의 비교 문서가 배포됨.
7.9. 회의

- 9월 각료회의의 성격과 신분야 포함 여부에 대해 토의함.
- 한국 대표는 동 회의가 뉴라운드를 개시하고 서비스 등 신분야를 다루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각료회의 선언의 3개 초안에 대한 비교 토의가 이루어짐.
- 9개국 안 및 10개국 안이 각각 수정 배포됨.
7.10. 회의

- 각료회의 선언의 3개 초안에 대한 토의가 계속됨.
- 선진국은 10개국 안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 9개국 안을 협상의 기초로 간주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박근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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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
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V.8 비공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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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회의가 7.31. 최종 회의를 끝으로
종료됨.
1. 최종 회의 결과
9월 GATT 각료회의 선언 초안
1292

- 각료회의에 상정할 단일 각료선언 초안 작성에 실패하여 G32 안(선진국과 개도국 타협 안), G10 안
(강경 개도국 안) 및 아르헨티나 안 등 3개 초안 모두 각료회의에 제출키로 결정함.
- 각료회의 제출 형식은 그간 준비위원회의 토의 기록 및 상기 3가지 안을 모두 포함하는 준비위원회
의장 명의의 보고서 형태로 제출키로 함.
9월 각료회의의 성격

- EC 대표는 각료회의의 성격에 대해 총회 형식으로 시작하되 후반에 가서 필요한 경우 AD HOC 회의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두자고 발언함.
- EC를 제외한 모든 국가 대표들은 총회 형식을 지지하였으며, 미국 대표도 준비위원회에서 토의된
모든 문제(신분야 포함 의미)가 다루어진다는 조건으로 총회 형식을 지지함.

2. 회의 결과에 대한 주제네바대표부의 분석 및 평가
각료회의 선언 기초 문서

- 3개 안 중 G32 안이 기초문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국가가 40여 개국이 넘고 G10 안 지지국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9개국에 불과하므로 결국 G32 안이 각료회의 토의의 기초문서가 될 것으로 보임.
- G32 안은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므로 미국 등 3대 무역국은 동 안의 대폭 수정에 반대할 것이나,
일부 조항의 재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음.
강경 개도국의 방향

- 강경 개도국 10개국 중 아르헨티나는 농업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미 G10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으나, 여타 G10 국가들은 비교적 자국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거나 서비스 등 신분야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임.
- 9월 각료회의 전까지 선진국 등의 강경 개도국 설득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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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1986.9월 GATT 각료회의 선언 초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임.
1. 준비위원회에 제출된 각료회의 선언 초안(1986.7월 제9차 준비위원회 회의 이전 제출안)
9개 선진국(G9) 초안

10개 개도국(G10) 초안

- 1986.6.20.(6.17.자)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유고, 이집트 등 10개국 공동 제출
- 뉴라운드 개시 선언 불포함
- 9월 각료회의를 GATT‘총회’형식으로 개최

2. 각료회의 선언 초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G9 선진국 초안

- 기본적으로 각료 선언 초안의 골격을 갖추고 있으나 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나타난 주요 협상 의제를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나열하고 있는바, 기존 현안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코자 하는 한국
입장과 상치됨.
- 내용 면에서도 지나치게 선진국 이익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국 등 온건 개도국의 특수 이익을 반영치
않고 있음.
- 한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기존 현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신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G10 개도국 초안

- 뉴라운드 개시 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신분야의 조기 개시를 희망하는 한국 입장과 상치됨.
- 서비스 등 신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초안 전반부에 개도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및 개도국 우대문제를 언급하고 구체 의제는 부속서에서 취급함으로써
개도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개도국 중심임.
- 뉴라운드의 선행조건으로 Standstill 과 Rollback 약속의 완전이행을 내세우고 있어 New Round의 조기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함.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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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6.1.(7.2. 수정안) EFTA(오스트리아, 북구, 스위스)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 공동 제출
- 뉴라운드 개시 선언 명시
-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신분야(New Issues) 포함

ITCB(국제섬유 및 의류기구) 이사회 및 기타회의,
1986

| 86-120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88 / 10 / 1~61(61p)

1. ITCB(국제섬유 및 의류기구) 이사회가 1986.12.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예산, 직원 고용 계약
연장, 옵서버 자격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함.
부의장 선출

- 중남미 5개 회원국이 공동 추천한 Fattah 이집트 참사관을 선출함.
섬유위원회 공동성명 초안

- 12.8. 회의에서 재협의키로 함.
1294

본부 지위 협정

- 스위스 정부가 제시한 ITCB 본부지위 협정을 12.15.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키로 함.
옵서버 자격 요청

- 쿠바의 옵서버 자격 요청 문제를 12.8. 회의에서 재협의키로 함.

2.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6.12.8. 속개된 ITCB 이사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섬유위원회 수출개도국 공동성명 채택
1987년도 예산 승인

- 총액: 400,972달러
- 이월: 106,724달러
- 예산 요구액: 294,248달러
- 한국 부담: 66,559달러
직원 고용 계약 연장

- 사무국장, 경제 고문, 프로그램 직원(중국인) 3인에 대한 고용 계약 2년간 연장
- 행정 비서 1인을 1987년 초 채용
쿠바의 옵서버 자격 인정

- 중국(구 중공), 터키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찬성함으로써 특별한 반대 없이 인정

MFA(다자간섬유협정)관련 한·중공·홍콩 간
협의,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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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관련 한국, 중국(구 중공) 및 홍콩 간 비공식 회동이 1985~86 제네바에서
3국 대표부 직원 및 본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바, 동 회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홍콩 주최 오찬(1985.7.16.)
MFA의 장래 문제, 이와 관련한 한·중국·홍콩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및 한·중 간의 무역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1295
1985.9월 개최 예정인 MFA 서울 회의에서는 Cutback 및 규제 범위 확대 방지, 신참국 우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MFA 협상 기본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3. 홍콩 주최 오찬(1985.10.11.)
MFA 장래 교섭 문제, 중국의 GATT 가입 문제, 중국의 대일 무역역조 등 수출 증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짐.
섬유 교섭과 관련하여 차별대우 철폐, Cutback 및 규제 범위 확대 반대 등에 대하여 3국의 입장이
동일함을 확인함.

4. 한국 주최 오찬(1985.10.31.)
중국 측은 한·중국 간 교역 증진이 양측에 유익함을 알고 있으나, 정치적 문제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홍콩 등을 경유한 간접교역 증진에 주력하자고 언급함.

5. 홍콩 주최 오찬(1985.12.6.)
한국은 MFA 장래 교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함.

6. 한국 주최 오찬(1986.6.4.)
섬유의 공식·비공식 회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가짐.

7. 한국 주최 오찬(1986.7.4.)
MFA 협상, 최근의 홍콩·미국 간 양자협상 결과, 개도국 그룹 활동의 장래 및 3국 간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 주최 오찬(1985.7.24.)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북경, 198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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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상)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가 1986.3.4.~8. 중국(구 중공) 북경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주관

- ITCB(국제직물 및 의류 사무국)
1296

주최

-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참가국

- 23개 개발도상국 및 3개 국제기구 대표 94명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대표: 장석환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등 4명
의제

- MFA 협상에 대비한 개도국 공동 입장 조정

2. 회의 결과
MFA 협상에 임하는 개도국 공동 입장 중 원칙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을 Press Statement 형식으로
채택, 발표하고, 세부 토의사항은 Chairman’
s Summary로 작성하여 내부문서로 사용키로 함.
한국 대표는 MFA의 단계적 철폐 원칙하에 이번에는 잠정조치로서 현행 MFA를 보다 자유화하여
연장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특히 쿼터의 삭감, Non-MFA 품목의 규제 도입, 주요 수출국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이를 개도국 공동입장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러한 제의는
Press Statement에 모두 반영됨.
MFA의 세부 자유화 요소(elements)에 대해서는 개도국 간에도 다소의 입장 차가 있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함.

- MFA 협상의 목적은 섬유교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단계적 철폐이며, 철폐 시까지 MFA를 보다 자유화하여
잠정 연장
- 쿼터의 삭감(cut-back) 또는 동결(freeze) 반대
- 기타 규제 발동 수준, 개도국 특별대우, 최소 적정 생산 보장,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 품목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함.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Istanbul(터키) 1986.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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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89 / 2 / 1~164(164p)

MFA(다자간섬유협상)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가 1986.10.13.~17.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주최

- ITCB(국제직물 및 의류 사무국)
참가국

- 16개 개발도상국 대표 42명
- 수석대표: 허리훈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
- 대표: 장석환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등 2명
주요 의제

- MFA IV 연장 의정서 평가 및 양자 협상 검토
- 향후 섬유류 교역 문제 검토
- 개도국 간 섬유류 교역 확대 방안
- 개도국 간 협력사업 및 ITCB 장래 문제 검토
- ITCB 이사회(의장, 부의장 선출 및 198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2. 한국 대표단 주요 활동
개도국 간 섬유교역 확대 방안 제시
ITCB의 향후 운영 문제 협의
ITCB 운영 개선 방안 제시

3. ITCB 이사회 결정 사항
의장의 연차 보고서 채택 및 본부지위 협정 체결 승인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Salim 주제네바 인도네시아대사
- 부의장: 의견 불일치로 추후 검토키로 함.
1987년 사업 계획

- 사무국 작성 초안의 미비점을 다소 보완 후 채택
1987년 예산

- 사무국 초안(총 37만 달러)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가까운 시일 내에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채택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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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미국, 1984-86

| 86-120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89 / 3 / 1~77(77p)

1. Carlisle 미국 섬유협상 대표는 주제네바대사 및 주미대사와 접촉 시 MFA 장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미 의회에 계류 중인 Jenkins 법안 동향은 미국 업계나 의회 내에서 보호주의자들이 개방주의
자들을 압도하여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반영함.

- 그러나, 행정부는 동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 입법화되어서는 안 되며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음(1985.6월 주제네바대사와 만찬 시 언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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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로서는 섬유산업의 어려움과 의회 압력을 고려할 때 MFA가 연장되어 새로운
Arrangement가 필요하다고 봄(1985.7월 주미대사 면담 시 언급).

2. 1985.11.21. 개최된 USTR의 Carlisle 섬유협상 대표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Carlisle 대표는
MFA 협상을 위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미 행정부는 급증하는 섬유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
추가적인 섬유 품목이 MFA에 포함되도록 하며, 총량 규제를 함.
자동비자 확인제도를 통해 수입 급증 방지 장치를 마련함.
주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저개발국의 시장 점유율을 늘림.

| 86-1205 |

[1982.1.1-1986.7.31]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6.4.2-4. 전2권, V.1 86.1-5.30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89 / 4 / 1~275(275p)

1986년 7월 말 종료되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장래 문제 논의를 위한 GATT 섬유위원회가
1986.4.2.~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Dunkel GATT 사무총장 주재, 섬유 수출·입국(약 50개국) 정부대표 참석

2. 의제
세계 섬유 생산, 교역 및 산업 조정 동향 검토

3. 한국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교체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3명

4. 한국 대표단 훈령 요지
개도국 간 공동입장 유지에 각별한 노력 경주
선진국의 연장 입장 공식 표명 시 구체적인 한국 측 입장 개진
일부 선진국의 쌍무교섭 선행 요구 논박
뉴라운드와 MFA 협상 원칙의 연계 주장
MFA 협상의 실리적 측면 신중히 고려

5. 회의 주요 결과 및 의의
MFA 장래 문제에 관한 본격 협상 개시

- 1985.7월 협상 개시 이래 가장 진지한 분위기
MFA 연장 전제하에 구체적 요소별 토의 개시

- 시한 내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키로 합의
- 기본 요소에 대한 솔직한 의견 개진
개도국의 성숙된 대선진국 협상력 과시

- 선진국의 MFA 주장에 대한 논리적 비판
- 국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입장 견지 재확인
-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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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협정 연장 방향 및 요소(element)별 토의

| 86-1206 |

[1982.1.1-1986.7.31]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6.4.2-4. 전2권, V.2 86.6-12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89 / 5 / 1~351(352p)

1. GATT 섬유위원회가 1986.6.4.~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회의 목적

- MFA 개정 문제에 대한 협의
한국 대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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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 교체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공사
- 대표: 장석환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등 6명
회의 주요 결과 및 의의

- GATT 사무국이 작성한 Non-paper의 요소(elements)에 대한 토의를 대부분 종료
- 1986.7월 개최 예정인 GATT 섬유위원회에서 새로운 세계 교역 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2. GATT 섬유위원회가 1986.7.21.~8.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연장에
합의함.
회의 목적

- MFA 협정의 유효 기간 연장
한국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 교체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공사
- 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7명
회의 주요 결과

- MFA 협정의 유효 기간 5년 연장(1986.8.1.~1991.7.31.)에 합의
- MFA 연장의정서 및 섬유위원회 결정 사항 정식 채택
연장 의정서의 주요 특징

- 규제 대상 범위의 확대
- 쌍무협정 내용의 개선 약속
- 섬유교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GATT 복귀임을 확인
- 공정한 국제 섬유교역 질서 강조

New Round 관련 계기별 면담자료, 1985-86

| 86-120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9 / 6 / 1~240(240p)

뉴라운드와 관련된 각종 계기별 면담 및 회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1985년도 자료
Self 미 통상대표부 부대표보 면담 자료
Morden 캐나다 외무성 경제무역담당 차관보 면담 자료

2. 1986년도 자료
제6차 한·영 경제협의회 자료
국무총리 아주 순방 자료
Mulrony 캐나다 수상 방한 자료
Richardson 캐나다 통상장관 면담 자료
주요 외교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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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고위협의회 자료

MFA(다자간섬유협정) 관련 한·미국 간 협상 및
동향, 1986

| 86-120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6-89 / 7 / 1~142(142p)

1. USTR의 Carlisle 섬유협상 대표는 1986.2.22.~25. 방한, 상공부 차관보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으로부터의
1986~88년간 모든 섬유류 수입(비MFA 품목 포함)을 198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함.
대만(구 자유중국)과 홍콩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제안을 할 계획이며 일본에는 이미 협상을 통하여
제안한 바 있음.

2. 주캐나다대사는 1986.4월 MFA 동향 및 한·캐나다 양자 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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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1986.5월 신섬유 정책을 발표할 예정임.
캐나다 측이 한·캐나다 양자협상을 위한 예비회의를 동 신섬유 정책 발표(1986.5월) 이후 MFA
타결(1986.7월)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됨.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4차. Manila(필리핀), 1986.8.11-12

| 86-120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89 / 8 / 1~252(253p)

제4차 아·태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가 1986.11.~12.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됨.
1. 참석자
한국, 일본, 호주, 아세안 6개국 등 9개국 대표 참석
한국은 홍재형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고문으로 한
대표단 참석

뉴라운드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입장 정립 및 1986.9월 뉴라운드 각료회의에 대비한
공동대처 방안 협의

3. 주요 토의 사항
뉴라운드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각료선언 초안에 대한 검토
뉴라운드 의제별 토의

- 서비스 교역 등 New Issues, 농산물 교역, 열대산품 교역, Standstill 및 Rollback, 협상 기구
아·태지역 국가 간 장래 협력 방안
의장 요약문 발표

- 회의 내용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구두로 요약하고 이를 타자하여 배포

4.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동 회의는 9월 각료회의를 앞두고 아·태지역 국가 고위실무자들이 모여 G32 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데 큰 의의가 있음.
참가국 간 강조 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조속한 뉴라운드 개시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 간 협의를 지속키로 함.

- 호주는 농산물, 아세안 국가들은 열대산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G32 안을 수정 없이 유지할 것을
주장
한국은 Standstill 및 Rollback의 강화 및 New Issues의 포함을 지지하는 등 뉴라운드가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참여하에 조기에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함.
특정 블록에 속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입장을 일부 지지한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역내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뉴라운드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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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목적

대중남미 경제진출 대책회의, 1986

| 86-12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89 / 10 / 1~109(109p)

1. 중남미 경제 진출 대책회의가 1986.8.28.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관계 부처 직원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관계 부처 직원 22명, 업계 대표 23명 참석

2. 동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남미 주요 국가에 대한 진출 전략 수립
1304

사절단 파견

-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이 검토
대응무역

- 상공부와 KOTRA는 중남미와의 통상 증진을 위해 대응무역, 구상무역을 적극 지원
소량·소액 수출제도

-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수출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 건의
투자 진출

- 해외 개발 기금 조성 예정
연불 수출 확대

- 연불조건 완화 조치 및 전대자금 활성화 노력 설명
정기 항로 개설

- 물량 증가 시 선편 증가, 컨테이너선 투입 가능
상품 홍보

- 스페인어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등 검토

[관민] 무역대표단 동독 방문, 1986.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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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범 외무부 동구과장은 KOTRA 주관 제2차 동베를린 한국 상품 전시회 계기에 대동독 관민
무역단 일원으로 1986.6.14.~19. 동독을 방문한바, 동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동구과장의 주요 활동 내용
동베를린 한국상품 전시회 참관

- 12개 한국 업체, 7개 동독 업체 참가
심포지엄 연설(20분)

동독 대외무역기구협회 부회장, 무역회의소 사무총장, 국제무역센터 간부 등 주요 인사 면담

- 동독 측은 KOTRA 사무소 설치, 업무협력 약정 체결, 전시회 개최 및 인사 교류, 무역정보 교환 등에
관해 호의적 반응
- 88올림픽, 남·북한 관계, 동·서독 관계, 동독에 대한 교역 입장 등 의견 교환
- 동독 측은 외무부, 통상부 관리 예방 주선 요청에 대해 소극적 반응으로 회피

2. 대표단의 종합 평가
한·동독 은행 간에 체결된 환협력 약정(Bank-Corres)은 한·동독 직교역을 위한 교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동독 대외무역은행과 한국 제일은행 및 한일은행 간에 체결
동독 측의 대한국 교역 추진에 대한 큰 관심도를 확인함.

- 우선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치중하여 실적을 축적해 나가면 88 올림픽 전후까지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 연설은 한·동독 쌍무관계 교류상 처음으로 동독 측의
대한국 비정치적 교류 증진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함.

- 동독 경제계 주요 인사 8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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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 및 대동구 교류 현황 설명
- 교역 등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동독 측의 적극적인 호응 촉구

민간 무역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86.1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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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무역협회는 1986.10.25.~11.10. 아프리카 3개 국가에 민간 무역사절단을 파견함.
단장: 권득정 ㈜자유통상 사장
단원: 조중현 ㈜미화 대표 등 민간 기업 대표 10명
간사: 이상진 무역협회 국제부 참사

2. 동 무역사절단 파견 국가 및 파견 기간은 다음과 같음.
1306

세네갈(다카): 1986.10.25.~31.

- 리셉션 개최, 상품전시회 개최(약 55만 달러의 수출계약 달성)
코트디브아르(아비장): 1986.10.31.~11.5.
나이지리아(라고스): 1986.11.5.~10.

통상 및 투자사절단 구주 순방, 1986.1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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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합동 통상 및 투자 사절단이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86.10.13.~11.7. 구주지역 6개국을 방문한바, 동 사절단의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방문국 및 방문 기간
벨기에(10.15.~19.)
영국(10.19.~22.)
아일랜드(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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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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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0.28.~11.1.)
프랑스(11.1.~6.)

2. 사절단 구성
홍성좌 상공부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직원 7명 및 업계 대표 30여 명으로 구성

3. 사절단의 주요 활동 내용
EC와의 협의

- 한국 측은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EC와의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리스트
와 대일 수입선 다변화 품목 리스트 전달
- EC 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특히 소급효의 동등 적용, 수입감시 제도 등에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Memorandum을 한국 측에 전달
벨기에와의 협의

- 벨기에 측은 한국 측의 대일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공동 노력 강조에 대해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리스트 전달 의사를 표명하고 1987.3월경 통상사절단의 한국 파견 계획을 언급
영국과의 협의

- 한국 측은 한국산 CTV 등에 대한 규제 철폐 및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자제 요청
- 영국 측은 간접규제 조치가 없는 실질적 시장개방을 요청하고 보험시장 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와
관련한 한·미 협상 결과를 영국에 대해서도 대등 적용 요청
아일랜드와의 협의

- 아일랜드 측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 한국 사무소를 1987년 초 설치키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네덜란드와의 협의

- 네덜란드 측은 대중국(구 중공) 공동 진출 가능성을 표명하고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과 관련 실질적 수입
자유화 요청
독일과의 협의

- 한국 대표단은 금성사 WORMS 시 현지 공장(투자 규모 3천만 달러) 기공식 참석
- 독일 측은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와 관련하여 품목별 졸업정책 희망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 및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동등한 대우 희망
1308

프랑스와의 협의

- 프랑스 측은 한국산 라디오 쿼터 2배로 증대 및 흑백 TV 쿼터 철폐를 통보하고 프랑스 측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및 대한국 수입 가능 품목 리스트 제시

파키스탄 통상사절단 방한.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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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키스탄 무역사절단이 1984.4.7.~12. 방한함.
사절단 구성

- Ishrat Ali 대통령 고문(단장) 등 9명으로 구성
방한 목적

- 파키스탄 수출진흥청 후원하에 수출시장 개척, 대파키스탄 수입 가능 품목 모색, 한국과의 합작·
기술제휴 모색
방한 일정(파키스탄 측 요청 사항)

2. 파키스탄 라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상공인단(단장: 라흘 상공회의소 회장)이
1986.1.15.~19. 방한함.
방한 일정(상공인단 희망)

- 상공부장관 예방, 상공회의소 및 관련업체 인사 면담·시찰
주요 관심 분야

- 합작투자: 농기구, 시멘트 등 건축 자재, 전자 제품 등
- 대한국 수입: 자동차 부품, 농기구, 의약품
- 대한국 수출: 섬유제품, 카펫트
동 상공인단의 방한 일정은 주한 파키스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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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부장관,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예방
- 상공회의소, 정부 및 민간 관계기관 방문
- 업종별 개별 상담, 산업 시찰

덴마크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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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lhjelm 덴마크 공업장관이 1986.11.15.~19.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덴마크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방한한바, 동 장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과기처장관, 전경련 회장 면담
제7차 한·덴마크 경협위 합동회의 참석
현대중공업, 현대엔진 등 산업 시찰, 민속촌 관광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과기처장관 주최 오찬, 한·덴마크 경협위 한국 측 위원장 주최 오·만찬
1310

2. Wilhjelm 장관의 외무부장관 면담 시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덴마크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노력을 경주하고자 함.
상공부장관 면담 시 한·덴마크 투자보장 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으며, 가능하면 국무총리
덴마크 방문 시 동 협정 서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기니 통상관계 인사 방한 초청 계획,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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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undiano 기니 통상장관 방한 초청
외무부는 주세네갈대사의 건의에 따라 Koundiano 통상장관을 상공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함
(1986.9월 초청장 전달).
기니 측은 1986.11월 주세네갈대사관에 Koundiano 장관의 1986년 중 방한이 국내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림.

2. Mouhamad Aliou BA 기니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초청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1986.9월 전달함.

3. Kourouma 기니 코나크리 주지사
외무부는 1986.7월 Kourouma 코나크리 주지사를 서울시장 명의로 방한 초청한바, 동 주지사는
7월 서한으로 추후 적절한 기회에 방한 예정이라고 함.

4. N'Diaye 기니 교통부장관
교통부는 1986.11월 N’
Diaye 교통부장관 앞 교통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세네갈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N’
Diaye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은 기니 국영선사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주)대우의
요청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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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주세네갈대사의 건의에 따라 Mouhamad Aliou BA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대한

GINANDJAR Kartasasmita 인도네시아 생산진흥청
장관 방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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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nandjar 인도네시아 생산진흥청장관이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6.10.31.~11.5. 방한함.
방한 경위

- 1985.6월 상공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 전달
- 1985.9월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 사정으로 방한 연기
방한 일정(1986.1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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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금성, 삼성전자, 대우, 쌍용, 대림산업 방문(11.1.)
- 상공부장관 및 부총리 예방, 한·인도네시아 실업인 간담회, 현대중공업 방문(11.3.)
-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화천기계 및 대우중공업 시찰,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11.4.)
- 한국과학기술원장 예방(11.5.)

2. 외무부는 Ginandjar 장관의 요청에 따라 동인의 대통령 또는 총리 예방을 추진하였으나 대통령 일정,
정기국회 일정, 안보 정세 보고회 등 국내 일정, 여타 외빈 방한 일정 등으로 성사되지 못함.

Ilyas IBRAHIM 몰디브 상공장관 방한, 1986.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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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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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rahim 몰디브 상공상이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6.9.20.~24. 방한함.
방한 경위

- 1984.12월 상공부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몰디브 방문 시 동인을 방한 초청
- 1985.10월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몰디브 측 사정으로 방한 연기
방한 일정(1986.9.20.~24.)

2. Ibrahim 몰디브 상공상은 1986.9.24. 외무부차관 예방 시 Gayoom 몰디브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해 왔으며, 동 친서에 대한 전 대통령의 답신이 주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1986.10월 몰디브 측에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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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개회식 및 상공부차관 주최 만찬(9.20.)
- 경주 방문, 산업 시찰(9.21.~23.)
-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및 국방부차관 예방, 육사 시찰(9.24.)

Cooper, Doral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방한, 1985.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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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ral Cooper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미 경제협의회(1985.7월)에 대비한 사전 협의차
1985.5.29.~6.1. 방한, 다음과 같이 정부 인사들을 면담함.
해협위 기획단장(2회),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특허청 차장, 농수산부 제1차관보, 외무부 제2
차관보, 상공부 제1차관보,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문공부 차관 등

2. 외무부 제2차관보와 Cooper 대표보 간 면담(1985.5.31.)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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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 대표보 언급 내용

- 미국 내 반일 감정이 한국에 spill over될 가능성이 있는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측의 성의 표시가
필요함.
- 미국의 최대 관심 품목은 담배, 컴퓨터, 감귤류 등인바, 동 품목에 대한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호혜성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것임.
제2차관보 언급 내용

- 한국은 시장개방에 대한 broad-consensus를 추구 중임.
- 한국은 외채 부담, 국방비 부담, 수출 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미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국내적인 반발이 우려됨.

구상·연계무역 현안 문제 및 대책,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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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85년간 정부 관계 부처가 작성한 구상·연계무역 현안 문제 및 대책 등에 관한 자료인바,
동 자료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계무역 현안 문제와 대책(안)(1983.4.11.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동 자료에서 최근 일부 산유국을 포함한 개도국, 중남미 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연계무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세계 무역의 20~30%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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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에서 연계무역 필요성의 이유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외화가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대 등을 열거

3. 연계무역 현안 문제와 대책(1983.4월 외무부 작성)
동 자료에서 연계무역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세계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교역 방식으로,
선발개도국으로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연계무역을 선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4. 구상무역 현황(1983.7월 상공부 작성)
동 자료에서 구상무역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국내 시장 규모의 제한으로 대응수입품의 국내 흡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대체성이 강하여 대응수입상의 한계 등을 열거

5. 구상무역추진위원회 안건(1983.7월 상공부 작성)
동 자료에서 구상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하여 수출입 당사자 간에 스스로
추진토록 하되, 상대 국가로부터 구상무역을 요구해 오거나 지나치게 수입규제를 강화해 올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는 무역 주체가 효율적으로 구상무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을 구상무역 추진 기본방향으로 제시

6.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구상무역에 관한 외무부 앞 문서(1984.7.24.)
1984.6.30. 현재 해외무역관을 통해 접수된 구상무역 문의 현황 및 추진 중인 사항 수록

7. 구상무역 자료(1985.4월 외무부 경제국 작성)
개념, 형태, 역사, 추세, 배경, 경제적 기능, GATT 체제와의 관계, 전망, 추진 관행 및 현황, 한국과
구상무역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연계무역 현안 문제와 대책(안)(1983.4.20.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한·브라질 구상무역,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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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86년 한국과 브라질 간 구상무역 추진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2.3. 주재국 농무성 Yamanaka 경제조정관은 한국이 대두 7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수출업자로부터 입수하였다면서 한국이 중간상을 배제하고 주재국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주재국 농무성은 농산물을 한국 정부에 직접 수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주재국 농무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예산 절약 및 한국 상품의 정책적
수출 방안을 교섭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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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는 2.25.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실수요 민간인이 국제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조건이
유리한 국가로부터 직접 도입하고 있으므로 정부구매가 불가함을 통보
주브라질대사관은 3.27. 주재국 경제는 국영 기업체 주도하에 운용되고 있고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허가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 자체도 수출과 연계시키는 구상무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 주재국 농산·축산물 수입을 한국 상품 수출과 은밀히 연계시키는 정책적 수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재건의
상공부는 5.19. 상기 구체방안 검토를 위해 대브라질 수출 유망상품 발굴에 필요한 브라질의 83년
수입 실적, 주요 수입선 및 수요자 등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요청
주브라질대사관은 6.19. 관련 자료 송부

2. 본 문서철에는 주재국의 다음 요지 캐나다, 소련과의 구상무역 사례에 관한 주브라질대사관의 보고도
수록되어 있음.
캐나다 사례(1984.12.5. 보고)

- 캐나다로부터 위성통신 설비(2,200만 달러) 수입 대가로 주재국산 트랙터, steel container 등을 수출키로
했으나 steel container를 공급할 수 없어 한국 및 프랑스 업체로부터 offer를 받아 가격 조건 심사 중
소련 사례(1986.8.22. 보고)

- 소련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약 5천만 달러의 원유 수송을 소련 선박에 의뢰하고 동 대금 상당액을
상품 수출로 대치하는 구상무역 추진 중

한·소련 모피류 구상무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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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소련과의 구상무역 추진을 위한 (주)진도 관계관의 소련 방문 결과에 관한 외무부
구주국 동구과의 보고 문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1986.1.8. 보고 요지
(주)진도 직원은 1985.10.~12. 3차례 소련을 방문, 한국산 모피 의류(약 84만 달러)와 소련산 원피
(약 85만 달러) 구상무역 계약 체결
컨테이너 수출(약 200만 달러) 잠정 합의 등

(주)진도 직원은 1986.1.19.~29. 소련을 방문, 소련 업체가 주관한 경매에서 450만 달러 상당 원피
구입
상기 85년 원피 관련 계약 정식 체결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6.2.17. 보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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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Offset(절충교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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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6.5.20.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요 차량용 무선전화 시설의 절충구매(offset programme;
OP)와 관련, 미국의 이의 제기 가능성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공고 조건이 미 통상관세법(Trade Act
of 1974) 30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보고토록 주뉴욕총영사관(구매관)에 지시함.
2. 주뉴욕총영사관은 1986.5.23. 다음 요지로 보고함.
공고 조건이 30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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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전문가와 협의 결과, OP나 Counter Trade(CT) 등 구상무역이 GATT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없었으며 301조에 의한 제소 실례도 없으나 301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한·미 무역불균형 등 각종
무역마찰과 관련 협상 압력 수단으로 301조를 원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
USTR의 제소 가능성(5.22.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USTR의 Allgier 동아태담당 대표보 접촉 결과)

- 동 대표보는 동 문제에 관해 과거에 한국 측과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인도네시아의 OP
적용에 따른 심각했던 사례를 들면서 OP는 교역의 선택 폭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군수품을 제외한
일반 제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언급
미국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Buy American 조항 및 실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정과 동경 라운드 이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1979 통상협정법에
의거 정부조달 시에도 외국인에게 내국인 대우를 하여 주도록 법제화되어 현재로서는 외견상으로는 Buy
American Act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방성의 Armed Services Procurement Regulation
등에는 상존

대일본 생우 수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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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부는 1986.4.18. 한·일 경제 현안에 대한 한국 측 교섭사항으로 다음 요지 생우 수출문제를
외무부에 통보함.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축용 소(300kg 이하) 중 수소는 거세우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우는 거세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거세 조건 삭제 요망
관세 인하

- 현재 비축용(300kg 이하)은 45천 엔, 도축용(300kg 이상)은 75천 엔
한우 검역은 Moji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검역소 검역량이 과다해 계획대로 검역이 어려워

2. 동 문제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6.5.8. 주일본대사관 농무관의 농림수산성 후지다 과장보좌 면담 결과, 동 과장보좌의 언급
요지

- 거세 조건은 정부 정책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수출입 계약 조건에 불과
- 검역소 결정은 수입업자가 희망하는 검역소를 신청하고 검역소장이 검역 능력을 감안하여 접수하거나
타 검역소를 지정하여 주며, 생우의 검역 우선순위는 종자용 소, 비육용 작은 소, 도축용 큰 소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국별에 따른 검역 두수의 차등 배정은 없음.
한국산 소의 무관세 수입 관련, 주일 농무관의 1986.7.23. 가토 동경도 농협중앙회장, 9.2. 생우 수입
관련 단체인 전국 농협중앙회 농업진흥과장 및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축산과장 면담 결과,
일본 측 언급 요지

- 일본 정부가 300kg 미만의 소에 대해 연간 수입량을 정해 비육농가 4단체에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면
동 단체가 자체 계획하에 수입
- 도축용 소는 관세를 지불할 경우 자유 수입
- 비육용 생우 수입은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 단체에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간 수입
실적은 호주 및 미국산 2천 두 내외
- 86년도 무관세 수입 소 쿼터는 1만 두이며, 한국 소 120두는 8월 중 처음으로 수입
- 한국산 생우 무관세 수입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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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추진이 어려우므로 여타 검역소에서도 검역이 가능토록 요망

대중공 플랜트 수출, 1979-85

| 86-1225 |

생산연도

1979~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북아2과

MF번호

2016-90 / 13 / 1~97(97p)

1. 1979년 (주)현대양행의 중국(구 중공) 시멘트 공장 건설 참여 추진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9.4.2. 부내 아주국 및 통상국에 현대양행의 다음과 같은 대중국 사업
참여에 대한 의견 문의

- 태국 협력사 및 홍콩 회사를 통해 미국 Fuller사와 합작으로 중국 광동성 건설국이 발주한 연산 12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 건설 참여
아주국은 4.9. 대중국 시멘트 플랜트 수출에 이의 없음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1320

2. 1979년 (주)현대양행의 대중국 산업설비 기자재 공급 추진
상공부는 1979.8.22. 외무부에 현대양행의 다음 내용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문의

- 서독의 플랜트 전문업체인 Lurgi사로부터 동사가 수주 받은 중국의 석유화학 플랜트에 소요되는 산업설비
기자재(철 구조물, 약 15백만 달러) 공급 요청
외무부는 9.7. 한국 상품 수출을 통한 대중국 관계 개선, 중국이 광대한 플랜트 수출시장인 점 등
감안, 동 건을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상공부에 통보
외무부는 9.27. 상기 현대양행의 대중국 수출 추진 사항을 주미국대사관 등 12개 선진국 주재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업체의 대중국 플랜트 수출에 한국 업체들이 Sub-contractor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상사 등과 접촉토록 지시

3. 1985년 대중국 화력발전소 건설, 벽지 생산기계 등 수출 추진
주홍콩총영사관은 1985.3.11. 중국 정협위원 고유천 박사가 홍콩 실업인 2명과 함께 동 총영사관을
방문, 한국 업체의 다음 사업 참여 가능성을 문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상해시 해성기술발전공사는 홍콩 업체에 일반 전력용 5만kw 화력발전소 플랜트(5천만 달러 예상)
수입을 요청했으며 가능할 경우 한국에서 카탈로그, 가격, 인도 가능 일자 등 통보 요망
- 벽지 생산기계, 재봉기 등 수입 희망
외무부는 3.12. 상공부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
상공부는 3.18. 한국중공업 등 관련 한국 업체들을 외무부에 추천

대중공 철강 수출, 1985-86

| 86-122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90 / 14 / 1~35(35p)

1. 1985~86년간 한국 업체의 대중국(구 중공) 철강 수출 관련 내용임.
1985.3.1. 중국 복건성 수력발전소 소요 철강 기자재 국제입찰에서 대우의 입찰이 최저가
(10,100MT, 280만 달러 상당)로 판정되었으나 중국 측의 가격 인하 요구로 6,850MT(200만 달러
상당)만 낙찰 인정(85.6.20. 외무부 동북아2과 작성 자료)
주일대사관은 1985.7.6. 포항제철의 강재를 이용한 최초의 일·중 합변회사가 86년 말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 특별구에 연산 6.67만 톤 규모의 공장을 완공할 계획임을 보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85.7.18. 현지 현대종합상사에 의하면 중국 산동성의 무역을 관장하고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음을 보고

2. 1986.1.25. 주홍콩총영사관은 86년 한국의 대중국 철강 수출은 85년도 수준인 60만 톤(130백만 달러)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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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동성 무역대표부의 미국 현지법인은 한국산 Steel Wire Rod and Bar 67,747MT(약 1,650만

대일본 시멘트 수출, 1986

| 86-12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90 / 15 / 1~65(65p)

1. 정부는 1985.12월 제18차 한·일 무역회담 시 일본 측에 대해 한국산 시멘트의 선상 통관 문제를
제기함.
1986.6월 한·일 무역실무자회의 시 일본 측은 구체적 설명자료 요청
외무부는 7.21. 시멘트 선상 통관 요청 관련 재무부 작성 설명 자료를 주일대사관에 통보

- 동 자료는 복잡한 수입 절차로 인해 수입 통관상의 비효율 초래 등 선상 통관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과
선상 통관 타국 사례 등을 설명
1322

주일대사관 재무관은 7.22. 및 8.4. 주재국 대장성 관세국 수입과 과장보좌를 면담, 협의
동 과장보좌는 8.22. 주일 재무관에게 수입 시멘트의 선상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를
일선 세관장에게 발송했다고 통보

- 백시멘트 수입에 있어서도 타 화물과 혼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bulk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선상 통관이
가능하며 수량 확인도 draft survey 가능

2. 외무부는 1986.9.2. 매일경제신문이 9.1. 동경 주재 특파원발 기사로 한·일 시멘트 업계가 9.1.부터 1
년간 한국의 대일 시멘트 수출량에 대해 220만 톤으로 한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 게재와 관련,
내용 파악토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주일대사관은 9.3. 양국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임을 보고

대수리남 선박차관 수출, 1983-85

| 86-1228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90 / 16 / 1~22(22p)

1. 대수리남 선박차관 수출
수리남 Caldeira 재무기획장관은 1983.5.3. 주수리남대사 면담 시 수리남 정부는 5~6천 톤급
수송선 2척의 구입을 계획하고 벨기에 측과 차관 수출을 협의 중이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 한국에서 차관으로 수출해 줄 수 있는지 문의
외무부는 5.26.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장기 연불 수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주수리남
대사관에 통보

주수리남대사관은 1983.11.14. 주재국이 동국 수산청장의 1982.6월 방한 시 합의한 바 있는 어선
건조를 위한 15만 달러 지원 건은 자국의 조선 산업 진흥을 위해 주재국 내에서 소형 어선 3척의
건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가능한 현금 지원 건의
수산청은 1984.3월 말경 현금 지원 가능함을 1983.11.29. 외무부에 통보
주수리남대사는 1985.5.3. 주재국 Poen 상공장관은 선박 설계도를 동 대사에게 송부하고 동
설계도에 따른 선박 건조비 추산액을 알려 줄 것을 희망함을 보고

- 현대종합상사는 5.31. 동 견적서를 외무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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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수리남 어선 건조

대소련 철도차량 수출 추진, 1982-86

| 86-1229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동구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0 / 17 / 1~204(204p)

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3.1.4. 주재국 대동구 교역 전담회사인 Peja 측이 소련 대외무역성 산하
MACHIONIMPORT(기계류 수출입 전담)사가 Peja 소련 지사장에게 한국산 우편물 수송용 화차 및
객차에 대한 가격 제시를 요구해 왔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1.6. 연불수출은 공산권 은행 지불보증으로는 불가능하며 Peja 측이 제3국 유명 은행
지불 보증서를 첨부해 지불 보증할 경우 가능함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통보
1324

2. 상공부는 1983.1.20. Peja 측과의 협의를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할 한국 업체(현대차량 및 대우중공업)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관 지휘하에 공동 수주팀을 구성,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27. Peja 측이 양 회사를 개별 면담한 결과, 한국 측 창구회사로 대우를
선정했으며 양 회사는 도면 및 가격을 각기 Peja 측에 제출키로 했음을 보고

3.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4.5.2. Peja 관계자에 의하면 1983.12월중 주재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양측 기술 상담회는 KAL기 사건으로 취소되었으며, 소련 측은 조건 없는 신용거래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함을 보고
주네덜란드대사관은 9.3. Peja 측에 의하면 소련 측이 추진한 디젤열차는 이미 일본 후지산업과
10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금 구매계획인 우편열차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함을 보고

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5.2.20. 기술전문가 파견 관련 소련 측의 강경 입장에 따라 상담은 결렬되고
우편열차 구매는 일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을 보고함.
5.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5.12.20. Peja 측에 의하면 소련 측의 200대 화물차량 주문 관련 현대 측에
의뢰했으나 현대 측이 거절 통보를 했다고 함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86.3.4. 현대정공 측이 기본적인 기술조건 제공을 소련 측에 수차 요청했으나 소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주요 부품은 현지 조건을 추정해 offer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함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통보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0.13. Peja 측이 현대 측 offer 관련 현대 측 기술자의 소련 측 접촉 문제를
협의했으나 소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함을 보고

대우루과이 유조선 수출, 1983-85

| 86-1230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남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90 / 18 / 1~30(31p)

1. 주우루과이대사는 1983.3.9. 대우실업의 주재국 해군 당국에 대한 유조선 1척(6만 톤급, 약 23백만
달러 상당) 수출 추진 관련 해군후방지원부대 관계관을 위한 만찬에 참석, 협조를 요청함.
2. 주우루과이대사는 1984.4.6. Sienra 대외무역청장, 9.11. Rodriguez 신임 대외무역청장 및 Alonso
국방장관에게 상기 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신임 무역청장은 유조선 구입 여부에 관한 주재국 방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 가능한 최대 협조하겠다고 언급

3. 주우루과이대사는 1984.9.27. 주재국 대통령실 Aranco 기획조정실장, 11.5. Alonso 국방장관을 면담,
상기 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Alonso 장관은 대우 측의 주재국 조기, 오징어 등 대응수입 추진과 관련, 이를 구체화시키는
구매조사단 파견 등 실질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

4. 주우루과이대사는 1985.8.8. 주재국 외무성 Del Castillo 국제경제국장을 면담, 대우와 주재국 해군 당국
간에 추진 중인 유조선 수출 문제 및 이와 연계된 La Paloma 어업가공 공장 투자 문제와 관련, 예산상의
뒷받침 등 협조를 요청함.
5. 한국 수산가공 투자조사단은 1985.8.18.~22. 우루과이를 방문, La Paloma 항 답사, 수산업계 및 수산청
관계관과 협의함.
동 투자는 대우 및 오양수산이 공동추진 예정

6. 주우루과이대사는 1985.9.5. 주재국 Zerbino 경제재무장관을 면담, 유조선 연불수입 관련 주재국
입장을 문의함.
동 장관은 관계부처 간 유조선 구입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동 선박 수입의 경우 국제
입찰을 통해 구입될 것이며 그 경우 단순히 선박 가격 자체보다 그 대가로 얼마나 주재국 상품을
구입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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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고 하고 구입 방침이 확정될 경우 한국 회사의 대응수입 방안 등 제반 관련 사항을 면밀히

한·미국 지적소유권, 1984-85

| 86-123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0 / 23 / 1~198(198p)

1. 미국의 한국 업체에 대한 지적 소유권 위반 제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주미대사관은 1984.11.14. 주재국 Snow & Stars Corp.에서는 한국 보석 목걸이 제조 및 수출업체의
특허권 위반 사례를 제기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특허청은 1985.1.17. 미국에서 특허 받은 일본 업체의 목걸이를 미국에 수출해 특허권을 침해한 한국 업체는
미국 및 캐나다에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주미국대사관은 1985.8.7. AAMA(American Amusement Machine Association) 사무총장은 관련
1326

한국 업체들의 모조 전자게임 수출 행위는 미 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이며 모조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전파 방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해 왔음을 보고

- 상공부는 9.5. 조사 결과, 문제의 업체들은 주로 청계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등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직접적인 정부의 규제수단은 없으나 행정력이 미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2. 1985.3.4. 외무부 통상정책과에서 작성한 한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현황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현황에 대한 미 업계의 관심사항

- 화학,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미비
- 상표권 보호규정 제한적,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 전무
1984.11월말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 레벨 실무협의가 개최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문제는 한국
정부가 대내외 상반된 입장을 서로 조화시켜야 하는 controversial한 것으로 신국회 구성 시까지
진전 전무 예상
한국의 현행 특허법, 상품법, 저작권법상 불충분한 사항

- 화학, 의약 제품의 compound 그 자체에 대한 보호조치 설정 및 발명 화학품의 국내기관 기탁(local
deposit of micro-organisms) 조건 폐지 필요
- 한국 내 외국 상표권 보호 강화는 동시에 한국 시장 내 외국 상품 사용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 내포
- 저작권 보호 강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의 컴퓨터 산업 발전에 따라 민감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

3. 제4차 한·미 경제협의회와 관련 저작권,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분야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1985.6.5. 해외협력위원회에서 개최된 관계 부처 실무자회의(외무부, 상공부, 문공부, 특허청, 해협위
관계관 등 참석) 자료(지적 소유권 분야, 85.6. 해외협력위원회 작성)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 지적 소유권 문제의 위치

- 대두 배경, 최근 한·미 간 협의 경위, 지적 소유권에 대한 미국의 최근 동향, 불보호 시 한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
한국의 지적 소유권 분야별 보호 현황 및 정책 방향

- 외국인 저작권 보호, 물질특허 도입, 소프트웨어의 보호, 반도체 칩, 상표권 보호
한·미 경제협의회 시 대응 방안 (미국 측 관심사항 및 대응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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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산 원목 수입, 1985-86

| 86-123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90 / 24 / 1~12(13p)

1. 상공부는 1985.12.27. (주)선경의 캄보디아산 원목 수입 관련, 동 건이 상공부 고시 제84-18호에 의거
특수지역교역위원회의 사전 심의사항이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안을 작성, 서면 처리하며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외무부 등 관계 부처에 요청함.
(주)선경은 1984.3.2. 제5차 특수지역교역위원회에서 캄보디아산 원목 12,000CBM의 수입 승인을
득하고 그중 4,056.554CBM을 9.29. 수입 통관한 바 있고 금번 수입은 잔여분의 일부이나
승인일로부터 장기간 경과되어 재심 요청
1328

2. 동 의안에 의하면 캄보디아산 원목을 도입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기수입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의 원목 수출 금지, 말레이시아의 생산 제한 및 쿼터제 실시 등 자원
민족주의 강화로 수입선 다변화 요구
캄보디아산 원목 Keruing은 국제가격 대비 약 15%, Mersawa는 약 40% 저렴 등

터키산 엽연초 수입, 1985-86

| 86-123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90 / 25 / 1~20(21p)

1. 주터키대사관은 1986.3.25. 주재국은 한국이 그리스산 엽연초만 수입키로 결정하였다는 정보와
관련, 주재국이 추진 중인 소련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국제입찰에 참가하려는 한국 업체를
탈락시키기로 하였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반발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정보의
진위 확인 및 주재국 엽연초 수입 조속 결정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6.3.27. 터키산 엽연초 정책수입 관련 다음 요지로 주터키대사관에 통보함.
3월 800M/T 발주

- 터키산의 경우 1987.4월에야 재고가 소진됨에도 불구, 한·터키 우호관계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조기
구입 방침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6.3.10. Sirman 주한 터키대사에게 동 내용 통보

- Sirman 대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84년 및 85년의 경우 한국 측이 제시한 구매 실적과는 달리 대사관 측
자료(한국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구매 실적이 없음을 지적
외무부 구주국장은 3.21. 동 대사를 재초치, 84년 및 85년의 경우 터키 및 그리스산 엽연초가 동일
선박에 선적(터키 방문 선적 후 그리스 방문 선적)하였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그리스로부터의 수입에 포함 집계하는 착오가 발생했음을 설명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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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은 6월경 터키산 엽연초 750M/T를 발주할 계획이며, 그리스산의 경우 8월 재고가 소진되어

소련산 냉동어류 수입, 1986

| 86-123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91 / 1 / 1~11(13p)

1.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6.7.16. 한국의 제3국 상사를 통한 소련산 냉동 수산물(대구 및 명태)을 연간
10백만 달러 상당 단순 간접수입하고 있는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문제점

1330

- 미국 및 일본 중개상은 대소련 자체 구상무역 대상품목으로 냉동어류를 받아 한국에 일방적으로 판매
공급
- 소련산 명태의 최대 소비국인 한국은 Buyer's Market이나 일체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중개
공급상에게 종속적인 위치
- 일본 중개상 난립으로 가격 조작, 국내 업체 간 과당 경쟁 등
추진 방향

- 수입 중개선 난립상 정리, 국내 수입선 일원화 내지 복수화
- 실수요자로 구성된 구매단 현지 입국, 구상무역 조건 부과 등 통상 교섭 전개 등
세부 시행계획

- 중개 창구를 프랑스 소재 IPI로 조정, 국내 수입선을 소련산 수산물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 중 관계 기관과
협의 조정 등

2. 외무부는 1986.8.18. 다음 요지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회신함.
장기적 관점에서 IPI를 통해 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소 통상 교섭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

- 단, 가격 등 수입 조건이 기존의 것보다 최소한 동일하거나 또는 유리할 필요
기존 국내 수입선을 단일화 또는 복수화하는 것은 기존 수입 업체 간의 마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또한 순수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복수 중개상을 이용하는 것이 단일 중개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따라서, 국내 수입업체 중 IPI를 통한 수입을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기존 미국, 일본
등의 중개선을 탈피해 나가도록 한 후 IPI를 통한 거래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당한 실적이 축적될
시기에 가서 대한무역공사 측 방안 추진 재검토

미국 알라스카산 석탄 수입, 1983-86

| 86-1235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91 / 2 / 1~225(225p)

1. 주미대사관은 1983.1.21. Wall Street Journal지가 한국전력이 알래스카산 석탄 도입을 위해 5년간의
교섭 결과, 연간 80만 톤씩 15년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사실 여부를
문의함.
상공부는 1983.2.5. 다음 요지의 계약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계약 당사자는 한전 선일상선(주), 계약 기간은 1984~92년(이후는 매 3년마다 갱신), 도입대상 탄광은
알래스카 Usibelli 탄광이며 계약 물량은 84년 5만 톤, 85년 70만 톤, 86년 이후 80만 톤
동력자원부는 1983.6.27. Usibelli 탄광 융자 매광사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심의회에

- 동 탄광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100만 달러 융자(매년 1/9씩 상환, 이자 없음)

2. 선일상선(주)는 자금 부족으로 Usibelli사 측에 융자금 100만 달러 및 계약이행 보증금 400만 달러를
지불치 못하고 지불 기한인 1983.12월말이 경과한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4.3.8. 한국 이미지 손상을 우려, 정부 차원에서 계약 이행을 외무부에
건의
외무부는 84.3.31. 선일상선은 동 탄광 측과 계약 이행을 1984.4.15.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현대상선과 합작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주앵커리지총영사에 통보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1985.10.8. Murkowski 주재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알래스카)의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했으며, 동 위원장은 선일상선의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위원장은 선일상선 측이 국제 석탄가격 하락을 이유로 계약서상의 톤당 가격을 7달러 50센터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가격은 시설투자 비용 등을 감안 시 수락할 수 없는 수준이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
외무부는 1985.10.11. 선일상선 측이 동 석탄의 열량 환산 가격 비교 시 호주나 캐나다산보다
10여 달러가 더 비싸 계약 조항에 따른 재협상 예정이라고 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동 상원의원 에너지담당 보좌관은 1985.12.23.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과의 오찬 시 선일상선과
Usibelli 탄광 측과의 협상에 만족할 만한 진전이 있음을 확인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6.9.19. 선일상선 사장 일행의 9.8.~18. 앵커리지 방문, Sheffield 알래스카
주지사 및 탄광 측 등과의 가격인하 교섭 결과 보고

- 석탄 가격 톤당 4달러, 철도운임 톤당 1달러 인하로 조정되었으나 철도운임 1달러 추가인하 문제는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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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지의 안건 상정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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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1 / 3 / 1~309(309p)

1. 1986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관련 1986.10.29. 개최 대미 통상정책 협의를 위한 조찬회(부총리,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등 참석) 참고 자료로서 외무부 경제국에서 작성한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요청 현황에 관한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농산품 시장개방 요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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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쇠고기, 식용 설육, 알팔파, grapefruit juice, 레몬주스, 오렌지, 포도, 포도주 등 20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쿼터 증량 등 요청
- 동 요청 품목 중 grapefruit juice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협의와 관련 1987.7.1. 수입 자유화하기로 미측에
기통보
- 동 품목과 대부분 중복되는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현재 50% 수준에서 25% 이하 수준으로 인하)
쇠고기

- 76년 이래 쇠고기를 수입하여 오다가 소 값 폭락에 따라 1984.12.1. 내수용(호주산이 주종), 1985.9월 관광
호텔용(미국산이 주종) 쇠고기 수입 각각 중단
- 미측은 84, 85년 수준 수입 재개 및 1986.7.1. 수입자유화 요청
- USTR은 조만간 쇠고기 문제 제기 방침 표명(1986.10.8.)
수입개방 시 문제점, 농수산부 입장

- 국내 가격이 3~5배 비싸 수입자유화 시 국내 양축기반 붕괴, 소량의 관광호텔용 상등육(high quality beef)
일지라도 수입 재개 시 국내 양축농가 반발 등 국내 여론상 심각한 문제 야기 예상
- 미국의 GATT 제소에 대비, 1986.10.20. 주제네바대표부에 관련 사항 파악, 보고토록 지시
- 오렌지, 포도, 알팔파 수입자유화 불가 및 냉동감자 수입규제 불가피(농수산부 입장)

2. 본 문건에는 주요 품목별 미국 측 요청 사항 관련 외무부의 관련 부처 앞 공문, 주미국대사관 등의 보고
및 참고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관광호텔용 쇠고기 및 냉동 튀김감자 관련 1985.9.9. 외무부의 농수산부, 해협위 앞 공문
최근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에 관한 1985.9월 농수산부 양정국 작성 자료
85.10.24. 외무부 통상정책과 작성 쇠고기 수입 관계 회의(1985.10.24.) 결과 요지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 관련 1986.3.5. 농수산부의 외무부 앞 협조 요청 문서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관련 GSP 배제를 요구하는 McConnell 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의
결의안 제출에 관한 1986.3.27.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문서
쇠고기 수입 금지 관련 GATT 사무국 관계관 접촉 결과에 관한 1986.3.27. 주제네바대표부의 보고
상등육 수입 재개를 촉구하는 Yeutter USTR 대표의 금진호 상공부장관 앞 서한 관련 1986.3.28.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한·미국 교역품목문제(담배),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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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91 / 4 / 1~95(95p)

1. 재무부는 1986.12.10. 다음 요지의 전매관계 법률(86.12.2. 국회 통과) 주요 골자를 외무부에 통보함.
전매공사법

- 담배 및 홍삼 전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키 위해 전매공사 설립
- 동 공사는 담배 및 홍삼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담당 등
담배 전매법 개정안

- 담배는 국가가 전매하되, 전매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는 한국 전매공사에 위탁
- 수입제조 담배의 가격은 전매공사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 고시 등
- 부정 외산담배 단속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법안 폐지

2. 1986.12.4. 외무부 통상정책과에서 작성한 미국산 담배의 한국 내 판매 문제와 관련 12.3.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문제점 제기 사항에 관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담배 가격

- 외국산 담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1986.9.1. 1,000원에서 1,400원으로)
- 국산 담배 가격은 그대로 유지(최고 500원)
소매상 이익금

- 외국산, 국산 공히 1갑당 30원으로 책정, 외국산 판매이익은 국산보다 훨씬 적게 됨.
판매량 쿼터 및 담배 종류별 할당

- 시장 수요와는 관계없이 담배 종류별로 쿼터 할당, 기호도 높은 담배 조기 소진
적대적 분위기

-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애국심에 반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동 건을 금후 개최될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공식 제기 예정

3. 1986년 일본의 외국산 담배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8.9. 주일본대사관 보고

- 1946.6.1. 발족된 일본 전매공사가 1985.4.1. 민영화 및 담배시장 개방
- 유통구조 및 관세율도 과거와 같고 소비세는 오히려 1986.5.1. 1본 1엔 인상 등
10.8. 주미국대사관 보고

- 주재국의 일본 담배 301조 조사 종결에 관한 10.6.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동 조치는 301조 조사 종결
(terminate) 조치가 아닌 정지(suspend)로써 앞으로 USTR이 일본과의 10.3. 합의사항(수입담배에 대한
관세부과 정지 등) 이행 여부를 주시하게 되며, 동 합의 사항 완전 이행 시 301조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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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범 처벌절차법 폐지 법률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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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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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10.24. 삼성물산의 무연탄 도입 계약 체결 등을 위한 베트남 방문은 순수 상업 베이스에서
실익 위주로 조용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통보함.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1.29. 삼성물산 관계관이 10.31.~11.8.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 석탄
수출입공사와 75천 톤의 무연탄 수입계약을 체결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12.3. 삼성물산 관계관의 베트남 방문에 동일 의견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통보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2.27. 삼성물산 12만 톤 무연탄 수입계약을 체결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1334

2. 주태국대사관은 1985.2.12. 삼성물산 관계관이 1.30.~2.7. 베트남을 방문, 1985.1월부터 대베트남 교역
대리업무 전담계약을 체결한 상공회의소와 교역증진 방안을 협의했으며 계신상사 관계관도 스웨덴
본사 직원과 함께 무연탄 수입 상담차 배트남을 방문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태국대사관은 7.9. 삼성물산, 계신상사, 대한석탄공사 관계관이 1985.6.27.~7.4. 베트남을 방문,
무연탄 40만 톤 수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의 대베트남 credit은 약 2천만 달러임을 보고

3. 외무부는 1985.11.6. 무연탄 적기 선적 및 여신 제공한 수출대금 원금 회수 문제 등 협의를 위한 삼성물산
관계관의 베트남 방문에 이의 없음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통보함.
4. 동력자원부는 1986.4.16. 제4차 수입탄도입심의위원회(85.10.31.)에서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600~800천 톤의 무연탄을 도입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 동 도입 협의를 위한 대한
석탄공사 관계관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5. 동력자원부는 1986.10.10. 베트남 무연탄 수출기관(COALIMEX)은 무연탄 수입대행사를 삼성 및 계신
상사 2개 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0.31. 수입대행사로 2개 사를 지정하는 것은 한국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입 가격을 상승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1개 사로 수입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동력자원부에 통보

유고슬라비아산 엽연초 수입,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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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83년간 유고슬라비아(유고)산 엽연초 구매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1983.4.13. 외무부 통상정책과
작성 보고 요지).
경위

진행 상황

- 유고(Makedonia Tabak) 측은 전매청이 제시한 직교역 조건(선적 및 도착 시 각 1회 검사실 시 등)을 일체
수락하나 유고의 국내 제도상 계약이행 보증금(유고 측이 한국에 대해 5% 담보 설정) 설정 등 대금 결제를
스위스 등 제3국 은행을 이용토록 양해해 줄 것을 요청
- 상기 방식에 대한 1983.4.11. 전매청의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4.12. 동 방식으로 구매를 추진토록 회보
- 1983.4월 하순경 엽연초 재조리(가공) 검사에 입회하기 위해 전매청 직원 2명 유고 방문 추진

2. 전매청은 1984.1.26.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동구권과의 직교역 확대 정책에 호응, 유고산 엽연초
구매 계약을 1983.12.31. 체결했으며, 6월 유고 측으로부터 한국산 황색종 잎담배 2,000톤 수입 희망
전문을 접수, 8.23. 가격을 제시했고 10.14. 회신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이므로 구매 추진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주영국대사관은 1984.4.9. 주재국 소재 유고 측 회사 지사장에 의하면 한국산 엽연초 구입을 위해
그간 유고 정부 측에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유고 정부는 외환 사정 악화를 이유로 거절하였으므로
수입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

3. 외무부는 1985.11.21. 유고 엽연초 수출입 상사인 Makedonia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상무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산 황색종 잎담배와 유고산 Basma 간의 구상무역을 제의해 온 데 대한 전매청의 의견을
문의함.
전매청은 12.23.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83년의 정책 구매로 재고가 과다하여 구상무역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유고 측의 한국산 잎담배 구입 거절 사례 및 과거 접근 방식 등을 추후 통상
외교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외무부는 1986.1.14. 동 전매청 입장을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유고 측은 1985.4월 주영국대
사관을 통해서도 동 제의를 한 바 있으나 재고 누적과 과거 대응수입 거절 사례 등을 들어 받아
들이지 않았음을 참고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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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청은 1974~81년간 매년 100~500만 달러 상당의 유고산 엽연초를 구입해 왔으나 82년부터 국내 엽연초
재고를 이유로 구입 중단
- 유고 측은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동 엽연초 구입 재개를 수차 요청
- 외무부는 전매청과 수차 협의, 우선 82년산 엽연초 250톤(1백만 달러 상당)을 직교역 방식으로 구입키로
최종 결정(1983.3.10.)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에 대한 공동대처,
1984-85

| 86-124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6-91 / 7 / 1~41(42p)

1. 외무부는 1984.11.7. 정부 실시 수출 자율규제의 미국 독점 금지법 위반 가능성 관련 다음 요지로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1970년 미국 TV 업계는 일본 업계의 대미 수출 자율규제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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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소는 연방지법에서 기각되었으나 1983.12월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이 번복
- 현재 동 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984.10월 연방대법원은 법무장관에게 정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
- 국무부는 11.9.까지 법무부에 의견 제출 예정
관련 업계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상공부는 정부에 의한 수출 자율규제가 추후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입장을 미측에 서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비망록(Aide-Memoire) 안을 현지 변호사와 협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국무부에 제출

2. 주미국대사관은 1984.11.9. 주재국 국무부에 비망록을 제출했으며, 국무부에 의하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제국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입장이 제출되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85.5.14. 일본 대사관 측 주선으로 5.13.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상무 담당 관계관 및 변호사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Zenith의 마쓰시다 독점
금지법 위반 제소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했으며, 일본 측은 향후 여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제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법원에 공동 Brief를 공동 작성, 제출할 것을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입장 회시를 건의함.
외무부는 5.23. 6개국 공동 Brief 제출에 한국 참여를 승인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미국의 수입규제현황 및 대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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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86년간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책 등에 관한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책(1984.4월 작성)

- 수입규제 중인 품목, 수입규제 조사 중인 품목 등 수입규제 현황(총괄)
- 양정류, 자전거 타이어 튜브, 철강류(상계관세), 특수강, 공작기계, 원형강관, 각강관, 컬러 TV, 신발류,
중후판 등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 수입규제에 대한 기본대책, 단계별 대책 추진방안, 주요 접촉대상 등 수입규제 대책 및 교섭전략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1984.7.11. 보고)
1983 및 1984년 품목별, 국별 상무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판정 마진순위 및 현황에 관한 자료
(1984.9.19. 보고)
미국의 규제 형태별, 대상국별, 연도별 수입규제 현황(1985.9.17. 보고)

2. 주미국대사관은 1984.4.19. 동 대사관 상무관이 4.18. 주재국의 수입규제 강화 대비책의 일환으로
Abrahm AMC(Associated Merchandise Corp) 회장을 면담, 미국 내 백화점 경영회사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한국 등 수출개도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하고 미국소비자협회(ARMA)로부터
보호무역 대책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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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 현황 총괄, 품목별 규제 현황 등

미국 해운 동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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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이 1985년 미국 해운 동향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5.9월 보고 내용
태평양 정기 항로상의 공급과잉으로 여러 선사가 건조 중에 있는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
투입될 1986년에는 선사 간 운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1338

- 태평양 항로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예상되는 한국 국적 3사(KSC, KMTC, H/J)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하고
보다 건전한 해운발전을 위한 선사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동 항로 취항 3사 간 컨소시엄 운항 대책
수립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브라질 간 해운협정이 1985.12.31. 종료 예정임에 따라 동 협정의 갱신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됨.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군수물자 수송 시 관련 협약상 미국적 선을 이용케 되어 있으나 일부
군수물자 수송 시 한국적 선을 이용한 것에 대해 Baltimore 출신의 Bentley 하원의원이 주미대사관에
항의함.

2. 1985.10월 보고 내용
태평양 항로에서의 과당경쟁으로 미국적 선의 1985년 3/4 분기 순익율(4.7%)이 작년 동기의 순익율
(15%)보다 감소됨.
미 해운법(1984년)의 주요 규정의 하나인 선사 간 운항제휴에 대한 원칙적 개방정책에 따라 동법
시행 후 약 1년여에 걸쳐 많은 선사 간 운항제휴가 이루어짐.

3. 1985.11월 보고 내용
태평양 항로에 정기 운항하는 한국적 선사는 한국 해운항만청의 정책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미국 일간지 Journal of Commerce에 게재됨.

- 동 신문은 1985.10월 해운항만청이 태평양 항로 운항 컨테이너선의 선복량을 당분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려해운을 인수한 현대상선의 세계일주 항로 운항 계획을 중지토록 하였고, 선사 이사회에서는 선대 확장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함.
미국은 1985.12월 중 브라질, 중국(구 중공), 소련 3개국과 해운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4. 1985.12월 보고 내용
미국은 조선업 지원정책의 하나로 선박건조 및 개조 시 금융에 대한 정부 보증을 하고 있으며,
동 보증 시 선령 25년을 초과한 선박은 보증 대상 선박에서 제외함.
태평양 항로에서의 선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선사로서는 한·미 항로
취항 3사 간 운항제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 해운 동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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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이 1986년 미국 해운 동향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6.1월 보고 내용
일본 국적 선사가 독점해 오던 일본산 자동차 전용선의 운항과 부품 수송에 미국적 선사의 참여가
이루어짐.
한진해운과 미국 선사 Sea-land 간의 상호 선복 임차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이 미연방 해사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다고 Journal of Commerce가 보도함.

미국과 소련 간 제2차 해운회담이 1986.3.11.~14.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한국 정부가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추진해 온 북미 동안 항로에 대한 한국적 선 취항이
‘한진 뉴욕호’
의 뉴욕항 입항으로 개시됨.

3. 1986.4월 보고 내용
미국 해운산업이 1980년 초반부터 계속된 불황의 터널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고 Journal of
Commerce가 보도함.

- 특히,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상대적으로 미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대하고 수주량의
증가로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해상 물동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

4. 1986.5월 보고 내용
일본의 닛산, 토요타에 이어 혼다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을 미국적 선에 의해 수송키로
합의하였다고 1986.5.15. 발표함.

5. 1986.7월 보고 내용
미 국방부 해군 당국은 태평양 연안국가인 한국 등 12개국 39개 항만에서 유류 오염 사고 발생 시
그 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사업을 발주할 계획임.

- 한국의 대상 항만으로는 부산, 인천, 울산, 삼일, 포항 또는 군산이 검토되고 있음.

6. 1986.8월 보고 내용
미 해사청이 자국 상선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선박건조비 차액보조금(CSD), 선박대체건조
차액보조금(RCDS), 선박운항비 차액보조금(ODS)이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6.3월 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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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협의회가 1986.9.2.~3. 서울 해운항만청에서 개최됨(1986.9.11.
해운항만청의 외무부 앞 회의 결과 통보 내용).
1. 개최 근거
한·대만 해운협정 제3조
1340

2. 양측 대표단
조영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외 8명
Tung Chi-Fu 교통부 해운항만국장 외 8명

3. 의제
국제 해운 동향 및 양측의 해운정책
한국 선사의 미국산 대만 수입 원면 수송 참여 문제, 한국 선사의 대만 주재원 증원 문제
양측 선주협회 간 해운정보, 자료 교환 문제 , 양측 관련 항로 안정화 방안

4. 회의 결과
원면 수송 문제

- 한국 측의 적취 차별대우 철폐 요청에 대해 대만 측은 정부 차원의 제한규정은 없으며 수송 문제는 원칙적으로
선사와 면방업계 간 문제이나 한·대만 해운협정의 정신에 입각, 긍정적 검토 약속
대만 주재원 증원 문제

- 대만 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각사 1인 원칙이나 호혜 원칙에 입각, 호의적 검토 약속
해운정보 및 자료 교환

- 한국 선주협회 측 제안 검토 후 구체 협의키로 합의
양측 관련 항로 안정화 방안

- 한국 측이 제3국 항로상 대만 선사의 적취 활동 과다 지적 및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 대만 측은 적취 활동은
선사의 자유경쟁 행위이며 적취 실적에 대한 통계가 상이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양측은 통계 확인 후
해운협정상 적취 원칙(20% 범위 내) 준수 합의

한·일본 해운협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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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부산-오사카 정기여객선 항로 개설 관련 한·일 간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6.3.10. 동 항로 개설 협의를 위한 해운항만청 내항과장의 3.13. 일본 운수성 관계관과의
일정 주선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해운항만청은 3.25. 외국 관광객 유치사업,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 기회 증대 및 한·일 간
교통수단 다변화를 통한 교류 증진을 위해 동 항로 개설을 추진한 결과, 정기여객선 올림피아
88호가 처녀 취항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4.1. 오사카 시 주관 행사에 주오사카총영사
및 주일본대사관 해무관 참석을 위한 협조 요청

2. 주일본대사관은 1986.3.27. 소련 등 미수교국의 상선이 한국이 제작한 플랜트 설비를 운송하기 위해
부산 등 한국 항구에 기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를 외무부에 문의함.
외무부는 4.12. 미수교국 상선도 다음 절차에 따라 개항된 항구에 기항할 수 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입항 또는 출항 시 관할 지방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단, 교통부 훈령 744호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항 5일 전에 국내 대리점을 통해 관할 해운항만청에 허가 신청 필요/미수교국 선박 해당)
- 선원수첩 또는 여권을 소지한 승무원의 상륙은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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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여객선은 3.31. 18:00 부산 출항, 4.1. 15:00 오사카 도착

대한항공(KAL)의 Colombo(스리랑카) 취항,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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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91 / 13 / 1~113(113p)

1. 서울-콜롬보-다란 노선 증편 및 감편
KAL과 AIR LANKA의 합의에 따라 1982.9.1.부터 KAL의 동 노선 운행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증편
KAL은 1983.4.1.부터 동 노선 운행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감편

2. 콜롬보-다란 간 운수권 중단
KAL은 그동안 AIR LANKA와의 상무협정에 따라 콜롬보-다란 간 운수권을 행사하였으나, AIR
1342

LANKA 측의 협정 폐기 통보로 1983.6.1.자로 동 운수권을 중단

3. 운항 허가 및 허가 기간 연장
콜롬보-다란 간 운수권은 종료되나, KAL은 서울-콜롬보, 서울-다란 노선의 병합 운항을
스리랑카 항공 당국에 신청하여 1983.5.17.자로 1983.12.31.까지 동 운항 허가를 받음.

- 추후 1983.12.7.자로 1984.12.31.까지 1년간 동 운항 연장 허가 취득

4. 서울-콜롬보-다란 운항 중단
KAL은 1985.8.31.부터 서울-콜롬보-다란 운항을 중단하고 서울-콜롬보 구간만 주 2회 운항

5. 서울-콜롬보 및 서울-아부다비-트리폴리 노선 병합 운항
스리랑카 항공 당국이 1985.10.25. KAL의 2개 노선 병합 운항을 허가

- 단, KAL과 AIR LANKA 간 합의 조건부로 허가

6. 서울-콜롬보-아부다비-트리폴리 노선 운항
KAL은 1985.10.27.부터 서울-콜롬보-아부다비-트리폴리 노선 주 2회 운항

7. 항공사 간 회담 결렬 및 취항 중단
1985.11.12, KAL과 AIR LANKA 간 노선 병합 회담 결렬
1985.12.3. KAL이 서울-콜롬보 노선 취항 중단

8. 서울-콜롬보-아부다비-트리폴리 노선 운항 재개 및 중단
양 항공사 간 합의 및 스리랑카 항공 당국의 승인에 따라 1986.4.26.부터 KAL이 서울-콜롬보아부다비-트리폴리 노선 운항을 재개하였으나 8.2.부터 콜롬보 취항을 다시 중단

한·미국 해운 협력, 1985-86

| 86-124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1 / 14 / 1~87(87p)

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6.1월 한국의 외항화물 정기운송사업자 신고제도(Liner Tariff Filing
System)가 한·미 간 항로뿐만 아니라 제3국 항로상에서 미국적 선사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운임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이에 대해 해운항만청은 미측 요청사항은 이미 미 대사관 관계관이 해운항만청을 방문하여
제기한 사항이며, 해운항만청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킴으로써
항로상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할

2. 외무부는 1986.3월 주미, 주일 및 주영대사관 해무관들에게 해운항만청이 작성한 1986년도 활동
지침을 시달함.
동 지침상 주미대사관 해무관의 중점 활동내용은 한·미 해운협의회 준비, 해운정책 및 입법동향
파악, 북미주 정기항로에서의 세계 각국 주요 선사의 동정 파악, 미국 선사를 중심으로 한 운임
동맹 동향 파악 등임.

3. 한·미 국적 선사 간 협의회가 1985.6.3. 서울에서 개최됨.
참석자

- 한국 측 참석자: 한진해운, 고려해운, 대한선주 대표 등
- 미국 측 참석자: APL, Sea-land, USL, Lykes 대표 등
협의 의제

- 양국의 해운정책
- 운임 협정
- 한·미 정기항로 현황
- 상업적 정기선 협정
- 기타(미 신해운법, 운임신고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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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라고 1986.2월 외무부에 알림.

대한항공(KAL)의 베트남행 전세기 운항, 1985-86

| 86-124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북아2과

MF번호

2016-91 / 15 / 1~46(46p)

1. 대한항공(KAL)은 KAL의 월남행 화물기 전세 운항과 관련하여 1986.4.26.~5.7. 방콕에서 베트남항공
대표단과의 회의 추진 계획을 1986.3월 교통부에 알리고 동 전세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경위

1344

- 1984년 KAL의 베트남행 화물운송 개시
- 1984년 이래 연간 400톤 수송
- KAL은 미국에서 마닐라/방콕까지 중간 구간 수송
- 1985.9월 재미 운송업자와 베트남 직수송 협의(베트남 항공사의 사전 양해 확보)
운항 계획

- 전세자: AF Express International Inc.
- 구간: 로스앤젤레스/서울/호찌민
- 품목: 미국 내 100만 베트남인의 고국행 선물
- 수송 방법: 로스앤젤레스/서울 간 정기편, 서울/호찌민 간 전세 운항
- 운항 횟수: 월간 2~4회 예정
- 수익: 1회 운항 시 6~7만 달러 예상

2. 외무부는 1986.4.23. 교통부에 대해 KAL의 베트남행 전세 화물기 운항 계획은 운항 대상국이 미수교
지역임에 비추어 실리 위주로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선 전문가 회의, 제10차.
부산, 1986.10.13-17

| 86-124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1 / 16 / 1~80(80p)

제10차 아·태지역 조선 전문가 회의가 1986.10.13.-17. 부산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명칭: 제10차 아·태지역 조선 전문가 회의(The 10th Asia-Pacific Shipbuilding Experts Meeting)
주최: 상공부
회의 성격

- 조선 공업 및 조선 관련 공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 16개국 및 ESCAP 전문가
참석자

-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ESCAP 등의 전문가

2. 회의 일정
개회식 및 본회의, 조선공사 방문, 환영 연회(10.13.)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시찰(10.14.)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시찰(10.15.)
경주, 서울 등 관광(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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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대상자

손수익 교통장관 일본 방문, 1986.5.22-25

| 86-125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91 / 17 / 1~16(16p)

손수익 교통부장관이 1986.5.22.~25. 일본을 방문함.
1. 방문단 구성
손수익 교통부장관
염태섭 교통부 수송조정국장
유한준 교통부 수송조정국 사무관
1346

2. 주요 일정
주요 인사 면담(5.23.)

- 일본 국철 총재 면담
- 일본 운수대신 면담
일본 교통시설 시찰(5.22.~25.)

- 나리타 공항 시찰
- 택시, 지하철, 전철, 신칸센 시승
- 택시 근대화 센터, 교통공해안전연구소 시찰
일본 관광시설 시찰(5.24.~25.)

- 닛코 등 관광지 시찰
-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시찰
- 교토, 나라의 유명 사찰 시찰

Fuad SULTAN 이집트 관광항공성장관 방한,
1986.10.12-18

| 86-125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91 / 18 / 1~61(61p)

1. Fuad Sultan 이집트 관광항공성장관이 교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6.10.12.~18. 방한함.
방한 경위

- 주카이로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교통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
방한 목적

- 한국 관광호텔 운영시설 시찰
- 제주도 등 한국 관광지역 현지 시찰
방한 의의

방한 일정

- 교통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예방, 민속촌 방문(10.13.)
- 올림픽경기장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10.14.)
- 제주도 관광(10.15.~17.)

2. Sultan 장관은 1986.11.26. 주카이로총영사 면담에서 자신의 방한 시 한국 정부의 환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이집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또한 동 장관은 한·이집트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안인 한·이집트 항공협정의
이집트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토록 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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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설업체의 대이집트 관광시설공사 수주 활동에 기여 기대
- 한·이집트 외교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 기대

Ramoi, Gabriel 파푸아뉴기니 체신상 방한 초청
계획, 1984-86

| 86-1252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91 / 19 / 1~38(38p)

파푸아뉴기니의 친북 의원인 Gabriel Ramoi 체신상의 방한 초청 계획이 1984~86년간 수차례
검토됨.
1. Ramoi의 경력 및 친북 활동
경력
1348

- 대학 재학 시 전국 대학생총연합회 중심으로 정치 활동
- 1982.8월 초선 의원(Pangu 당)
- 1984.8월 국회 외무위원장
- 1985.11월 체신상
친북 활동

- 1983.9월 북한의 9.9절 행사차 북한 방문 이후, 파푸아뉴기니 의회 내 유일한 친북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북한의 한반도 통일정책, 주한 미군 철수 주장, 올림픽 개최 반대 등에 관해 의회에서 수차례 발언
- 1985.11월 친사회주의적인 윙티 수상 정권 출범 이래 버마사태 후 냉각된 북한과 파푸아뉴기니의 관계
개선에 진력
- 1986.4월 북한대사(주 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접수 훈령 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공연히 북한 상주
무역대표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

2. 방한 초청 계획 검토
1984년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가 1984.4월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
- 1984.8월 동인의 국회 외무위원장 취임 이후 외무부가 국회 명의 방한 추진을 지시
1985년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가 1985.1월 동 의원의 강한 친북 성향을 감안, 동인 포함 2~3명의 의원을 함께 방한토록
함이 대외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것임을 보고
1986년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가 1985.11월 체신상으로 입각한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1986.1월 건의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가 1986.1.22. 국회 명의 초청보다는 행정부(체신부장관) 명의 초청이 적절하다고 보고
- 국회사무처는 1986.1.31.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 Ramoi 의원 앞 방한 초청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인에게 전달 요청

1985 해외전시사업계획(아주·미주), 1984.
3.21-5.28

| 86-12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1 / 20 / 1~195(195p)

아주 및 미주 지역 재외공관에서 1984.3.12.~5.28. 보고한 1985년도 해외전시사업계획이 수록
되어 있음.
1. 보고 대상 사업계획
종합 박람회
전문 박람회
특수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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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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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시회
한국 상품 전시회

2. 사업계획 보고 공관
아주지역 공관(30개 공관)

- 인도, 홍콩, 스리랑카, 카라치, 중국, 네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구 버마), 시드니, 파푸아뉴기니,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피지,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태국, 후쿠오카, 니이가다, 센다이, 삿포로,
시모노세키, 나고야, 나하, 고베, 요코하마, 오사카, 일본, 뉴질랜드
미주지역 공관(30개 공관)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멕시코, 수리남, 페루, 파라과이, 칠레, 과테말라, 상파울루, 에콰도르,
브라질,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볼리비아,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캐나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앵커리지,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시카고, 미국

1986 해외전시사업계획(중남미·중동·아프리카
지역), 1985.3.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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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에서 1985.3.19.~5.17. 보고한 1986년도 해외 전시
사업 계획이 수록되어 있음.
1. 보고 대상 사업계획
종합 박람회
전문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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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박람회
종합 전시회
전문 전시회
한국 상품 전시회

2. 사업계획 보고 공관
중남미지역 공관

- 도미니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자메이카, 멕시코, 페루
중동지역 공관

- 카이로, 리비아, 오만, 바그다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수단, 튀니지, 모로코, 바레인
아프리카 지역 공관

- 코트디브아르, 모리타니, 케냐, 세네갈

1986년도 국제박람회 참가, 1986

| 86-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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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6 카이로 국제박람회(1986.3.8.~21.) 참가
9개 상사 참가, 자동차 및 부품, 농기계류, 피아노, 컬러 TV, 오디오시스템 등을 전시함.
동 박람회에는 미국, 소련, 서독, 일본 등 총 32개국이 참가함.

2.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1986.4.11.~20.) 참가
한국특허협회 인사, 발명가 등 7명이 참가함.
총 20개국에서 500여 명의 발명가가 출품한 1,000여 개의 발명품이 전시됨.

현대, 삼성을 비롯한 14개 업체가 참가함.
미국 최대의 자동차부품 전시회로서 총 1,000여 개 부품업체가 참가함.

4. 일본 기타큐슈시 한국물산전(1986.8.28.~9.2.) 참가
영진무역 등 14개 상사가 참가, 나전칠기, 가구, 도자기, 주류, 식품류 등을 출품함.

5. 터키 이즈미르 국제박람회(1986.8.26.~9.10.) 참가
대우(주)가 단독 참가

6. 일본 후쿠오카 Import Fair(1986.9.2.~8.) 참가
삼창도예, 한보석, 영진무역 등 5개사가 참가하여 민예가구, 도자기, 보석장식품, 식품 등을 출품함.

7. 오사카 한국 섬유제품전시회(1986.10.29.~31.) 참가
대우(주) 등 섬유제품 27개사가 참가함.
동 전시회 개최 결과 입장객 약 3,700명, 성약액 1,300만 달러, 상담 추진액 약 1,100만 달러의
성과를 거양함.

8. 인도 국제무역박람회(1986.11.14.~30.) 참가
한국에서는 대우, 럭키금성, 삼성, 현대 등 10개 상사가 참가함.
동 박람회에는 총 32개국이 참가함.

9. 홍콩 86 Expoship Far East(1986.11.15.~18.) 참가
현대, 대우, 삼성, 대한조선 등 4대 조선사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설치하여 참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제18차 미 자동차부품협회(APAA) 전시회(1986.8.18.~9.2.)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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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쿠버 국제박람회(EXPO '86) 참가, 1986. 전2권,
V.1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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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밴쿠버 국제박람회(EXPO 86) 사무국은 1984.2.17. 주밴쿠버총영사 앞 서한을 통하여 1984.5.7.~9.
밴쿠버에서 국제박람회 준비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함.
2. 상공부는 1984.2.28.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 다음 요지의 밴쿠버 국제박람회 참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984.3월 한국·캐나다 통상장관회의 시 참가 의사를 표명함.
참가 규모
1352

- 1,250평방미터(378평)
전시 내용

- 교통 및 지역사회 개발 내용, 복지사회의 미래상 제시, 경제 발전상, 수출상품 및 문화재
행사 및 홍보

- 각종 문화 행사(민속무용 공연, 국보 전시 등)
- 88 올림픽 및 관광자원 홍보
- 한국 주간(Korea Week) 행사
- 한국 식당 및 직매 코너 운영

3. 1984.5.7.~9. 밴쿠버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준비회의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함.
한국 대표단

- 소병용 주밴쿠버총영사, 이상열 상공부 통상총괄과장, 김만율 KOTRA 전시부장 등
회의 참가 결과

- 부지 답사, 한국관 특별 임차료 협의, 한국 주간(7.14.~20.) 및 한국의 날(7.17.) 선정

4. 주밴쿠버총영사는 1984.6.5. 밴쿠버 국제박람회 사무국에 한국의 동 박람회 참가 의사와 자신을 한국 측
상임대표(Commissioner-General)로 임명한다는 사실을 통보함.
5. 상공부는 밴쿠버 국제박람회의 효율적인 참가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추진위원회 회의가 1984.11.14. 개최됨.
회의 내용

- 벤쿠버 국제박람회 개요 및 참가 방향 설명, 예산의 조기 배정 필요성 설명

6. 밴쿠버 국제박람회 제1차 정부 대표자 회의가 1984.11.5.~6. 밴쿠버에서 개최되어 다음 사항을 논의함.
박람회 준비 상황, 국가관 건축, 계약 체결 등 19개 분야별 주요 사항

벤쿠버 국제박람회(EXPO '86) 참가, 1986. 전2권,
V.2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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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밴쿠버 국제박람회 제2차 정부 대표자 회의가 1985.5.6.~7. 밴쿠버에서 개최됨.
박람회 참가국 현황(1985.5.2. 현재)

- 총 참가 예정국: 41개 (기계약 체결국 24개국)
- 국가관: 34개
- 주 정부관: 10개 (캐나다 7, 미국 3)
- 기업체관: 16개
주요 토의 내용

2. 밴쿠버 국제박람회 한국관 건물 및 부대면적 임차를 위한 계약이 1985.7.26. 주밴쿠버총영사와
Pattison 밴쿠버 국제박람회공사 사장 간에 체결됨.
3. 밴쿠버 국제박람회 참가 정부 대표자 회의가 1985.9.11.~12.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 주밴쿠버총영사 및 주밴쿠버 KOTRA 관장
한국 대표단 참가 지침

- 밴쿠버 국제박람회에서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상과 함께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및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세부 방안 검토

4.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다음 요지의 캐나다 외상 명의 외무부장관 앞 메시지를
1985.9.7. 외무부에 송부함.
밴쿠버 국제박람회는 북미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세계 박람회이며, 20세기 말까지 캐나다에서
개최될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임.
캐나다 정부는 박람회 행사 중 National Day 행사를 크게 중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박람회
참가국의 고위 인사가 동 행사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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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날(National Day),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관계
- 국가관 건축 일정, 테마 광장 등 전시 관계
- 참가국 홍보활동 등 홍보 관계
- 통신, 숙박 등 행정사항

5. 밴쿠버 국제박람회 한국 전시관 개관식이 1986.4.30. 한봉수 KOTRA 사장을 비롯한 내빈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6, 밴쿠버 국제박람회가 1986.5.2.~10.13. 개최됨.
밴쿠버 국제박람회 한국 주간(Korea Week) 행사가 1986.7.14.~20. 개최되었으며, 7.17. 한국의
날(National Day) 행사에는 금진호 상공부장관 일행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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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무역박람회(SITRA '86), 1986.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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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0월 서울 국제박람회(SITRA 86)가 1986.9.18.~29.(12일간) 개최 예정임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면서 주재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교섭할 것을 지시함.
시행 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6.7월 동 박람회 개최 기간을 1986.9.19.~29.로 조정함.

2. SITRA 86이 국내 321개 업체와 해외 26개국 10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1986.9.19. 개막되었으며,
당초 목표를 웃도는 수확을 거두고 9.29. 폐막됨.
동 박람회는 규모 면에서 SITRA 82와 SITRA 84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지속적인 수출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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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하고 중소기업체의 수출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며, 경공업 제품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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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및 올림픽 상품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함.
9.29. 잠정 집계로 박람회 기간 중 80개국 2,750명의 외국 바이어가 SITRA 86을 참관하여 총 4억
3,95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1,550만 달러의 수입 상담을 벌임.
해외 지역별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 지역: 일본(14개 업체), 대만(16), 홍콩(1), 파키스탄(1), 인도(6)
- 유럽 지역: EC 12개국(41), 스웨덴(1), 핀란드(1), 노르웨이(3), 터키(1)
- 북미 지역: 미국(7), 캐나다(1)
- 아·중동 지역: 사우디(1), 카메룬(1), 이란(1)

Gaberones(보츠와나) 국제박람회 참가,
1986.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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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케냐대사는 1986.9.25.~29. 개최되는 보츠와나 Gaberones 국제박람회에 한국 또는 한국 업체의
참가를 추진할 것을 1986.5.22. 외무부에 건의함.
참가 필요성

- 1986.5.1. 한·보츠와나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 간 통상협력 관계 증진 필요성 대두
- 보츠와나 독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로서 잠비아, 짐바브웨 등 인접 미수교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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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형태

- 상사관 또는 국가관으로 추진
- 전시 물품은 외무부 원조 예산으로 구입하여 전시 후 보츠와나 정부에 기증
기대 효과

- 한국 상품 홍보를 통한 수출 활로 개척
- 남부 아프리카 지역 미수교국(잠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과의 관계개선 가능성 모색

2. 상공부는 1986.6.9. 외무부에 대해 Gaberones 국제박람회는 1986년 해외전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1986년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참가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국가관 참가보다 홍보관 참가가
바람직하나 예산 확보, 일정 촉박 등으로 금년도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알림.
또한, 상공부는 관심 업체의 개별 참가 유도를 위해 현대, 대우 등 종합상사와의 접촉도 시도하였으나,
각사의 상업적 실리 입장 때문에 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가 전무한 실정임을 외무부에 알림.

서Berlin 국제농산물 박람회 참가,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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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베를린에서 1985.1.25.~2.3. 개최된 국제농산물 박람회에 48개국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교포상사
GINTEX(대표 정형근)가 전매청의 지원을 받아 참가함.
1.24. 개최된 Diepgen 서베를린 시장 주최 리셉션 및 개회식에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매청
차장, 주서베를린총영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등 한국 인사 다수가 참석함.

- 개회식에서 Diepgen 시장 인사말에 이어 Kiechle 연방식량농업장관, Heereman 농민협회장, Andriessen
EC 농업위원장, Saouma FAO 사무총장 등이 연설함.
1.25. Diepgen 시장과 Kiechle 연방식량농림장관이 박람회장을 순시하였으며, 한국관 방문 시

2. 서베를린에서 1986.1.24.~2.2. 개최된 국제농산물 박람회(Int’
l Green Week Berlin 1986)에 예년과 같이
전매청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개회식을 포함한 공식행사에 조영길 전매청장이 참석함.
Diepgen 서베를린 시장 명의 전매청장 앞 초청장이 외무부를 통하여 1985.11월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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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주를 시음하고 한국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국관 방문에 시간을 할애함.

잠비아 국제박람회 참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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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케냐대사는 한국과 잠비아와의 통상관계 개설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86.8.1.~4.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되는 잠비아 국제박람회(Zambia Agricultural & Commercial Show)에 한국이 참가할
것을 1986.2.14. 외무부에 건의함.
주케냐대사는 한국의 이미지 부각 및 한국·잠비아 간 경제관계 개설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동 박람회 참가를 1986.3.15. 재차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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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4.1. 잠비아 국제박람회 참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이 국가관 형태로 동 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외무부는 동 박람회 전시품으로 현대(주)가 선정한 12개 품목 리스트를 주케냐대사관에
1986.4.3. 통보함.
주케냐대사는 1986.4.7. 동 박람회에 KOTRA 명의로 참가 신청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전시품으로 15개 품목을 추가 건의함.

3. 주케냐대사는 1986.4.10. 전시품 제작 발주를 독촉하고, KOTRA 명의 참가가 불가할 경우에 상사관 명의
참가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잠비아 국제박람회에 국가관 명의로 참가하는 것이 불가하면 차선책으로 상사관 명의로
참가할 예정이며, 모든 전시품을 1986.5.10. 선적할 예정임을 1986.4.12.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함.

4. 잠비아 정부는 1986.4.29. 루사카 주재 Mwale 현대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의 KOTRA 명의 박람회 참가를
불허할 예정임을 통보해 옴.
또한 잠비아 정부는 1986.5.7. 루사카 주재 Mwale 현대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관 또는
상사관 명의 참가도 불허한다고 통보해 옴.

5. Mwondela 주케냐 잠비아대사는 1986.5.8. 주케냐대사에게 본국으로부터 한국과의 통상관계 개설에
관한 1986.1.21.자 통보를 철회하라는 훈령을 받았다고 언급함.
주케냐대사관은 1986.5.9. 주케냐 잠비아대사관으로부터 다음 내용의 공한을 접수함.

- 잠비아 정부는 한국과의 통상관계 개설을 결정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주케냐 잠비아대사관은 한국과의
통상관계 수립에 관한 공한(No. 7/86) 내용을 무효화함.

캐나다 Ontario주 서울 무역사무소 설치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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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6.6.30.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증진,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에 주정부 무역사무소(Trade Office) 개설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구두로 알려 오면서 여사한
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함.
2.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6.7.16.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온타리오 주정부 무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온타리오 주 사무소 및 근무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혜를
캐나다에 주소를 둔 주정부 파견 관리 및 근무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 및 자동차(최소한 최초 입국 시),
사무실 가구 및 비품, 주류 및 홍보자료에 대한 면세 통관
사무실 및 선임 직원 관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캐나다에 주소를 둔 주정부 관리 및 근무 직원들의 소득세 면제
캐나다에 주소를 둔 주정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한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 허가증 발급
사무소 소재 건물 입구에 적절한 용어로 된 현판 부착

3. 외무부는 1986.8.13. 주한 캐나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울 무역사무소
설치에 이견은 없으나, 한국·캐나다 양국 간에 지방정부 관리의 특권, 면제에 관한 특별한 협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주정부 사무소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4. Giroux 주한 캐나다대사대리는 1986.8.27. 외무부 미주국장에게 온타리아 주정부가 독립된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주한 캐나다대사관 내에 Attache 형식으로 통상대표를 주재시킬 예정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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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함.

77그룹 아시아그룹회의. New York,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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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77그룹 및 아시아그룹 회의의 주요 협의 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1. 1985.3.14. 아시아그룹 회의
유엔 기구 이사국 문제
나치즘, 파시즘에 대한 승리 40주년 기념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 준비회의
1360

경제적 권리헌장 특위 의장단 문제

2. 1985.4.3. 아시아그룹 회의
경제적 권리헌장 특위 의장단 문제
세계여성회의 의장단 문제

3. 1985.6.13. 아시아그룹 회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입후보 문제

- Siason 주오스트리아 필리핀대사를 추천키로 합의

4. 1985.7.10. 아시아그룹 회의
유엔 분담금위원회 입후보 문제
UNIDO 총회 관련 문제

5. 1985.10.17. 77그룹 회의
의장국 선출

- 아시아그룹이 추천한 유고슬라비아를 임기 1년의 의장국으로 선출

6. 1986.1.16. 77그룹 회의
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기 속개회의
1986년 사업 계획 및 예산

7. 1986.2.3. 77그룹 회의
77그룹 관심회의 일정 조정
ECOSOC 핵심 의제 선정

8. 1986.6.19. 및 7.14. 아시아그룹 회의
제41차 유엔 총회 및 유엔 기구 등에 대한 입후보 추천

9. 1986.8.19. 아시아그룹 회의
제41차 유엔 총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0. 1986.9.11. 아시아그룹 회의

11. 1986.9.30. 아시아그룹 회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및 제1위원회 입후보 조정

12. 1986.10.7. 아시아그룹 회의
제41차 유엔 총회 기간 단축 및 유엔 개혁 보고서

13. 1986.10.15., 11.28. 및 12.15. 아시아그룹 회의
각 위원회 등의 후보국가 결정

14. 1986.12.4. 77그룹 회의
차기 의장 선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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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부의장직 입후보 조정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제10차. New York,
1986.9.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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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29.~10.1.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77그룹 외상회의에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참석함.
1. 최광수 장관은 1986.9.29. 동 회의 시 연설을 통하여 한국의 남남협력 추진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대외협력기금 설치계획 등 남남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천명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 철폐를 촉구함.
최 장관은 9.29. 라이베리아, 싱가포르, 태국 외상과 면담을 가졌으며, 세계 주요 언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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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장 및 특파원들과 오찬 회견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와 아시안게임 개최 상황,
김포공항 폭발 사건, 로잔 남북체육회담 등에 관해 설명함.

2. 제10차 77그룹 외상회의는 36개국 대표의 연설을 청취하고 다음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함.
개도국들이 세계 경제 문제의 국제적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선진국들은 거시경제
정책이 개도국들의 개발 목표 및 목적과 양립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발을 위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유엔체제 내에서
개도국들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행할 것을 촉구함.
유엔의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헌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41차 유엔 총회 기간 중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함.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로 선·후진국 간의 협조적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도달이 긴급히 요구됨.
통화, 금융, 대외 부채, 자원 이전, 무역 및 개발의 상호 연관된 분야에서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며,
개발을 위한 통화 및 금융에 관한 국제회의의 소집을 위한 준비 과정이 즉각 개시되어야 함.
대외부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심층적 토의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채무 개도국 및 채권 선진국의
일치된 행동을 용이하게 할 것임.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 금융의 자원이전 증대를 위한
행동적 조치가 요구됨.
최근 New Round에 관한 합의는 국제통화, 금융제도를 병행 발전시킴으로써 강화되어야 하며,
최저개도국의 장·단기적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 강화를 요구함.
아프리카 경제부흥 및 개발을 위한 유엔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호소하며 국제
공동체가 남아공 정권에 대해 포괄적, 강제적 경제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촉구함.
1986.8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개도국간경제협력(ECDC) 고위급회의에서 ECDC가 자생력 있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경제적 이익이 ECDC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냄.

비동맹 및 77그룹 외채 자문회의, 제1차.
Lima(페루), 1986.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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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및 77그룹의 개도국 외채 문제에 관한 자문회의가 1986.11.12.~14. 페루 리마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주최

- 비동맹 및 77그룹
참가국

- 39개국 및 UNCTAD
- 수석대표: 김재훈 주페루대사
- 대표: 신동련 주페루대사관 참사관,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성격

- 채무국 간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 실무회의

2. 한국 대표단의 발표 요지
세계 경제 환경 개관
한국의 외채구조 설명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선·후진국 간 협조 강조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 상기

3. 회의 결과(주페루대사관 보고)
총 10개 항의 Press Release를 발표함.

- 외채 문제는 선·후진국 간의 공동 책임의식과 개도국의 개발 권리에 입각한 채권국, 채무국, 국제
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간의 정치적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함을 강조함.
페루 정부는 비동맹그룹 내에서 Garcia 대통령의 지위를 높이며, 현재 진행 중인 외채상환
협상에서의 압력행사 방안으로 동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임.
동 회의는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및 77그룹 외상회의에서 표명된 선·후진국 간 정치적 대화에
의한 외채문제 해결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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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2차. 동경, 1986.5.4-6.
전4권, V.1 기본문서

| 86-126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북미과

MF번호

2016-92 / 12 / 1~385(385p)

1. 일본 정부는 1986.5.4.~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제12차 서방 7개국 정상회담(G7)의 잠정 일정을
1986.4.1. 발표함.
5.4.(일): 환영행사 및 리셉션, 정상 개별 만찬, 외상 개별 만찬, 재무상 개별 만찬
5.5.(월): 정상 개별회의, 외상 개별회의, 재무상 개별회의, 사진 촬영, 정상 및 외상 오찬, 재무상
오찬, 전체 회의, 정상 개별만찬, 외상 개별만찬, 재무상 개별만찬
5.6.(화): 전체 회의, 전체 오찬, 정상 공동 기자회견, 궁중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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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외무성은 7개국 정상회담에 관한 사전 의견 교환을 위해 스노베 전 외무성 사무차관을 외무성
고문 및 대사 자격으로 1986.3.19.~24. 한국에 파견함.
스노베 고문은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외무부는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관한 한국 측 희망사항을 일측에 전달함.
한국 측은 서방 7개국 정상회담 정치선언이 있을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 한국의 남·북대화 추진 노력에 대한 지지
- 세계 모든 국가의 88 서울올림픽 참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통일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긴요하다는 입장 표명

3. 제12차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이 1986.5.4.~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 정상과 EC 집행위원장이 회동하여
자유토론을 가짐.
정치선언, 국제테러에 관한 성명,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관한 성명, 경제선언을 채택함.
한반도 문제는 지역 문제를 회담 공식문서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공식 문서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상들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동 회담의 의장인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장 총괄 형식으로 논의 요지가 발표됨.

4. 정부는 1986.5월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의장 총괄 형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진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대통령 명의 친서를 7개국 정상에게 송부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2차. 동경, 1986.5.4-6.
전4권, V.2 결과보고

| 86-126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북미과

MF번호

2016-92 / 13 / 1~239(239p)

1. 외무부는 1986.5.7.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5.4.~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회의 개요

한반도 관련 사항 협의

- 한반도 문제는 지역 문제를 회담 공식문서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공식문서로는 발표되지
않음.
- 그러나 정상들 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동 회담의 의장인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장
총괄 형식으로 한반도 관련 내용을 발표함.
한반도 관련 발표 내용

-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환경 형성에 노력함.
-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함.
-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유엔의 보편성 및 긴장 완화의 관점에서 유익하다는 것이 확인됨.

2. 외무부는 1986.5.6.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다음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발표함.
금번 제12차 서방7개국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지지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과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및 남·북한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을 환영함.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 정상들의 이러한 지지는 전두환 대통령의 미·일 정상은 물론 구주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통해 이
지역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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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 정상과 EC 집행위원장이 회동하여 자유토론을 가짐.
- 정치 분야에서는 동·서 관계 및 군비 축소 문제, 최근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국제테러 문제, 원전사고
방지 문제,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문제 등을 협의함.
-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 교역 자유화,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 국제통화의 안정
문제 등을 협의함.
- 정치 선언(동경선언), 국제테러에 관한 성명,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관한 성명 및 경제 선언을 채택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2차. 동경, 1986.5.4-6.
전4권, V.3 자료

| 86-126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북미과

MF번호

2016-92 / 14 / 1~315(315p)

1986.5.4.~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서방 7개국 정상회담(G7)과 관련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정상회담 의제 관련 자료
1986.2월 이후 주요 국제 문제 분석
1986.3월 재무부의 예상 의제에 관한 의견
1366

1986.3월 상공부의 예상 논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1986.3월 경제기획원의 한국 입장에 관한 의견
1986.3월 정상회담 개요 및 한국의 입장(외무부 작성)

2. 면담 자료
1986.3월 스노베 일본 전 외무차관 면담 자료
1986.5월 야나이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면담 자료

3. 기자회견 자료(1986.5월)
Schultz 미 국무장관
Baker 미 재무장관
Nulford 미 재무부 차관보
Ridgway 미 국무부 차관보

4. 외국 특사 브리핑에 대한 평가 자료
야나이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의 브리핑

- 1986.5.13. 외무부장관 및 제1차관보에게 브리핑
레스탕 프랑스 수상 외교고문의 브리핑

- 1986.5.7. 외무부장관 및 차관에게 브리핑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2차. 동경, 1986.5.4-6.
전4권, V.4 언론보도 및 각국 반응

| 86-126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북미과

MF번호

2016-93 / 1 / 1~200(201p)

제12차 선진국경제정상회담(G7)에 대한 각국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이 수록됨.
1. 싱가포르
정상회담 참석자들은 일반 정치선언에서 낙관과 자신을 보인바, 특히 동서 관계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때에 정치적인 면에서 7개국 간의 강력한 단결이 성취됨.
경제 성명안은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 성장, 외환시장 개입, 경제구조 조정, 개도국 외채 절감
노력, 각국의 예산 적자 절감 노력 등을 촉구하는 모호한 용어로 되어 있음.

체르노빌 사건으로 핵안전 문제가 추가 의제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임.
남미 부채국 모임인 CARTAGENA 그룹을 대표하여 우루과이가 일본 및 정상회담 참가국들에게
이자율 하락, 수입 증가 정책 등을 요청하고, Baker 미 재무장관이 제의한 구호금융이 불충분하므로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함.

3. 독일
정상회담 개최 전 사전 접촉에서 Baker 미 재무장관이 서독 및 일본에 대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정책을 요구하였으나, 서독은 성장정책 채택을 거부함.
금번 정상회담은 예년과 같이 관료주의적 양태를 탈피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런 대로 의미 있는
정치의 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말레이시아
선진국들이 정치, 경제 및 군사 면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인류 다수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치,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음.

5. 캐나다
Mulroney 수상은 캐나다가 G7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점과 농업 분야에서의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지적하면서 금번 회담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주장함.

6. 미국
금번 정상회담이 과거와는 달리 회담 참여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비추어 보아 큰 양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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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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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네시아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상은 금번 정상회담이 테러와 핵 문제 협의에 집중한 나머지 아세안이 요청한
보호무역주의 완화 등 경제 문제와 대개도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토의를 갖지 못했다고
언급함.

8.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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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상회담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취급한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개도국은
국제 경제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인 후진국 외채 문제에 관해 집중 토의할 것을 기대했으나 실망함.

9. 북한
주유엔 북한대표부 성명은 동 정상회담이 미국의 호전적인 정책을 옹호하는 정치 도구가 되었다고
비난함.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고위급회의.
Cairo(이집트), 1986.8.18-23

| 86-127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93 / 2 / 1~242(242p)

1. ECDC(개도국 간 경제협력) 고위급 회의가 1986.8.18.~23.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됨.
참가국

- 총 78개국
- 한국에서는 김해선 주유엔 차석대사, 북한에서는 주이집트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
의제

- ECDC 사업 평가 및 향후 대책

기조연설

- ECDC 사업의 방만성, 현실적 재원 부족을 지적하고 ECDC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앞으로도 ECDC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표명
비동맹 하라레 정상회의 대비 로비 활동

3. 동 회의는 다음의 선언·결의문을 채택함.
카이로 선언, 남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결의문,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경제 사정에 관한 결의문

4. 한국 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각국이 ECDC 사업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각국의 경제 성장 단계의 상이, 관심사항 불일치로
인하여 ECDC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많은 국가들이 ECDC 사업 추진에 대하여 대체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기대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제3세계, 비동맹권 국가와의 유대관계
강화·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개도국 협력 자세의 견지가 요구되므로 앞으로 ECDC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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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단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1차. Sydney,
1986.11.23-29

| 86-127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6-93 / 3 / 1~108(108p)

1. 제31차 콜롬보플랜 자문회의가 1986.11.24.~29.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됨.
24개 회원국, 2개 옵서버국 및 5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한국에서는 임동원 주호주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15명의 대표단 참석

2. 동 회의는 다음 의제를 토의하고 최종 의정서를 채택함.
콜롬보플랜의 향후 운영 방향 및 활동 토의
1370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 운영 개선 및 이전 문제 토의

-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을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의 이전에 동의하고 대학 재정 등에 대한 동 대학
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승인
주요 의제(콜롬보플랜 개도국에서의 인력과 기술발전의 역할 및 추진력) 토의
특별 과제(경제 및 사회 발전의 장애요인 제거) 발표 및 토의
차기 회의는 1988.11월/12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

3. 상기 회의의 회의의사록 및 공동성명서가 수록됨.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5차.
Vancouver, 1986.11.16-19

| 86-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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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이 1986.11.16.~19.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에 참석함.
1. 한국 대표단 구성
PECC 한국위원회 회장 겸 PECC 상임위원 남덕우 박사(대한무역협회 회장)
PECC 한국위원회 위원 겸 PECC 운영위원 양수길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기타 대표단

2. 한국 대표단 활동
남덕우 회장은 전체회의에서 태평양 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설을 행함.
양수길 박사는 무역 정책에 관한 작업반 활동 경위를 보고함.
기우식 박사는 무역 정책에 관한 토의에 참여함.
허신행 박사는 한국의 축산 정책과 관련한 육류 수입 문제에 관한 입장을 개진함.

3. 제5차 PECC 총회 주요 동향
중국(구 중공) 및 대만(구 자유중국)의 PECC 가입

- 중국과 대만이 1986.8월 PECC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PECC 회원국이 13개국으로
증가함.
소련의 옵서버 참가

- 1986.8월 PECC 상임위원회가 소련의 옵서버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Makarov 주캐나다 소련대사관 공사가
금번 회의에 참가함.
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

- PECC 상임위원회가 성안한 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다짐함.
- 동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향후 소련의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PECC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자유개방경제체제가 PECC 가입과
불가분의 연계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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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 실업계: 기우식 박사(럭키금성 소속)
- 학계: 허신행 박사(농촌경제연구소 소장)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19차. 서울,
1986.5.12-15

| 86-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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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특별반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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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가 1986.5.12.~15.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장소: 신라호텔
주최: PBEC 국제사무국 및 PBEC 한국위원회
주제: 보호주의 극복(Combating Prot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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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현황: 16개국 400여 명

- 정부 인사: Mulroney 캐나다 수상, Piez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
- 민간 경제인: 태평양연안 16개국의 최고경영자 400여 명

2. 주요 의제
보호무역주의와 태평양무역
엔화의 국제화와 일본 자본시장의 개방
홍콩과 중국(구 중공)의 경제관계
무역 및 투자 장벽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일지
PBEC 의장단 개선 및 차기 총회 결정

3. 외무부의 종합평가
태평양 지역 16개국에서 약 400여 명의 민간 중진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한 금번 회의는 태평양
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상호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의가 됨.
특히, 역내 각국 민간경제 지도자들이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공동대처를 결의하였으며, 동 회의 결과를 각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한 것은 큰 성과임.
민간 차원의 동 회의 유치가 한국의 태평양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역내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평가됨.
금번 회의는 태평양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과 상호이해 증진을
통하여 한국과 역내 각국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PBEC 내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V.1 1984-1985.7

| 86-127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6-93 / 6 / 1~308(309p)

1. 1985.7.25. 개최된 EC 각료이사회(산업장관)는 EC 집행위가 제출한 VTR 수입관세 인상안(85.6.14.)을
승인한바, 동 인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VTR 수입 관세를 현행 8%에서 14%로 인상
상기 인상의 보상조치로 반도체 수입관세를 현행 17%에서 14%로 인하
여타 품목에 대한 보상조치는 추후 검토
EC 집행위가 GATT와 협의

VTR 수입 관세율 인상에 대한 유감 표시
6.14.자 EC 집행위 mandate 안에 포함된 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보상조치) 촉구
한국이 GATT 28조에 따른 실질 이해당사국으로서 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주장 및 이에
대한 지지 요청

3. 정부는 VTR 수입관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하나인 VTR이 초기 단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대EC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동 관세 인상안이 각료이사회에서 철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함.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훈령, 주재국에 한국 입장을 설명(1985.7.12.)
EC 회원국 통상장관 등 주요 인사 앞 상공부장관 명의 서한 발송(1985.7.15.)
상공부장관은 한국 주재 EC 회원국 대사들을 초치, 한국 입장을 설명(19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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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7.27.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다음 입장을 주재국에 전달토록 훈령함.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V.2 1985.8-1986

| 86-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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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5.9월 EC의 VTR 관세율 인상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28조에 의한 실질적 이해 당사국임을 주장하는 Claim of Interest를 GATT 사무국 및 EC 집행위에
공식 제출함.
2. EC의 VTR 관세율 인상에 따른 한·EC 간 보상 협의가 2차례 개최됨.
제1차 협의(1985.10.30.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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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측은 EC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 것은 한국을 GATT 28조에 의한 실질적 이해 당사국으로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한국과 EC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EC 측은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수락을 요청함.
제2차 협의(1985.11.26.~28. 제네바 및 브뤼셀)

- 한국 측은 1차 협의 시 EC 측이 제시한 5개 품목에 추가로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겸용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한국 측 관세 인하 품목으로 CTV와 흑백 TV를 제시함.
- EC 측은 일본과의 3차 협의 후 한국 측 요청 사항에 대한 방침을 통보하겠다고 함.

3. 상기 EC의 VTR 관세 인상에 따른 한·EC 보상 협의 결과 최종 확정 품목은 다음과 같음.
반도체, 전자계산기,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휴대용 수신기, 라디오, 알람시계 등
EC 관계관은 한국 측이 요구한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겸용 제품에 대해서는 EC의 내부검토 결과
보상품목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고 함.

Loeff, Jos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관계
부총국장 방한, 1986.9.21-26

| 86-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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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서울 국제박람회(SITRA 86) 참관 및 한·EC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방한

2. 방한 일정(1986.9.21.~26.)
경제기획원차관 예방(9.23.)
SITRA 86 참관, 상공부차관 주최 오찬, 유럽의 날 축하 리셉션(9.24.)
외무부 경제국장 방문, 외무부차관 및 차관보 예방(9.25.)

한국 측

- 한·EC 간 상호 협력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며, 유럽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도 커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업체 간 문제이지만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을 희망하므로 EC 측에서도 각 회원국 및 업체에
이를 권장하여 주기 바람.
- EC의 주한 상주대표부의 조속한 설치를 희망함.
- 1986년 10월 중 상공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통상사절단이 구주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EC 측의 협력을
기대함.
EC 측

- 앞으로 서울 등에 EC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예정이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1988년 또는 198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상호 교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호 교역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EC의 지적 소유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최근 한·미 간 체결된 지적 소유권 협정과 관련 EC 국가들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 줄 것을 기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차관 예방 시(9.25.) 언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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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 1986

| 86-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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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해 주파키스탄대사관이 1986년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Ayub 파키스탄 외무성 아프가니스탄 과장은 1986.1.8. 제6차 제네바 간접회담(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간 간접회담)이 중단된 것은 Cordovez 유엔 사무차장이 새로 작성한 문서
내용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측에서 검토 후 각자 입장을 차기 회담 시 제시해 주도록 요청한
때문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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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dovez 유엔 사무차장은 1986.3.7.~17. 이슬라마바드 및 카불 왕복 중재 협상을 마치고 3.18. 뉴욕
향발하였으며, 공항 기자회견에서 다음 내용을 언급함.
금번 왕복 중재 협상에서는 제네바 회담 방식, 철군 관련 문서 IV와 나머지 3개 문서와의 포괄적
관련 문제, 파키스탄 측 요구(소련군 철군 일정 제시) 및 아프가니스탄 측 요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Cordovez 3자 간 직접회담)에 관해 중점 협의함.

3. 1986.7.28. 모스크바발 외신에 의하면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한 정책
연설에서 주아프가니스탄 소련군 중 3개 항공기 연대, 2개 기동소총 연대, 1개 기갑 연대 등 6개 연대
병력(8,000명)을 연내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4. Khan 파키스탄 외무성 아프가니스탄 국장은 1986.7.31.~8.8. 개최된 제7차 제네바 간접회담의 결과와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동 회담에서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소련군 철수 일정과
국제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으로써 결렬됨.
8월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에서 회의 속개를 위한 접촉이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음.

5. Shaikh 파키스탄 외무성 정책담당 차관보는 1986.9.14.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진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제7차 제네바 간접회담 및 최근의 파키스탄·소련 정책회의에서 양측은 기존의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종전과는 달리 공격적인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이 특징임.
1986.7.28. 고르바초프의 소련군 일부 철수 제안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때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조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6.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접회담의 중재자인 Cordovez 유엔 사무차장이 1986.11.19.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3국을 순방, 교섭하고 12.3. 뉴욕 향발함.
Cordovez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1987.2.11. 제네바 간접회담을 재개키로 하였음을 밝히면서 동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으며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회담에 임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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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앙골라 정세에 관해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Crocker 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남부 아프리카 문제 협의를 위해 1986.1.8. 앙골라에 도착함.
Dos Santos 앙골라 대통령은 동 차관보 접견 시 미국의 남아공 및 앙골라 반군지원을 비판하고
나미비아 독립과 앙골라 안보를 위한 종국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할 용의
표명(1986.1.11. 주자이르대사관 보고)
1378

2. 미 국무부 앙골라 담당관은 1986.1.29. 앙골라 UNITA 지도자 Savimbi가 미국 민간단체 초청으로
방미 예정으로 레이건 대통령과도 면담 예정이라고 언급함.
미 행정부는 1.30. 레이건 대통령과 Savimbi와의 면담 결과에 대한 대언론 브리핑에서 협상을
통한 앙골라 문제 해결 지지와 UNITA에 대한 직접 지원이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1986.1.30. 주미국대사관 보고)

3. 앙골라 반정부 단체인 UNITA는 최근 외국인 기술자 190명(주로 포르투갈인)을 납치했으나 세계
적십자사의 중재로 1986.3.20. Kinshasa를 거쳐 포르투갈로 추방하였으며, 앙골라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선을 통한 동 인질 납치 묵인 등 콩고민주공화국의 대UNITA 태도에 불만을 표시함(1986.3.21.
주자이르대사관 보고).
4. 소련 및 앙골라 양국은 Santos 앙골라 대통령의 모스크바 출발에 앞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앙골라의
독자적인 대내외 정책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 나미비아 독립과 쿠바군의 앙골라 철수
연계를 주장하는 남아공 제안을 거부함(1986.5.1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보고).
5.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86.8.19. Santos 대통령의 레이건 대통령 면담 제의에 대해 앙골라 정부로부터
직접 제의를 받지 않았지만 중요 문제 협의를 위해 앙골라 정부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Santos 대통령은 8.18. 동국을 방문 중인 Jackson 목사와의 면담 시 양국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레이건 대통령 면담 제의(1986.8.21. 주미국대사관 보고)

6. 앙골라는 Savimbi UNITA 지도자의 프랑스 방문에 대한 불만 표시로 1986.11.13. Lome 불·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고 11.10. 콩고민주공화국 Azap 통신이 보도함(1986.11.10.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보고).

호주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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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주호주대사관의 주재국 정세 보고 내용임.
1. 국내 정세
1986년의 호주 경제는 농산물을 포함한 1차 산품의 국제가격 하락, 경상수지 적자 누증, 인플레이션,
호주화 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 실업률 상승 등으로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됨.
노동당 정권은 우파와 중도 좌파가 협력하여 실용주의 노선, 즉 우경화 정책을 수행하여 보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대외 관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ANZUS(태평양안전보장조약) 체제하의 호·미
관계를 재확인하고, 뉴질랜드와는 ANZUS와 별도로 관계를 유지하여 변형된 3각 안보관계를
설정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1985.12월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상의 호주 방문, 1986.3월 호주 헤이든 외상
및 비즐리 국방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급진전되는 듯하였으나, 4월 호주 시드니모닝 헤럴드지의
수하르토 대통령 가족의 치부 보도와 관련 급속히 냉각됨.

3. 대한반도 관계
1983년 노동당 재집권 시부터 남북한 등거리 외교가 추진되어 오다가 랑군 사건으로 보류되었으며,
한국이 주요 자원 수출시장이라는 인식하에 있으면서도 1985년까지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 옴.
1986년에는 그간의 관망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한국과의 장기적 우호관계 발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호주 수출의 4번째 큰 시장으로 성장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무역관계 중요성 부각
1986년도 대북한 관계는 특이한 진전이 없음.

- 대한국 경제·통상 관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북한 관계는 과거와 달리 위축된 상황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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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야당의 기반인 일부 중산층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방글라데시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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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방글라데시 총선(5.7.) 및 동국 정세에 관한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보고 내용과 동 총선 결과에
관한 1986.5.13. 외무부 서남아과 작성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1. 정치활동 재개가 허용된 가운데 동 일자로 Jatiya Party가 창당, 공식 발족되었으며 동 정당은
Ershad 대통령 겸 계엄사령관의 현 정부를 지지하는 친정부 5개 정당을 통합, 단일 정당으로 발족
동 대통령은 3.2. 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부터 먼저 실시하며 동 총선을 4월 말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하고 선거전 계엄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
1380

이선념 중국(구 중공) 주석은 주재국 방문 후 3.11. 콜롬보 향발하였으며 중국 측은 5억 다카 상당의
무이자 차관 제공 협정을 주재국과 체결하고 빈민 아동들에게 6만 벌의 아동복을 제공
15개 야당연합과 7개 야당연맹 등 2개 야당그룹은 3.17. 회합을 갖고 총선 불참 결의
주재국 대통령은 3.21. 라디오, TV 중계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라마단 시작 이전 적절한 시기에
선거 실시토록 선거일 재확정 등 4개 항을 제시하고 재야 세력의 선거 보이콧 활동 철회를 촉구
주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재야 세력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선 일자를
5.7.로 변경 공고
동 총선 결과 직선(300석)으로 여당이 132석 당선, 비례대표(30석)로는 여당이 30명의 여성 의원
선출 예정

- 금번 총선은 Ershad 대통령이 83.4월 이래 추진해 온 민정 이양 계획에 따라 82.3월 쿠데타로 해산된 국회
재구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야당 세력 중 하나인 Awami League의 총선 참여 유도에 성공하여 방글라데시 국
민당 계열의 총선 거부 운동에도 불구, 5.7. 총선 단행

2. 방글라데시 대통령 선거(1986.10.15.) 등 동국 정세에 관한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보고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재국 대통령은 7.14. 인도 공식 방문차 출발에 앞서 10월 상순 대통령 선거 실시 계획을 표명
(86.7.15. 보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9.1. 관보를 통해 대통령 선거 일자를 10.15.로 정하였음을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10.20. 주재국 대통령이 총 투표자 수의 84%를 획득했음을 발표(86.10.21. 보고)
및 10.23. 취임식 거행
야당 보이콧 속에 11.10. 개최된 주재국 임시국회는 과거 군사정부의 일체의 조치를 추인,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Ershad 대통령은 동일 밤 계엄령 해제를 선언

벨기에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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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상의 1986.5월 벨기에 방문 결과(86.5월 주벨기에대사관 보고)
주요 일정

- Baudouin 국왕 예방(5.24.), Martens 수상 주최 만찬 및 양국 외상회담(5.25.)
외무성 Beyens 아주국장 언급 요지

2. 1986.10월 Martens 벨기에 수상 사임(86.10월 주벨기에대사관 보고)
주재국 수상은 10.14. 플라망계 국정자문위원회가 플라망 지역 Limbourge 주와 왈룽 지역 Liege
주 접경에 위치한 소도시 Furon 시 시장 파면을 결의한 것과 관련, 동 추인 문제를 위요하고 현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의견 조정에 실패해 국왕에게 연립내각 총 사직 표명

- 국왕은 내각 사임 수리 여부 결정 유보
주재국 상·하 양원 의장, 주요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를 가진 바 있는 주재국 국왕은 10.17.
수상의 내각 사퇴서를 반려하고 정부가 정상 근무에 복귀함으로써 일단 정국은 정상화된 것으로
보임.
주재국 수상은 10.23. 하원에 출석, 연립내각 내 관계 정당은 정치 휴전에 합의하였음을 선언,
이에 대한 의회 동의와 함께 내각 신임 요청
주재국 의회는 현 연립내각 신임안을 찬성 107, 반대 74로 가결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의회의
신임 재확인

3. 1986.10월말 동경에서 개최된 벨기에·일본 정책협의회 결과 관련 12.2. 주벨기에대사관 공사의
주재국 외무성 Beyens 아주국장 면담 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동 국장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반도 문제는 일본 측 요청으로 의제에 포함되었으며, 일본 측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헌 논의와 학생 소요 사태라고 하고 필리핀의 최근 국내 정세 발전이 한국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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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측은 캄보디아 문제에 관해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고 정치적 해결만이 가능하며 86.3.17. 시아누크가
제의한 8개 항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주재국 Tindemans 외상은 EC 이사회가 최근
결의한 대로 주재국도 동 제의를 지지한다고 언급
- 주재국은 리비아의 state terrorism에 대해 EC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설명한 데 대해 중국 외상은 state
terrorism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탄하고, 다만 동 문제는 테러리즘의 정치, 사회적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바베이도스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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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5.28. 바베이도스 총선 결과(86.5.30. 외무부 작성 대통령 보고사항 요지)
총선 배경

- 1981.6월 총선 이후 5년 만의 정기 총선
- 세제 개혁 등 경제문제, 마약거래, 인종차별 등의 사회 문제가 선거 쟁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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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야당인 민주노동당(DLP)이 27개 의석 중 24개 의석 획득
- 신임 수상에 취임할 DLP 당수인 Errol Barrow는 66년 바베이도스 독립 이후 76년까지 10년간 집권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
- 여당(BLP)의 패인은 1985.3월 Adams 전 수상 서거 이후 당의 지도력 약화 및 10년간 계속 집권해 온 데
대한 일반 시민의 염증 등에 기인
- Barrow 당수는 5.29. 수상 취임

2. 동부 카리브 국가들의 안보기구인 RSS(Regional Security System) 동향(86년 주바베이도스대사관 보고)
미국과 동부 카리브 6개국(자메이카, 그레나다, 앤티가,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은
4.24.~5.10. 그레나다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며 동 훈련은 RSS 회원국 정부가 외부 또는
내부의 위협에 당면한 것을 상정한 것으로 과거 RSS는 미국의 그레나다 개입을 요청
Barrow 수상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주재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RSS에 대해 동 기구가 미국에
의해 창설된 것이므로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워싱턴에서 동부 카리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지지할 수 없다고 언급
동 수상은 8.28. 성명에서 4년간 존속해 온 RSS에 대한 유보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나 회원국
으로서는 잔류할 것이며 현재의 양해각서 형태로부터 조약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RSS 7개 회원국 각료이사회가 10.13.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RSS의 모체인 양해각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동 제도의 기능 중 마약거래 방지, 밀수 방지, 경제수역 통제를 위한 해양경비
역할에 중점을 둘 것에 합의

브라질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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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1.15. 브라질 상·하원 등 총선 중간결과(86.11월 외무부 남미과 작성 보고)
선거 결과

- 현 집권여당 민주연합인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과 자유전선당(PFL)은 당초 예상대로 주지사 선거 및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압승
- 좌익의 노동당(PT) 및 노동민주당(PDT)과 우익의 전 집권여당 사회민주당(PDS)은 주지사 선거에서 완패하고
의원 선거에서도 부진
총선의 배경 및 의의

총선 결과의 특징

- 1985.5.9. 공산당 합법화 이후 11월 지방선거 시 급신장세를 보였던 PDT 등 좌파 세력의 후퇴
- 현 집권 PMDB당 내 진보세력 대거 진출 등
향후 정국 전망

- 현 정부는 금번 선거의 압승으로 Cruzado Plan을 더욱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바, 다만 동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조치 불가피
- 금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형태 채택 및 대통령 임기 결정 등 제헌의회의 귀추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차기 대통령 후보 문제에 있음.

2. 주브라질대사관은 1986.12.5. 주재국 Sarney 대통령이 12.4. 전국 TV 방송을 통해 경제사회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정부 간 social pact 결성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11.21. 정부가 발표한 Cruzado Plan 수정보완 조치(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는 2.28. 경제조치 이후
파생한 수출 부진, 과열 소비, 미화 암시세 급등 등으로 야기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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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2.28. 현 정부가 취한 경제안정 조치(Cruzado Plan, 인플레 억제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
강함.
- 연방 상원 2/3 및 하원의원, 주지사, 지방의회 및 시의회 의원 등 5개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이며 연방
상·하원 의원은 동시에 1987.2.1. 구성될 제헌의회 의원이 된다는 점에 의의

캄보디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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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캄보디아 정세에 대한 관련 공관 보고 및 언론 보도 내용임.
1. 민주 캄보디아 연정 3파 지도자들은 1986.3.17. 북경 회동 후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8개 평화
계획안을 제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한 협상 개최 및 동 철수를 위한 휴전
유엔의 베트남군 철수와 휴전 감시
1384

독립, 중립 및 비동맹의 자유민주 정부 수립

2. 제13차 인니 3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외무장관회의가 1986.8.17.~18. 하노이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는 캄보디아 문제 등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동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1990년까지 완전 철수를 재확인하고 민주 캄보디아
연정 측이 제안한 8개의 평화 계획안을 거부함.

3. 유엔 총회는 1986.10.21.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의 철수를 요구하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측
결의안을 채택함.
싱가포르 외무담당 국무상은 동 결의안 채택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캄보디아 점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점증하는 우려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챠드 사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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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차드 사태에 관한 주카메룬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남북 차드 군사분계선 남방에 소재하는 Kouba Olanga에 대한 GUNT군의 군사공격은 84년 MANTA군
철수 이래 처음 있는 것으로, 프랑스 외상은 2.11. 동 사건을 중요시하며 관련 우방과 대책을 협의
중이라는 특별성명을 발표함(86.2.12. 주카메룬대사관 보고).

프랑스 국방상은 2.13. N'djamena를 방문, Habre 정부와 대책을 협의하고 N'djamena 정부에 최신
무기와 장비를 지원할 예정임(86.2.14.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프랑스 공군은 2.16. 북부 차드 Ouadi Doum 공항 활주로를 폭격하였으며 동 폭격은 리비아 측이
동 공항을 통해 GUNT 측에 대규모 지원을 하기 이전에 공수 보급로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86.2.17.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리비아군 소속으로 보이는 소련제 초음속 폭격기가 N'djamena 공항 활주로를 폭격했으며 프랑스는
우선 200명의 병력을 동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1984.11월 차드 주둔 프랑스, 리비아 양국 군의 동시
철수 합의 이후 양국은 차드 사태에 다시 직접 개입(86.2.18.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3. 카메룬 언론 보도에 의하면 리비아 정부는 수일 전 Goukouni를 트리폴리 소재 주택에 연금하고 리비아군이
GUNT군을 공격하였으며 차드 북부 Tibesti 지역에 리비아군이 집결함(86.10.23. 주카메룬대사관 보고).
10.24. Habre-Goukouni 군대 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차드 공보상은 11.10. 성명에서 리비아
군의 차드 북부 공격 비난(86.11.12. 주카메룬대사관 보고)

4. 차드 정부의 요청으로 1986.11.18.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차드 사태를 논의했으며, 미국
및 프랑스는 리비아를 비난한 데 대해 리비아는 동 내용이 근거가 없고 미국의 그레나다 공격 및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비난함(86.11.18. 주유엔대표부 보고).
5. 카다피 지도자는 1986.12.8. 리비아를 방문 중인 차드 반군단체의 새 지도자 Ben Omar의 방문을 받고
제반 문제를 협의함(86.12.9. 주리비아대사관 보고).
6. 카메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차드 북부 지역에 대한 리비아군의 공격은 1986.12.20. 이후 세 차례 계속되고
있으며 동 전투는 주로 리비아군과 GUNT 소속 군대 간에 전개됨(86.12.27. 주카메룬대사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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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북부 차드의 GUNTA가 리비아의 지원하에 남침 공세를 전개, 차드 사태가 다시 긴장되고 있으며

캐나다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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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6.1.12.~15. 캐나다를 방문함(86.1.14. 주캐나다대사관 보고 내용).
1.12. 토론토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86.5월 동경 G7 정상회담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금번 나카소네 수상의 방문은 특히 미·일·캐나다 간 소위 Northern Pacific Triangle에 의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양국은 G7 정상회담 시 뉴라운드 개최, 국제통화 안정 문제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약속
나카소네 수상은 86.1.13. 캐나다 연방 상하원 특별합동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무역자유화 지지
1386

및 서방 민주주의 제국의 단합 등을 강조했으며, Mulroney 수상은 캐나다·미국 무역자유화 추진
협상에 대한 일본 측의 지지를 환영하고 일본이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면에서도 보다 강력한
외교역할 수행 촉구

2. Mulroney 캐나다 수상 집권 후 제2차 미국·캐나다 정상회담이 1986.3.18.~19. 미국에서 개최됨(86.3월
주캐나다대사관의 보고 요지).
제1차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에 따라 양국 special envoys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 미국이
향후 5년간 산성비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레이건 대통령이 동의

- Mulroney 수상은 동 감축을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5년간 25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것을 확신
미국은 의회의 캐나다와의 무역자유화 협상 추진 동의 즉시 곧 협상 추진 의향 표명

- O'Neil 미 하원의장은 의회 승인이 3개월 내 있을 것이라고 언급
동 수상은 NORAD 협정 유효 기간 5년 연장에 서명

- 양측은 동 협정 연장이 ABM 조약과 완전히 일관되는 것이라고 언급
북극해 주권 문제 관련, 캐나다 측은 Northwest Passage의 주권을 계속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동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견지

3. 1986년 캐나다 주 의회 선거 결과 및 개각(주캐나다대사관 보고 요지)
4.21. 실시된 Prince Edward Island 주의회 총선 결과

- 자유당이 총 의석 32석 중 21석을 획득, 집권당이 되었으며 PC당의 연방 집권 후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온타리오 주, 퀘벡 주에 이어 자유당의 세 번째 승리
5.8. 실시 Alberta 주 총선에서 PC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계속 집권
6.30. 신임 부수상 임명 등 개각 단행

- 퀘벡 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각료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따라 동주 출신 의원을 경제 각료 등에 많이
등용한 것이 개각의 특징
10.22. 실시된 British Columbia 주선거에서 주수상의 사회신용당(SORED)이 압승

코스타리카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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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코스타리카 정세에 대한 주코스타리카대사관 보고 내용임.
1. 1986.2.2. 실시된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 선거

- 여당인 국민해방당 아리아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53.3% 득표)
- 1986.5.8. 대통령 취임식 거행 예정
국회의원 선거(총 57석)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주재국 신정부가 전통적인 친미,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2. 코스타리카 정부는 1986.7.4. 남아공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공식 발표함.
3. 코스타리카 외상은 1986.9.9. 비동맹권 재참여 검토를 발표한 데 대해,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실제 비동맹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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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국민해방당이 29석 획득
- 제1야당인 기독사회통합당은 25석 획득

중공 정세, 1986

| 86-128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94 / 3 / 1~330(331p)

1986년 중국(구 중공) 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이선념 중국 주석은 1986.3.8.~27.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집트,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함.
동 방문은 비교적 소원했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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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가 1986.3.25.~4.12.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승인·결정 사항

- 제7차 5개년(1986~90) 계획 수정·비준, 민법 등 3개 법률안 승인
전망

- 중국은 반대파의 반발에도 불구, 현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시정해 가면서 경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 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가 1986.9.28. 개최되어‘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
를 채택함.
결의의 주요 내용

- 개혁과 개방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활력소로서 이를 위해 개인사상 및 정신상태 개혁 필요
- 21세기 중반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건설이 중국인의 공동 이상이며 공산당의 최고 목표
- 마르크스주의를 정신문명 건설의 주요 요소로 고수
평가

- 동 결의 채택은 개혁·보수 양파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개방정책의 기준 설정
- 동 결의는 중국식 이데올로기의 재천명으로 경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체제 개혁 본격 추진 기반 마련
- 현재의 경제개혁 정책 계속 추진 전망

4. 중국 대학생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1986.12.9. 성, 도를 시작으로 곤명, 심천, 북경, 상해 등 전국으로
확대됨.
상기 시위는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 시위로 전반적으로는 체제 내 개혁 요구의 양상임.

- 개혁정책이 학생 등 지식층의 조속한 민주개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이 큰 요인임.
금번 시위가 정치적 위기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중앙아프리카 정세, 1986

| 86-128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94 / 4 / 1~155(155p)

1. 중앙아프리카 국민투표 관리위원장은 1986.11.28. 국민투표(11.21. 실시) 결과에 따라 신헌법이
채택되었으며 Kolingba 대통령이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함.
헌법안은 91.7%의 찬성으로 채택됨.
국민투표 시 대통령 입후보와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헌법안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찬성을 Kolingba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인정하고
Kolingba 대통령의 당선을 선포함.

- 동 대통령은 1986.11.29. 취임 선서식 거행

Bokassa 전 황제는 1979.9월 실각 이후 계속 해외 망명 생활을 함.
방기 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1986.11.26. 방기 법원에서 제1차 Bokassa 공판을 실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중앙아프리카의 Bokassa 전 황제가 1986.10.23. 방기 공항 도착 직후 대통령 경호대에 의해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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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세, 1986

| 86-129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94 / 5 / 1~48(48p)

1. 1986년 EC 개혁안에 대한 덴마크 국민투표에 관한 1986.2.27. 외무부 서구2과 작성 보고 내용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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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2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C 외상회담에서 1957년 채택된 로마협정 개혁안을 채택, 각 회원국
의회에서의 동의를 거쳐 1986.2.17.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를 제외한 9개국이 이미 동의안에 서명
(이탈리아, 그리스도 곧 서명 예정)
- 1986.1.21. 덴마크 의회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당 등의 주도로 동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동 개혁안 수정을 위한 교섭을 행정부에 요구
- 주요 EC 국가들은 재교섭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함에 따라 중도우파 4개 당 연립정부는 2.27. 국민투표에
회부키로 결정
EC 개혁안 주요 내용

- 역내 국가 간 잔존 무역장벽 해소, 구주의회의 권한 강화, 외교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정치협력 강화
동 개혁안에 대한 덴마크 입장

- (반대 입장/의회) EC 회원국 간 정치협력 강화는 덴마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구주 정치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덴마크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EC 조치로 덴마크의 고도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 적용이 침해될 가능성 등
- (찬성 입장/행정부) 동 개혁안에 대한 반대는 덴마크의 EC 탈퇴를 의미, EC를 탈퇴하게 되면 덴마크 복지
정책의 경제적 기반 붕괴 및 실업률 증가 등
국민투표 결과 전망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5% 이상이 EC 개혁안을 찬성하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덴마크
국민은 EC 잔류를 선택할 것이 확실시

2. 본 문건에는 주재국 중장기 정세에 관한 보고서(86.6.30.), 정당별 의석 보고(86.9.10.), 사회민주당
1986년도 연차대회에서 채택된 당 정책 요지(86.9.18.), 주재국 수상의 소련 방문(86.10.22.), 국내 정치
정세(86.11.14.) 등 주재국 대내외 정세 동향에 관한 1986년 주덴마크대사관의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1986

| 86-129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94 / 6 / 1~83(83p)

1. 1986.5월 도미니카공화국 총선 결과에 관한 외무부의 분석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5.16. 총선 결과

- Balaguer 후보(야당인 기독사회당) 857,942표, Majluta 후보(여당인 도미니카 혁명당) 814,616표, 기타
군소정당 후보 20여 명 난립
- 개표 과정 중 5.18. 여당 후보 측 이의 제기로 개표 중단 및 선거 관리위원 사퇴 등 일시 소요가 있었으나
정부의 중립적 중개 및 각 정당 간의 정치적 합의(대통령은 Balaguer, 여야는 연립정부 수립)를 거쳐 선거
관리위원회가 5.26. Balaguer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 발표
- 보수 우익으로 친서방 정책 견지, 국내 경제난 타개에 최우선, 한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계속 유지
전망

2. 외무부는 1986.5.29. Balaguer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 명의 축전 전달을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 지시함.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5.30. 주재국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통해 동 축전 전달
동 대통령 당선자는 5.31. 전두환 대통령 앞 답신을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에게 전달

3. 동 대통령 당선자는 1986.8.16. 오전 국회에서 선서식을 갖고 대통령으로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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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성향

이집트 정세, 1986

| 86-129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94 / 7 / 1~70(70p)

1. 1986.2.25. 카이로 기자 지역에서 security 담당 징집 경찰(군 복무 대신 경찰에 복무하는 비직업 경찰)
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동 폭동은 동 경찰 복무 기간을 1년 연장(3년에서 4년)한 조치에 항의, 경찰 무기고에서 실탄을
탈취해 호텔 등에 방화하면서 시작
2.26. 이집트 정부는 동일 13:00부터 카이로 전 시가지에 대한 전면 통금 발표
무바라크 대통령은 2.26. 19:30 방송을 통해 2.25. 저녁 피라미 지역 경찰이 소요를 일으켰으며
1392

카이로 마디 감옥 죄수들을 무단 석방시켰으나 현재 공군이 제반 사태를 장악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이 조용하다고 언급
공보장관은 2.28. 09:00~15:00 통금이 해제되며 사태 안정에 따라 동 해제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
고 하고, 대통령 특보는 금번 사태로 사망 36명, 부상 325명이며 일차적 책임이 회교 과격분자에
게 있다고 언급

- 미 국무부는 무바르크 대통령의 영도력을 신임한다고 성명
- 리비아 가다피 지도자는 금번 폭동을 환영하고 이집트인들의 혁명 참여 호소
- 아싸드 시리아 대통령은 이집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
3.1. 이집트 정부는 금일부터 국가기관이 정상 근무하며 철도 운용도 정상화된다고 발표
3.8. 카이로 일원의 통금은 해제되고 무바라크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음 요지로 연설

- 17,000명의 징집경찰이 폭동에 가담했으며, 동 경찰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
- 이집트의 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로 금 회계연도 7억 달러, 86/87 회계연도 12억 달러의 외화수입 감소 예상
- 시리아는 레바논에서 조속 철군해야 하며 리비아의 금번 폭동에 대한 태도는 유치하여 논평의 가치가 없음.

2. 주카이로 총영사관은 1986.1.29. 무바라크 대통령이 1.28.~29. 프랑스를 방문하고 1.28. 구주의회에서
다음 요지로 연설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유럽은 중동 평화회의 개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동 역할은 동 평화회의의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동 회의 개최 준비 작업을 위해 유럽은 Contact Group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동 회의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권과 이스라엘 생존권의 균형이며, PLO는 여타 아랍국가, 특히 요르단
과의 협조하에 타 참여국과 동일한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여 필요
테러리즘과 민족해방운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유엔 주관하에 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
체결 제의

엘살바돌 정세, 1986

| 86-129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94 / 8 / 1~108(109p)

주과테말라대사관이 겸임국인 엘살바도르의 1986년도 정세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정치 정세
1984.6.1. 취임한 Duarte 대통령은 평화 정착,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좌익 게릴라와의
내전 계속 및 경제, 노조 단체들과의 대립,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1986.10.10. 산살바도르 시내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1,500여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의 이재민 및
2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는바, 동 지진 복구를 위한 각계의 노력 및 외국의 복구원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정세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1985년도 1.6%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6년간의 내전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부터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실업률이 50%에 이르고 있음.
1986년 들어 커피 가격 상승 및 미국의 경제원조, 해외로부터의 송금 등에 의한 투자와 공공사업
확대로 단기적인 경제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대지진으로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됨.

3. 대외 정세
대게릴라 내전을 위한 군사원조의 필요성과 경제회복 및 지진복구를 위하여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화될 것임.
온두라스와의 국경 문제는 양국이 1986년 5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함.
친서방 반공정책을 추진하는 엘살바도르는 1986년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을 지지함.
한국의 대에콰도르 원조 등 실질 관계 강화로 양국 간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1986.10월 대지진 시 한국 정부는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재해구호금 3만 달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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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등으로 단기적으로 국민적 단합이 유지되고 있으나 동 지진의 피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이디오피아 정세, 1986

| 86-129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94 / 9 / 1~98(98p)

1. 에티오피아 정부는 1986.6.7. 신헌법 초안을 공포함.
신헌법 기초위원회가 1986.2월 구성되어 소련 헌법을 모델로 한 헌법 초안을 마련함.
신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는바, 국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986.12.1.구성됨.

2. Goshu Wolde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이 1986.10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체재 중 자국의 권위주의
정책에 항의, 외무장관직에서 사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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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ye Telahun 주스웨덴 에티오피아대사가 자국 정부의 과도한 친소 경사정책 및 국민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에 항의, 현지에 사임을 발표했다고 1986.12월 외신이 보도함.

휘지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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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지대사관이 1986년도 피지 정세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리콴유 싱가포르 수상이 1986.4.8.~11. 피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현안 문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해 회담을
가짐.
2. 소련 여객선 Pushkin호가 1984년 피지 정부에 의해 소련 선박의 입항이 금지된 이래 처음으로

3.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 Lyons 제독이 1986.5.11.~13. 피지를 방문한바, 동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피지·소련 간 어업회담 문제는 피지의 국내 문제이나, 동 회담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제적으로 소련이 피지를 포함한 남태평양 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봄.
미국은 현재 미국·피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은 불행한 일임.

4. Hayden 호주 외상이 1986.5.11.~24. 피지를 포함한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한바, 금번 순방을 계기로
호주는 남태평양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임.
5. 피지는 1986.6.12.자로 네팔과 비상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6. Lugar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1986.8.30.~31. 피지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남태평양상 군사훈련 활동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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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5.9. 피지에 입항함.

7. Stanley 영국 육군장관은 1986.8.30.~9.2. 피지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최근 소련의 북태평양 및 캄란만 지역의 점증하는 군사 활동에 유의하여야 함.
뉴질랜드의 비핵정책에 따른 ANZUS(태평양안전보장조약) 탈퇴는 남태평양 지역의 안보 능력을
약화시킴.
영국의 태평양상 군사훈련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며, 영국의 주요 관심은 NATO에
집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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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남태평양 비핵지대 협정 가입은 가까운 장래에는 어려울 것임.

8. 주호주 소련대사관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소련 통상대표단이 1986.9.15.~26. 피지를 방문함.
동인들은 방문 중 피지 기초공업성 및 수산청 관계자 등 정부 관리와 실업인들과 면담한바, 동
방문의 주요 목적은 피지 내 공관 개설 문제인 것으로 알려짐.

9. Somoteikin 주호주 소련대사(피지 겸임)는 1986.12.14.~17. 피지를 방문하여 셰바르드나제 러시아
외상의 친서를 Mara 피지 수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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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프랑스 정세에 관해 주프랑스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6.3.16.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총 의석 577석의 과반수를 넘는 291석을
획득함.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나 30% 득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최대의 단일정당의 지위를 고수함으로써 1988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우파 경쟁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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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를 수상에 임명함으로써 좌파 대통령과 우파 행정부의 공존(Cohabitation) 체제가 출범함.
향후 정국은 좌우 공존체제 내에서 1988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치열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전망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정책: 자유주의 경제 원리 대폭 도입
- 사회 정책: 정부 통제 기능 감소를 통한 사회적 자유 확대
- 대외 정책: NATO와의 협력을 통한 대미 결속 강화, 대EC 협력 강화, 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권익
수호

3. 프랑스 하원은 1986.5.16. 사회당이 공산당 및 무소속 좌파의 지지를 얻어 5.14.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을
부결함으로써 향후 우파정부가 추진할 경제, 사회 개혁에 관한 수권 법안을 승인함.
동 수권 법안은 정부에 대해 가격통제 해제, 고용 증대를 위한 조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등을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할 것을 허용함.

4. 시라크 수상은 1986.7.23. 그동안 미테랑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던 국영기업 민영화 행정명령을
법안으로 하원에 상정, 헌법 49조 3항에 따른 신임투표로 할 것을 선포함.
7.29. 실시된 하원투표에서 사회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동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됨.
동 법안은 상원에 상정되어 7.31. 통과됨.

5. 1986.9.28. 실시된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에서 우파연합이 120석 중 89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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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선에서 패배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1986.3.20. 신드골파 공화연합 당수이며 파리 시장인

상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정국 향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시라크 수상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6. 시라크 수상은 1986.10.10. 미테랑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신 단순다수 대표제 하원의원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구획 법안을 헌법 49조 3항에 따른 정부 신임투표 방식에 회부함.
10.13. 하원투표에서 사회당의 정부 불신임 안이 부결됨으로써 동 선거구 구획 법안은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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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선포됨.
동 법안 통과로 시라크 수상의 정치적 위치도 한결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됨.

7. 대통령 및 수상 간 공존체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의견(1986.11월)은 다음과 같음.
미테랑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분야에서 정책에 개입하고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정국 운영은 시라크 수상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통령 및 수상 간 공존체제가 1988년 대통령 선거 시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약 78%에
달하고 있는바, 현 공존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독일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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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통령 특사가 리비아 제재 방안 협의를 위해 1986.1.20.~21. 독일을 방문, 외무장관, 내무장관,
경제장관, 수상 비서실장, 외무차관 등을 면담한바, 독일 측은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래의 제재 반대 입장을 견지함.
2. Perez 이스라엘 수상은 1986.1.26.~29. 독일을 방문, Kohl 수상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제 분야에서의 특별 관계 정립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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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상은 그간 독일과 미국 간에 논란이 되어 온 주요 문제점이 해결됨에 따라 다음 주에 경제장관이
방미, 구체적인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4. Kohl 독일 수상은 1986.4.27.~30. 인도를 공식 방문, 인도 대통령 및 수상을 면담함.
상기 면담 시 독·중국 간 관계 증진에 따른 인도 측의 불만 해소 방안과 독·인도 양국 간의 무역
역조 시정 및 경협 강화 방안을 중점 협의함.

5. Genscher 독일 외무장관은 1986.7.20.~22. 소련을 방문,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및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등과 회담함.
동 방문 기간 중 독일 외무장관은 소련 외무장관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보건 및 농업
연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 계획안 등에 서명함.

6. Kohl 독일 수상은 방미 기간 중 1986.10.21.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소 예비 정상
회담 결과를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 독일 내 반미주의 완화를 위한 양국 청소년 교류
강화 문제, 군축 문제 등을 협의함.
7.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86.10.27.~28. 프랑크푸르트에서 독·불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 증대 방안을 협의함.
8. 제48차 독·불 고위 정책협의회가 1986.10.27.~28. 프랑크푸르트에서 콜 독일 수상,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등 양국 고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유럽 안보 문제, 양국 문화협력 문제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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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hl 독일 수상은 1986.3.19. 독일이 SDI에 참여키로 미국과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밝힘.

과테말라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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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이 1986.1.14. 취임한바, 동 대통령 취임으로 30여 년간의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새로운 민선 정부가 출범함.
1986.1.9. 신정부의 각료 명단이 발표됨.

2. 과테말라 내 좌익 게릴라 활동은 1985년 이후 급격히 증가, 1986년 상반기에도 22개 주 중 8개 주에서
게릴라 활동이 계속됨.
1400

3. 과테말라 정부와 영국 정부는 1986.12.29. 공동성명에서 동일 자로 양국 간 외교관계를 재개한다고
발표함.
금번 국교 재개는 과테말라 정부가 1963년 벨리세 문제로 영국과 단교한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
진 것임.

- 양국 간에는 1986.1월 과테말라 민정 이양 이후 영사·통상 관계 재개(1986.8.19.) 등 관계 개선이 추진되어 옴.

아이티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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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티공화국의 뒤발리에 종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1986.2.7. 붕괴되고 Namphy 육군참모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군·민 국가평의회가 구성되어 과도 정부가 출범함.
경위

배경

- 1957년 이래 2대에 걸쳐 28년간 지속된 뒤발리에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빈부 격차 심화
- 특히, 외화 부족으로 인한 석유파동, 대중교통 수단 마비, 관광 수입 감소 등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국민의
반정부 감정 고조
- 미국 및 프랑스가 뒤발리에 대통령의 망명 주선 및 임시 정부 구성에 깊이 관여

2. 아이티 국가평의회는 1986.6.7. 과도 정부의 정치 일정을 발표함.
1986.10월 제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
1987.2월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1987.11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1988.2월 신임 대통령 선서

3. 제헌국회가 1986.11.24. 소집됨.
1986.10.19. 선거에서 선출된 41명의 지역구 의원과 각 사회단체에서 임명된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4. Namphy 국가평의회 의장은 1986.11.19.~22. 카리브해 지역 연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Reagan
대통령과 회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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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1월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1986.1월말 폭동으로 비화
- 1986.1.31.계엄령 선포에도 불구, 폭동 진압이 어려워지자 뒤발리에 대통령은 프랑스에 망명 요청
- 뒤발리에 대통령은 2.7.부인 등 일행 35명과 함께 미국에서 제공한 항공편으로 프랑스 향발
- 뒤발리에 대통령 망명 직후 군·민 국가평의회가 구성되어 과도 정부 출범
- 과도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준수 및 인권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화 발표

인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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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인도 정세에 관한 주인도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간디 수상은 1986.10.2. 간디 묘소에서 거행된 마하트마 간디 탄신 117주년 기념식 참석을 마치고
나오다가 총격을 받았으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경호원 1명만 가벼운 찰과상을 입음.
저격 현장에서 범인 1명이 체포됨.
1402

2. 간디 수상은 1986.10.13.~21.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함.
방문국 지도자들과 주로 무역 문제 및 비동맹 운동에 관해 협의함.

3. 간디 수상은 1986.10.22. 외상 등 5명의 각료를 퇴진시키고 7명의 각료를 신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함.
금번 개각은 집권 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당과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4. 1986.11.30. 펀잡 주에서 과격 시크교도들이 시외버스를 습격하여 힌두교도 승객 24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한 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간 충돌이 계속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12.5. 전군에 비상령을 발동함.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정국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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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Bill Hayden 호주 외상이 아시아 국가 방문길에 1986.2.28.~3.4.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문제, 동티모르의 남부 대륙붕 문제, 양국 간 광물자원 공동탐사 및 개발 등에 대해 협의함.
2. Bhagat 인도 외상이 1986.3.14.~16.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목타르 외상과 외상회담을 갖고 Suharto

3. Lange 뉴질랜드 수상이 1986.3.17.~21.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Suharto 대통령과 양국 관계, 지역안보
문제, 뉴질랜드의 비핵정책 등에 대해 협의함.
4. Hussein 요르단 국왕이 1986.4.1.~6.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PLO 문제, 이슬람 기구 및 비동맹회의
내에서의 협력 문제, 이란·이라크전 종식 문제, 양국 간 경제 현안 등을 협의함.
5. Reagan 미국 대통령이 1986.4.29.~5.2.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을 방문하여 Su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아세안 6개국 외상들과도 회담을 가짐.
6. 시아누크 캄보디아 연정 수반이 1986.8.19.~22.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Suharto 대통령을 예방하고
목탈 외상과 면담을 가짐.
시아누크 수반은 그간 인도네시아 정부의 캄보디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가 캄보디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Suharto 대통령은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3개 연정
세력 간의 단결을 독려함.

7. Aquino 필리핀 대통령이 1986.8.24.~26.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Suharto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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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기청장관, 교육문화성 장관 등을 예방함.

8. 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1986.9.16.~19.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캄보디아 문제 등 지역 문제, 세계 신경제질서 수립
문제 등을 협의함.

9. Gandi 인도 수상이 1986.10.13.~14.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 지역 문제, 국제 문제 등을 협의함.
방문 성과는 양국이 인도가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축적한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문제 등
1404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하고 기존 우호관계를 증진시킨 데에 있다 함.

10. Golkar(집권세력)가 1986.10.18.~20.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Suharto 대통령에 대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으로 발표함으로써 Suharto 대통령의 재추대가 공식화됨.
11. 제15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국경회담이 1986.11.27.~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말라카 해협의 불법이용, 밀수, 마약수송, 불순세력침투, 해양오염 등에 관하여 양국이 공동감시를
강화하는 데 합의함.
12. 몰타 대통령이 1986.11.11.~14.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을 가짐.
몰타 측은 인도네시아 상품의 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몰타를 중계항으로 이용할 것을
제의함.
인도네시아 측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차기 비동맹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13.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6.12.1. 팔레스타인 국제 유대의 날을 기해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의 실지 회복과 독립국가 창설을 촉구함.

·

이라크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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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이 보고한 86년 1/4분기 정세보고서(86.4.15.), 중장기 정세보고서
(86.6.30.), 86년 2/4분 기 정 세 보 고 서(86.7.8.) 및 86년 3/4분 기 정 세 보 고 서(86.10.15.)가 수 록 되 어
있음.
2. 상기 보고서 중 3/4분기 정세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정무 관계

경제 관계

- 저가 원유 추세의 장기화와 전비 지출의 증대로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개발계획 축소, 대외 지불 상환 연계 등 모색
- 3/4분기 중 신규 개발투자 사업의 발주는 거의 없는 실정
- 프로젝트 등 공사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이라크의 대외 외채 관련 프랑스는 400만 달러 규모 외채 2년
연장, 일본은 200~280백만 달러 규모 외채 2년 연장, 인도는 외채의 90%를 1989.6.30.부터 매 6월 분할
상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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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이란 전쟁) 1986.9.12. 이란의 바그다드 미사일 공격 후 Hussein 대통령은 9.15.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라크는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부터 약 2주간은 상호 주요 도시 공격이
중단되었으나 이라크의 대이란 산업시설 공격이 계속되자 이란의 대이라크 도시 및 산업시설 공격 재개
- (종전 노력 외교) 동 대통령은 1986.8.2. 대이란 메시지를 통해 양국 군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으로의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 포괄적 포로교환, 양국 간 평화 및 불가침조약 서명, 상호 내정 불간섭 등 5개
항의 평화조건 제시
  · 대부분의 아랍 국가는 물론 미국, 소련, 프랑스, 중국(구 중공) 등을 포함,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 (국내 정세) 주재국 바스당은 86.7.10.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 Hussein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당 중앙위 위원장에
위임하는 등 당 지도부 확대 개편

이란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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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란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Khamenei 이란 대통령은 1986.1.13.~15.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파키스탄 방문 후 남예멘,
탄자니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및 앙골라를 순방함.
1.13. Zia 파키스탄 대통령 주최 만찬 시 파키스탄 대통령은 이란 회교혁명의 성공을 바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란 대통령은 이란 혁명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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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교 국가 간의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란·
이라크전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침략자를 징벌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2. Musavi 이란 수상은 대이라크전 종전협상에 관한 외부압력이 있지만, 이란은 동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1986.7.14. 밝힘.
3. Khamenei 이란 대통령은 1986.7.19. 강대국들이 이란 회교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우호국(사우디 등 일부
GCC 국가를 암시)을 통하여 유가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함.
4. 이란 외무성은 1986.10.9. 유엔 안보리의 이란·이라크전 결의안에 침략자에 대한 규정과 응징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동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5. Musavi 이란 수상은 1986.10.13.~17. 동독과 헝가리를 방문함.
동 수상의 동구 방문은 혁명 후 고위층 인사로는 최초의 방문으로서 향후 이들 국가와의 관계 증대에는
물론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6. Musavi 이란 수상은 1986.11.12. EC의 대시리아 제재조치가 미국과 영국의 음모임을 비난하면서
시리아의 입장을 지지함.
7. Khamenei 이란 대통령은 1986.12.4. 최근 서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란 내 권력암투설은 서방의 취약점을
위장하는 한편, 이란 국민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이란 국민이 책임감과
종교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이상 이란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함.

8. 이란 내 대우건설(주) 아와즈 발전소 현장이 1986.12.6. 이라크 공군기의 폭격을 받아 동 건설현장의
숙소 및 건설장비 등이 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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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이탈리아 정세에 관하여 주이탈리아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6년 이탈리아는 5당 연립정부의 De Mita 기민당 서기장이 수상직 순환 원칙을 내세워 사민당의
Craxi 수상에게 수상직 양보를 요구하고 이에 사회당이 반발함에 따라 정국이 긴장됨.
3.27. 및 4.28. 양차에 걸친 연립 5당 대표들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1986년도 정부 정책 방향에
합의하고 Craxi 연립정부를 1986년도 말까지 지속키로 합의
1408

2. 정부가 제출한 지방 재정법안이 1986.6.26. 하원에서 부결된 것을 계기로 Craxi 수상이 6.27.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Craxi 내각이 붕괴됨.
Cossiga 대통령은 7.4. Fanfani 상원의장에게 정국조정 임무를 부여하는 등 기민·사회당 간의
대립 순화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7.10. Andreotti 외상(기민당)을 신임 수상으로 지명하였으나
사회당의 반발로 조각에 실패함.

3. Cossiga 대통령은 1986.7.21. Craxi 전 수상을 신임 수상으로 지명하였으며, 기민·사회당 간에 Craxi
수상이 1987.3월까지 재임하고 이후 1988년 총선까지는 기민당이 수상직을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
함으로써 8.6. 및 8.8. 상·하원에서 각각 신임을 획득하여 5당 연립정부가 재발족함.
4. Craxi 수상은 1986.12.23. 정례 연말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정치적 안정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므로 현재의 정치적 안정이 1988년 현 의회 임기 종료 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공약한 대로 1987.3월 수상직에서 물러나 당 문제에 전념할 것임.
내년 1~2월 연정 5당 간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이며, 조기 선거는 반대하며
피해야 하나, 정당 간 대립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코트디브와르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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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5.11.10. 총선에 의해 선출된 코트디브아르 제7대 국회의 첫 회의가 1986.1.3. 개최됨.
2. Shultz 미 국무장관이 1986.1.12.~14.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하여 우페부와니 대통령 예방, 아케 외상과의
회담,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면담 등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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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 등 7개 협정 당사국 국가원수와 옵서버 자격으로 베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디브아르의
정치 수도인 야무스크로에서 1986.1.17. 개최됨.
4. 코트디브아르 정부는 1986.2.11.자로 쿠바와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5. 코트디브아르 정부는 1986.2.12.자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6. 코트디브아르 정부는 1986.2.20.자로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양국 간 관계는 1969년 이래 동결 상태임.

7. 우페부와니 대통령은 1986.7.9.자로 개각을 단행함.
동 개각의 특징은 거의 모든 각료가 유임되고 각료 수를 대폭 증대(총 28명에서 40명)하였다는 점임.
Fologo 정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서는 안정과 지역 안배에 주안점이 주어졌다고 발표함.

8. Nguesso 콩고 대통령이 1986.9.25.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하여 우페부와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 전반에 대해 협의함.
9. Li Peng 중국(구 중공) 부수상이 1986.10.1.~ 3.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ANAD(불가침 및 방위원조협정) 특별정상회의가 코트디브아르, 세네갈, 토고,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10. 코트디브아르가 1986.2월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최근 상주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설치한 데
대해, 아랍연맹 각료이사회는 1986.10.19. 동 연맹 회원국들에게 코트디브아르와의 외교 및 경제관계
단절을 요청함.
코트디브아르 정부는 1986.10.26. 주이스라엘 코트디브아르대사관을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이전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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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페부와니 코트디브아르 대통령은 1986.11.13.~15.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함.
동 정상회의에는 39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19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참석함.
동 회의에서는 차드 사태, 남아프리카공화국 문제 등 아프리카 정세와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 문제
등이 논의됨.

13. 시라크 프랑스 수상이 1986.11.15.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하여 우페부와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짐.

일본 정세, 1986. 전2권, V.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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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27. 주일대사관은 동일 개최된 주재국 104차 통상 국회에서 나카소네 수상의 시정 방침 연설
및 아베 외상의 외교 연설에서 한반도 관계 언급 내용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수상 및 외상은 작년으로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이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일층 강화하였다고 하고 최근의 남북대화를 환영하면서 금후 이러한 대화가 더욱 촉진되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의지 표명
특히 나카소네 수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

2. 1986.6.2.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중원 해산 단행에 따라 7.6. 실시될 예정인 일본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
관한 86.6월 외무부 동북아1과 작성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경위

- 나카소네 수상은 83.11월 총선에서 패배(과반수 미달)한 이후 만회 기회를 모색
- 참의원 선거(정원의 1/2 개선)에 맞추어 자민당에 유리한 중·참의원 동시 선거 추구
- 동 수상의 86.10월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집권 말기의 지도력 약화 방지 및 총선 승리를 통한
집권기반 강화 모색
동시 선거의 의의

- 나카소네 수상 재임 기간 3년 반의 치적에 대한 일본 국민의 평가 기회
- 금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전초전적 성격
- 일본 정계의 세대 교체 가속화 계기 등
전망

- 동시 선거는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우세한 자민당에 유리하며 나카소네 수상에 대한 높은 여론 지지율에
비추어 자민당의 과반수 회복 가능성이 큼.
자민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 상정 가능한 상황

- 압도적 승리(280~300석) 시 나카소네 수상의 3선 또는 임기 연장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라도 퇴진 후 계속 일본 정계에 영향력 행사 가능
- 과반수(257석) 또는 이를 약간 상회 시 동 수상은 10월 말 퇴진하고 뉴리더 3명(아베 외상, 다케시다 대장상,
미야자와 총무회장)이 차기 수상직을 놓고 경쟁
-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시 동 수상의 선거 직후 퇴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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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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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7.6. 실시된 일본의 중·참원 동시 선거 결과와 금후의 일본 정국 전망(86.7월 외무부 작성 보고서 요지)
선거 결과

- 자민당은 중원에서 선거 전보다 50석 증가, 1955년 창당 이후 최대 의석인 300석 획득, 참원에서도 6석
증가로 안정 과반수 상회
선거 결과 분석

1412

- (자민당의 승인) 나카소네 수상 재임 3년 반의 치적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 평가, 차기 수상 후보인 뉴리더
(아베 외상, 다케시다 대장상, 미야자와 자민당 총무회장)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력 확장에 전력
- (야당의 패인) 비현실적 정책노선 등으로 수권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상실, 선거 이슈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정부 공격에 실패 등
자민당 파벌 간 선거 결과

- 나카소네 파의 의석 증가로 나카소네 수상의 지도력 강화, 차기 수상 후보인 다케시다 대장상(다나카 파),
아베 외상(후쿠다 파)에 유리한 여건 조성
대한국 관계

- 1983년 나카소네 수상 방한, 84년 전두환 대통령 방일로 돈독해진 한일 관계는 금후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더욱 긴밀해질 전망

2. 1986.7.22. 발족한 제3차 나카소네 내각과 금후 일본의 대내외 관계 전망(86.7월 외무부 작성 보고서 요지)
내각, 자민당 집행부 개편 현황 및 분석

- 가네마루당 간사장이 부총리, 외상에 쿠라나리 전 경제기획청장관, 대장상에 미야자와 당 총무회장 기용
등 전면 개각으로 주류인 다나카파 및 나카소네파 크게 부상
- 간사장에 다케시다 대장상, 총무회장에 아베 외상 기용으로 뉴리더 간 균형을 취해 수상의 당, 국정 지도력
강화 도모
대내 관계 전망

- 나카소네 수상의 임기 연장은 확실시되나 연장 기간은 유동적, 자민당 총재 3선을 위한 당헌 개정 가능성은
희박
대외 및 대한국 관계 전망

- 경제력에 상응한 일본의 발언권 강화 등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지위 향상 노력 계속
- 기본적으로 기 구축된 한·일 간의 우호 협력관계 유지, 발전에 노력

3. 외무부는 1986.7.23. 나카소네 수상의 재선 관련, 전두환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함.

자메이카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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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자메이카 정세에 관한 관련 재외공관 보고 내용임.
1. 자메이카 지방의회 선거가 1986.7.29. 실시되었는바, 제1야당인 인민국가당(PNP)이 여당인 자마이카
노동당(JLP)을 누르고 승리함.
13개 지방의회의 의원 187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제1야당인 PNP가 127석(57% 득표), 여당인 JLP가
59석(43% 득표)을 획득함.
동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요인으로는 현 정부가 그간 의욕적인 개혁정치를 시도하여 왔으나
PNP 측은 금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계기로 조기 총선 실시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2. 자메이카의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과 관련 미국 국무부의 평가(1986.10월)는 다음과 같음.
여당인 JLP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총선에서도 패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봄.
지금 당장 총선이 실시되는 경우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야당도 현재의 경제 난국
타개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고, 정권 인수 시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 모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총선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지 못할 것임.

3. Seaga 자메이카 수상은 1986.10.17. 개각을 단행함.
동 개각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과 앞으로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체제를 정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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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미진하고 다수의 서민이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지적됨.

레소토 정세, 1986

| 86-130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95 / 8 / 1~101(101p)

1. 1986.1.20. 레소토에서 Lekhanya 경찰군 사령관이 주도한 쿠데타가 성공하여 Jonathan 수상의 정부가
전복됨.
동 쿠데타로 군사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Jonathan 수상의 19년간 장기 집권이 종식됨.

- 국왕 Moshoeshoe 2세는 계속 국가원수로 추대
신정부는 전 정권의 좌경 노선으로부터 탈피, 친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는 금번 쿠데타에 영향력을 행사한 남아공과의 밀착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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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소토 신정부에 대한 미 국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Jonathan 정권에 비해 온건한 대외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남아공에 대해서도 보다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친남아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소련대사관이 축소될 것이며, 북한 고문단도 추방될 것으로 예상됨.

라이베리아 정세, 1986

| 86-1310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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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95 / 9 / 1~108(108p)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3권 분립과 복수정당 제도를 기초로 한 미국식 신헌법에 따라 1986.1월 도우 대통령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5년 넘은 군정이 종식됨.
제2공화국에는 여당인 NDPL과 3개 야당(LAP, UP, LUP)이 공당으로 존재함.
민정 이양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3개 야당이 계속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음.
파업도 상당히 누그러짐.

2. 도우 대통령은 1986.5월 정부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한 단기 경제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세수 강화,
세출 억제,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채상환 우선순위 책정, 화폐제도 종합 검토 등의 정책을 시행함.
도우 대통령의 국정개혁 노력과 합리적 경제개혁 수립으로 인하여 미국의 원조가 재개될 경우
라이베리아의 경기회복 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3. 라이베리아 정부는 1986.7.21. 소련과의 국교를 재개하였으며, 8.10.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구 중공)과 수교함.
4. 라이베리아 상·하의원 보궐선거 및 시장 선거가 1986.12.20. 실시됨.
동 선거에는 야당이 불참하고 여당과 무소속만 참여함.
금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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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도우 정권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이며 3~5월 중에 있었던 각종 데모와

미국·리비아 사태 관련 동향 및 조치, 1986. 전5권,
V.1 관련 동향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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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 / 10 / 1~193(193p)

1. 1986.3.24. 리비아 근해 시드라 만에서 미국과 리비아 간 무력출동이 발생함.
경위

- 시드라 만 연안 공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함정 및 전투기들이 1986.3.24. 리비아로부터 3차례의 SA-5
및 SA-2 미사일 공격을 받음.
- 미 전투기는 1986.3.24.~25. 양일간 리비아 고속 초계정 4~5척을 격침·파손시킴.
미국 및 리비아 입장
1416

- 미국은 금번 사건이 리비아 측의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
- 리비아 측은 시드라 만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시드라 만 양쪽 입구를 연결하는‘죽음의 선’
을 침범하는
여하한 국가와도 투쟁 선언

2. 미 공군기는1986.4.15.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벵가지 군사시설 및 테러 훈련기지를 약 15분간 폭격함.
미국은 1986.4.5. 발생한 서베를린 디스코 클럽 폭탄테러 사건에 리비아가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전제하고 금번 공격은 테러에 대한 응징이며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함.
리비아 외무부는 1985.4.15. 트리폴리 주재 외교단을 초치, 다음 요지의 규탄 성명을 발표함.

- 미국은 소국 리비아에 대한 야만적 공격 감행으로 무고한 생명을 유린하고 전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함.
- 리비아는 미제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6.4.16. 외무부를 방문, 미국 측 입장 설명자료를 수교하고 다음
사항을 문의함.

- 한국 정부의 성명 발표 여부, 한국 측 피해 상황, 체한 리비아인 감시 강화

3. 외무부는 1986.4.15.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제1차관보)을 설치, 24시간 비상근무함.
4. 주리비아대사는 1986.4.14. 진출업체 대표회의를 소집,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야간작업 금지, 군 시설공사 기피, 근로자 동요 방지, 현장별 비상조치
계획 실천

미국·리비아 사태 관련 동향 및 조치, 1986. 전5권,
V.2 관련 동향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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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 / 11 / 1~228(228p)

리비아의 테러 행위 배후 지원과 관련, 미국은 1986.4.15. 리비아 내 일부 군사목표를 폭격한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상황
미 공군기는 1986.4.15.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벵가지 군사시설 및 테러 훈련기지를 약 15분간
폭격함.

폭격 피해

- 리비아인 38명 사망, 93명 부상
- 미군은 전폭기 1대 피격, 조종사 2명 사망

2. 당사국 입장
미국은 리비아를 불신, 리비아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회의적
리비아는 국제테러 개입을 부인하고 미국의 무력 사용에 굴복치 않을 것임을 천명

3. 한국 측 입장
정부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고, 국제테러 행위 반대와 리비아 측 희생에 대한 유감 표명

4. 한국의 조치사항
외무부에 리비아 비상 대책반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 운영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대책 협의회(4.18.) 개최
- 국회 외무위원회 간담회 및 민정당 건설위원회 간담회 참석(4.17.)
한국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현지 실정에 맞게 시행토록 공관에 지시
주한 미국기관 및 미국인에 대한 특별경비 및 보호 강화
리비아 측 반한 감정 해소 노력

- 주리비아대사를 통해 카다피 양녀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 및 부상 당한 카다피 아들의 조속 회복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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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86.4.5. 발생한 서베를린 디스코 클럽 폭탄 테러 사건에 리비아가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전제하고 금번 공격은 테러에 대한 응징이며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함.

미국·리비아 사태 관련 동향 및 조치, 1986. 전5권,
V.3 관계부처 회의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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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리비아 사태 관련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1986.4.18.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참석 부처
청와대, 총리실, 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문공부 등 12개 부처
1418

2. 주요 토의 내용
리비아 사태 관련 현황 설명
언론 대책

- 국내 언론기관의 중립 입장 고수
- 특히 리비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국내 테러 방지 대책

- 체한 리비아인(56명)에 대한 특별감시 조치
- 방한 목적이 불확실한 아랍인 감시 철저
- 주한 리비아, 미국, 영국 공관 및 공관원 보호 철저
- 무기·폭발류 국내 반입에 대비 철저 검열
근로자 안전 대책

- 현지에서는 공관 지도하에 비상사태에 대비, 안전대피 대책 중점 강구
- 비상사태별로 항공기·선박·육로 수송 등 구체적 대피 계획 강구
경제 분야 대책

- 신규 수주 억제, 미착공 공사 착공 금지, 근로자 송출 중지
- 리비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공사 중단 등 대책 수립

3.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상기 외무부 주관 회의 이전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4.14) 및 민정당 건설분과 위원회 간담회(4.17.)도 개최됨.

미국·리비아 사태 관련 동향 및 조치, 1986. 전5권,
V.4 각국동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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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 / 13 / 1~164(164p)

1986.4.15. 미국의 대리비아 공습 관련 주요국 반응은 다음과 같음.
중국

- 금번 공격은 국제법상 주권 침해 행위이며 지중해 및 중동 지역의 안전을 크게 위협
일본

- 미국의 대테러 정책 지지하나 역효과 우려
태국
북한

- 정부 성명을 발표, 미국 규탄 및 리비아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 공언
인도

- 미국의 폭격 규탄
주요 서방국가

- 영국, 캐나다는 미국의 조치 지지
중남미 국가

- 미국 공격에 대한 우려 표시, 자제 촉구
EC

- 4.14. EC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리비아 제재 조치 결정(외교관 이주 제한, 외교공관 인원 감축, 사증 발급
엄격화)
아랍연맹

- 미국 폭격 규탄, 리비아 전폭 지지 성명 발표
OAU

- 미국의 폭격은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난하고 대리비아 유대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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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당성을 인정하나 더 이상의 군사행동 중지 촉구

미국·리비아 사태 관련 동향 및 조치, 1986. 전5권,
V.5 각국동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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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15. 미국의 대리비아 공습 관련 주요국 반응은 다음과 같음.
소련

- 미국의 공격을 국제관계 특히 미·소 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만적 국가테러리즘으로 규탄, 5월 예정인
미·소 외무장관 회담 취소
주요 서방국가
1420

- 프랑스는 F-111기의 영공 통과 거부
유엔 안보리

- 대미 규탄 결의안 채택 부결
EC

- 4.15. 네덜란드(EC 의장국) 외무장관은 EC 외무장관회의(4.14.)에서 외교적 해결 촉구 직후 미국이 군사
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 표시
- 4.17. 파리에서 긴급 EC 외무장관회의를 개최, 관계 당사국의 자제 호소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에 합의
- 4.21.룩셈부르크 개최 EC 외무장관회의는 대리비아 외교적 제재조치에 관한 선언문 채택
독일(서독)

- 서독 주재 리비아 외교관 41명 중 22명 추방 결정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 베네룩스 3국 주재 리비아 외교관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키로 결정
아랍연맹

- 미국 폭격 규탄, 리비아 전폭 지지 성명 발표
비동맹회의

- 외무장관회의(뉴델리)에서 무자비한 침략행위라고 대미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V.1 198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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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7.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이후 1.15.까지의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요청사항,
한국 측이 취한 조치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5.12.27. 발생한 로마 및 비엔나 공항 테러 사태 발생과 관련 1986.1.7. 다음
요지의 대리비아 경제제재를 발표함.
대리비아 차관 공여 금지
1986.2.1.부터 하기 4개 조치 실시

리비아 내 거주 미국인 1,500명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출국할 것을 요청

2. 주한 미국대사관 Miller 2등서기관은 1986.1.10. 외무부 마그레브과장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 문서(Talking Paper)를 수교하고 다음 내용의 협조를 요청함.
구두 요청 사항(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폐쇄
-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규모 축소
- 주한 리비아 외교관의 여행 제한
- 비 외교관 신분의 리비아인(교수, 사업가 등)에 대한 제한 조치
- 테러 행위 관련 혐의가 있는 리비아 외교관의 추방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요청 사항

- 대리비아 수출입 규제
- 무기, 민·군수 양용 장비, 특히 서방 기술이 포함된 석유시추 장비 수출 금지
- 석유 산업 기술자의 리비아 여행 제한
- 리비아 철수 미국인의 직책 인수 자제
- 한국민의 리비아 여행 제한
- 대리비아 화물 운송 중단
- 리비아 항공기 및 국민에 대한 엄격한 보안 통제 등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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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비아 수출과 리비아의 대미 수출 금지
- 미국과 리비아 간의 모든 수송 행위 금지
- 제3국에 수출된 리비아산 물품 구매 금지
- 리비아 내에서의 모든 매매 행위와 계약 행위 금지

3. 외무부는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1986.1.8.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 주재 대사와 주카이로 총영사 등에 미국의 조치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
1986.1.9. 미측 조치로 현지 한국 근로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주리비아대사에게 계도 지시
1986.1.13. 미측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책 수립을 위한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1422

1986.1.15. 한국의 대미, 대리비아 관계를 공히 자극치 않기 위해 예정된 리비아 고위 인사의
방한을 당분간 연기 교섭토록 주리비아대사에게 지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V.2 1986.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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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7.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관련,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및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청 사항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전달한 입장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협조 요청(재외공관 보고 등 종합)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서방 동맹국 및 일본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발송, 협조를 요청함.
미국 정부는 대부분 동맹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비동조 입장을 감안, 당초의 적극적인 대리비아
경제제재 동참 요청 계획에서 후퇴, 미국이 취한 대리비아 제재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
Whitehead 미 국무부 부장관이 1986.1.15.~24. 서구 제국(9개국)을 순방,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우방국들은 국제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및 리비아의 테러리즘 지원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미측의 제재 조치 동참 요청에 대해서는 언질을 기피하여 방문 성과는 작음.
1986.1.27. 개최된 EC 12개국 외상회의는 EC에 대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반테러 활동의 강화 및 테러 관련국에 대한 무기판매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함.

- 아울러,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 조치에 따른 공백을 이용하여 EC 회원국이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2. 미국의 협조 요청(1986.1.10.)에 대한 한국 입장 회신
1986.1.17. 외무부 마그레브과장이 주한미대사관 Miller 1등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 입장을
1차 전달함.

- 한국도 국제 테러행위의 희생국인바, 국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반대하며, 테러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
- 현재 한국 정부는 한·리비아 관계를 감안하면서 미측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그동안 한국은 금번 사태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국내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바, 미국도 대리비아
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측의 대한국 협조 요청 사실 및 한국의 회신 전달 사실도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람.
1986.3.7. 외무부 중동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Dunlop 참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 입장을
전달함.

- 국제 테러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 재천명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강조
- 미국인의 리비아 철수 부문에 대한 한국의 대체 진출 자제

14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협조 요청에 중점을 둠.

- 무기 수출 계속 금지
- 리비아 내 대수로 공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구입 억제
- 한국 내 리비아인에 대한 보안 점검 강화
- 리비아와의 인사 교류 가급적 억제
1986.5.7.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상회담에서 외무부장관은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이
국제 테러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에는 변함이 없지만 22,000여 명의 한국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 고려 시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1424

특수한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관련 동향, 1986. 전3권,
V.3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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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7.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발표 관련, 미국의 대한국 요청 사항에 대한 국내 관계
부처 대책회의 자료, 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1986.1.13.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외무부, 안전기획부, 문공부, 청와대, 해외협력위원회, 치안본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참석
1425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중간보고’제하의 해외협력
위원회 보고서

3. 1986.1.13.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주재로 외무부, 재무부, 건설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교통부, 문화공보부,
노동부, 안전기획부, 해외협력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국장 참석

4. 1986.1.18. 해외협력위원회 보고서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 조치 및 아국의 대응 방안’제하의 해외협력위원회 보고서

5. 1986.2.3. 관계부처 장관회의 자료
부총리 주재로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노동부장관,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경제수석비서관,
정무1수석비서관, 행정조정실장, 안전기획부 2차장 등 참석

6. 1986.3.31. 리비아 대책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서 작성

7. 1986.4.14.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건설부, 노동부, 안전기획부 등
관계 부처 국장 참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6.1.10. 해외협력위원회 보고서

말레이시아 정세,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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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6년 말레이시아의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보고 내용임.
1. 1985년 정세
정치 정세

1426

- 마하티르 수상의 연립정부(National Front)가 연정 내 제2정당인 MCA(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내분 등 불안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 기반을 재구축함.
- 1986년 실시 예정인 차기 선거에서 마하티르 수상의 재집권이 확실시됨.
경제 정세

- 1차 산품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 1984년 GDP 성장률 7.6%에 비해 1985년 5.2% 성장이 예상됨.
대외정책 동향

- Ryabov 소련 부수상의 말레이시아 방문 및 마하티르 수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 등을 통해 중·소와의 실질
경제협력 심화를 모색함.
- 대공산권 정경분리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함.
한국과의 관계

- 1985.4월 한·말 해운협정 가서명 및 7월 한·말 과학기술협정 서명이 이루어짐.
- 1985.9월 르완다 비동맹 외상회의 시 한국 입장을 지지함.

2. 1986년 정세
정치 정세

- 1986.8월 실시된 총선에서 마하티르 수상의 National Front가 총 177석의 하원의석 중 2/3가 넘는 148석을
확보함으로써 압승을 거둠.
경제 정세

- 국제적인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대처, 불경기 대책위를 설치하여 고용 증대, 경기 진작 등을
위해 노력함.
- 1차 산품의 국제 시장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대외정책 동향

- 아세안 역내 협력 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보조를 위해 노력함.
- 동남아 제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특히 경제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역내 경제정상회담 개최
(1987.12월 중)를 적극 지지함.
한국과의 관계

- 1986.11월 양국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말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함.
- 1986.9월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시 한국 입장을 지지함.

모로코 정세,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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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로코대사관이 1984~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4.9.14.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67%로 과거 선거 투표율에 비해 저조함.
주모로코대사가 1981년 특사 또는 의원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하였거나 1983.10월 IPU 총회
참석차 방한한 의원 중 금번 선거에서 재선된 의원들(7명)에 대한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장
명의 축전을 건의함에 따라 동 축전들이 1984.9월 주모로코대사관을 통해 동 의원들에게 전달됨.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Hassan 왕의 프랑스 방문은 그가 아프리카 온건세력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아랍정상회의, 이슬람정상회의 및 예루살렘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됨.

3. 모로코는 1986.1.6.~10. Fes에서 제16차 이슬람 외상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모로코는 전통 회교국으로서 동 기구를 통한 이슬람 제국의 단결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이슬람 제국의 지도국으로 크게 부상함.

4. 모로코는 1986.1.28. 리비아와 알제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급속히 접근하면서 모로코를
제외한 마그레브 4국 정상회담설이 대두되자 보다 적극적인 대알제리 화해 노력을 기울여 옴.
1986.6.27. Hassan 왕은 국회에서 행한 국정 담화문을 통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간‘마그레브
지역협의 의회’창설을 제의하고 알제리의 반응을 탐색함.

5.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이 1986.7.15.~16. 모로코를 방문하여 Hassan 왕과 면담하고 Filali 외상 및
각 정당 대표들과 차례로 만나 서부 사하라 문제를 비롯한 중동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6. Hassan 국왕은 1986.8.29. TV 연설을 통해 모로코·리비아 연합조약의 폐기를 선언함.
동 국왕은 최근 시리아 대통령의 리비아 방문 후 발표된 양국 간 공동성명서 내용이 모로코·
리비아 간 국가연합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요지의 서한을 Kadhafi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이미 보냈다고 8.28. 밝힘.
이에 대해 Kadhafi 국가원수는 9.1. 리비아 혁명 기념일 연설에서 모로코의 일방적인 협정 폐기는
불법적, 비우호적이며, 모든 리비아 및 모로코 인민의 기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고 리비아는
동 협정의 효력을 계속 인정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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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로코 Hassan 왕은 1985.11.27.~29.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Mitterrand 대통령과 2차에 걸친 정상

모리셔스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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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리셔스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모리셔스 신임 총독으로 Ringadoo 국가상업은행 총재가 1986.1.6. 영국 여왕의 최종 재가를 받아
임명되고 1.17.자로 정식 취임 예정임.
동인은 1974.10.25.~30. 재무장관 자격으로 공식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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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yan 외상 사직 등 주재국 국내 정세 변동으로 1986.1.13. 개각이 이루어짐.
Dulloo 외상 등 4명의 신임 장관이 입각하고, 외무성 소관이던 관광 업무가 부수상실로, 수상이
맡았던 법무 관계는 수상실로 이관되었으며, 여성 장관이 노동 및 산업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 조정이 있었음.

3. 주모리셔스대사대리는 1986.5.6. AIR MAURITIUS 사장 및 모리셔스 외무성 아주국장과 한국·모리셔스
항공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짐.
4. Rajiv Gandhi 인도 수상이 1986.7.4.~5. 모리셔스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관계 및 대남아공 경제제재
조치 문제, 인도양 안보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함.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 모리셔스에 대한 경제차관 공여협정 서명
- 1986.9월 모리셔스 경제통상 사절단 인도 방문
- 인도양 해양자원 개발 및 밀수 방지를 위한 전문가 및 훈련시설 지원
- 모리셔스 내 인디라 간디 문화센터 터널 건립 지원
대남아공 제재 조치

- 모리셔스는 인도 측이 요청한 대남아공 경제제재 조치 참여에 원칙 합의하였으나, 동 조치로 경제 손실을
입게 될 영연방 국가들에 대한 보상책은 1986.8월 런던에서 개최 예정인 영연방 미니정상회의에서
토의키로 함.
인도양 지역 안보

- Gandhi 수상은 디에고가르시아 도서의 비군사화를 위해 동 도서상의 외국 해군기지의 철수를 촉구함.

5. Jaugnauth 모리셔스 수상의 연립 정부는 1986.8월 Boolell 노동당수를 외상으로 영입하는 등 개각을 통해
1987년 중 예상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인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 정치세력의
부정부패, 마약 관련설 등으로 현 연립내각의 불안정성을 불식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말라위 정세,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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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5년 말라위 정세에 관해 관련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2년 정세
1982.1.6.자로 개각이 단행되어 무임소 장관 겸 여당 사무총장, 교통·체신장관, 재무장관,
교육·문화장관, 산림·자원장관 및 통상교섭장관이 경질됨.
Banda 말라위 대통령은 9월 말 연례 휴가차 영국으로 향발하였으며, 10.15. 귀국 예정임.

Banda 말라위 대통령은 5.18.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6.29.~30. 실시한다고 발표함.
Banda 대통령은 7.4. 새로운 각료 명단을 발표하였는바, 대통령 자신이 외무, 법무, 농업 및
공공사업 장관을 겸직하고, 전 북부지역 장관 Chirwa가 무임소장관 겸 여당 사무총장에 임명됨.
말라위는 국내 정치 안정과 인접국과의 우호선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나, Banda 대통령의
노쇠로 인한 사후 문제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Banda 대통령의 건강은 아직 좋은 편이나, 노쇠 현상이 뚜렷하므로 예측 불허임.
- 실질적인 제2인자로는 현 중앙은행 총재 Tempo가 부상되고 있음.

3. 1984년 정세
Banda 말라위 대통령은 4.1. Chaziya 재무장관을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하였으며, Tempo 현
중앙은행 총재를 헌법상 2인자인 여당 사무총장에 내정함.
Banda 대통령은 4.4.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였는바, 대부분 각료들이 유임되고 재무, 교통, 청년,
산림, 보건장관이 경질됨.

4. 1985년 정세
Banda 말라위 대통령은 1.3. 내각을 해산하고 1.11. 개각을 단행하였는바, 대부분 각료들이 유임되고
3개 부처 장관들만 교체됨.

- 교체된 장관은 교통장관, 통상장관 및 노동장관임.

142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3년 정세

말라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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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라위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말라위 정부는 1986.1.16.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동 개각에서 신규 임명된 인사는 없으며 기존 각료들
간의 자리 이동에 그침.
2. Mugabe 짐바브웨 수상이 1986.5.6.~9. 말라위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다음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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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력 및 우호협정에 따라 양국 간 우호협력 합동위원회 설치
남부 아프리카 사태와 관련 나미비아의 자결, 독립 성취를 목적으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시
시행 및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를 요청하고, 나미비아 인민의 식민지주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정책으로부터의 해방투쟁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외교적 지지 재확인
모잠비크 반정부 무장 반도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결과에 대한 관심 표명

3. 모잠비크 정부는 남아공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게릴라 단체가 자국 내 목표를 공격 시 말라위가 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비난하였다고 The Guardian지가 1986.7.13. 보도함.
또한 동 신문은 모잠비크를 비롯한 전선국가들이 말라위 정부가 말라위 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남아공 군사, 선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도록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함.

4. 말라위 Congress 당 국가집행위원회 Tempo 위원을 단장으로 상공상, 보건상, 외무차관 등으로 구성된
고위사절단이 1986.9.26. Banda 말라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양국 간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회담을 가짐.
동 방문시 양국은 공동 고위안보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정치인, 고위관리,
국방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수송 및 경제 분야 등 양국 간 문제점을 토의할 것이라고 함.

5. 최근 말라위 경제는 정부의 긴축정책, 외자도입 등에 힘입어 수년간 3% 내외의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1986년도에는 4.2.% GDP 실질 성장, 국제수지 흑자 등 회복세가 예상됨.
6. 1986.9월 설치키로 합의된 말라위·모잠비크 고위안보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6.12.4. 모잠비크 제3의
도시 Nampula에서 개최됨.
동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종결된
것으로 알려짐.

멕시코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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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멕시코대사관이 주재국 정세에 대해 1986년에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국내 정세

- 주멕시코대사관은 4.4. 대통령 명의 조전을 멕시코 정부에 전달함.

2. 대외 정세

Sepulveda
멕시코 외무장관이 1986.1.19.~25.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과학·
기술협력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제3회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세미나를 개최함.
de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86.1.30.~31. 멕시코 칸쿤에서 석유 위기와
관련한 긴급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멕시코 및 캐나다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멕·캐 각료회담이 1986.3.4. 개최됨.
Sanguinetti 우루과이 대통령이 1986.5.5.~7. 멕시코를 공식 방문함.
Cerzo 과테말라 대통령이 1986.7.2.~4.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측과 과테말라 피난민 문제,
교역 증대 및 중미평화의정서 추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Sepulveda 멕시코 외무장관이 1986.7.7.~18.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4개국을 순방하여
이들 국가들과 멕시코 외채 문제, 멕시코의 GATT 가입 문제, 중미 사태 등에 대해 협의함.
비핵 6개국(Group of Six) 정상들이 1986.8.6.~7. 멕시코 Ixtapa 시에서 회의를 갖고 미·소 양국 간
핵실험 금지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핵실험 금지 검증 계획을 발표함.

- 동 회의에는 de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 Alfonsin 아르헨티나 대통령, Gandhi 인도 수상, Papandreou
그리스 수상, Carlsson 스웨덴 수상, Nyerere 탄자니아 전 대통령이 참석함.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은 1986.8.12.~13.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Reaga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de
갖고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함.
de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은 1986.11.30.~12.4. 일본과 중국(구 중공)을 공식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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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월
발생한 멕시코 대지진이 약 1만여 명의 사망자, 4만여 명의 무주택자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으나,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파괴된 가옥의 잔해가 거의 철거되고 전기, 수도, 통신
등도 거의 복구되어 정상을 되찾음.
멕시코 정부는 1985년 재정 지출 감소와 정부 기구 및 공무원의 축소를 발표, 단행함으로써 최대
현안인 960억 달러 외채 문제, 인플레 방지 등에 대처코자 하였으나,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자금 방출로 인하여 물가 상승과 인플레 현상 재발생, 멕시코 페소의 환율 하락, 특히
관광객의 대폭 축소에 의한 실업자 증대 등으로 1986년 경제 전망이 어두움.
이러한 경제 난국으로 인한 국민의 대정부 불만이 있으나 정부·여당은 민심 수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1987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지난 58년간 집권해 온 현 여당(PRI 당)의 승리가 예상됨.
1986.4.1. 멕시코 민항기가 멕시코 시 인근에서 추락하여 탑승객 158명과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하는 멕시코 민항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함.

모잠비크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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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모잠비크 정세에 관해 관련 재외공관들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Machel 모잠비크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1986.5.26.~30. 일본을 방문함.
2. Machel 모잠비크 대통령은 1986.10.20. 잠비아의 Kasaba에서 자이르, 잠비아, 앙골라 대통령과 북부
앙골라 반군 지원세력에 대한 대책 협의 후 귀로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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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el 대통령 및 국방상, 운수상 등 정부 인사 2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음.

3. 모잠비크의 유일 정당인 Frelimo 당 중앙위원회 특별위원회가 1986.11.3. Chissano 현 외상을 모잠비크의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함.
동인은 13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신임 대통령은
Machel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여 우익 반란군(MNR)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대서방
접근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11.4. BBC 방송은 동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로서 온건한 인물이며, 모잠비크와 IMF
및 IBRD와의 관계를 수립한 장본인으로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모잠비크의 현 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남아공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할 것으로
분석함.

4. Chissano 신임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한 모잠비크의 대한국 관계 전망은 다음과 같음(주케냐대사 보고).
모잠비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위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는 Machel 전 대통령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동국의 대내외 기본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

- 더구나 북한 노동당과 Frelimo 당 간의 유대는 상당 기간 축적된 것으로서 동국의 북한 편향 태도를 불식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향후 동국이 다소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집권 초기에 Chissano가 Frelimo 당의
좌익 성향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내전으로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외정책의 유연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신정권의 등장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5. Chissano 대통령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짐바브웨와의 긴밀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유대관계가
향후 양국의 국가연합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익 반군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피폐된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함.

프랑스령 뉴켈레도니아 독립 추진,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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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6년 기간 중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독립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1979년 선거 이후 집권해 왔던 독립 반대 세력인 뉴칼레도니아의 중도우파 연합정부가 1982.6.25.
불신임 퇴진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독립주의 정부가 구성됨.
2. 1984.11.18. 실시된 뉴칼레도니아 지역의회 선거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R.P.C.R. 당이 총 의석 42석
프랑스 정부는 1983.7월 뉴칼레도니아의 장래 문제와 관련, 5년간 뉴칼레도니아에 자치를 부여하고
1989년에는 독립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바 있음.

3. 독립을 주장하는 NOVELLE-CALEDONIE FLNKS 당은 1984.11.25. 독립 쟁취를 위한 임시정부를
선포하는 한편, 도로 차단, 주요 건물 점거, 요인 억류 등 폭력행사를 계속함.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뉴칼레도니아의 자결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를 1986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정치단체와 접촉하여 타협안을 모색함.

4. 프랑스 정부는 1984.11월 선거 이후 정치적, 인종적 분규를 거듭하고 있는 뉴칼레도니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Pisani 대통령 특사로 하여금 1985.1.5. 다음 요지의 제안을 발표하도록 함.
1986.1월을 기하여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되 프랑스 헌법 제88조에 의한 프랑스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부 독립 방안 또는 프랑스 해외영토로서의 현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결정을 위하여 1985.7월 주민투표를 실시함.
주민투표에서 독립안이 가결되면 1985.10월 선거에 의하여 뉴칼레도니아 의회를 구성하고 프랑스와의
유대관계 조약을 심의, 확정함.

5.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뉴칼레도니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Pisani 안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1985.1.19. 뉴칼레도니아를 방문함.
6. 프랑스 정부는 1985.4.25. 개최된 특별각의에서 뉴칼레도니아의 주민투표 실시 시기를 1986년 프랑스
하원 총선 이후로 연기하되 1987.12.31. 이전에는 실시한다는 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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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4석을 확보하여 압승을 거둠.

7. 뉴칼레도니아의 지방의회 의원(46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1985.9.29. 실시되었는바, 독립을 원하는
원주민계가 29석을 획득한 데 반해 독립을 반대하는 반독립파는 17석을 차지함.
8. 시라크 프랑스 수상은 1986.8.29.~31. 뉴칼레도니아를 방문하여 Tjibaou 독립주의 정당(FLNKS) 당수와
면담을 갖고 대화 계속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뉴칼레도니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함.
1434

9. 남태평양 협의회(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를 주축으로 한 유엔 28개 회원국이 1986.11.11.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자결권 부여 및 동 이행을 위한 프랑스의 협력을 촉구하는 뉴칼레도니아 독립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함.

나이지리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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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국내 정세
1986.5.23. 대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동맹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감옥 습격, 차량 전복 등 소요사태가 발생함.
Babangida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1986.6.27. 특별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발표함.

나이지리아 정부는 1986.7.4. 그간 구금 상태에 있던 Shagari 전 대통령 및 Ekwuem 전 부통령에
대한 구금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이들의 주거는 출신 지역에 제한하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게 함.
Babangida 대통령은 1986.8.26. 주지사 개편에 이어 9.18. 내각 개편을 단행함.

2. 대외 정세
Akinyemi 나이지리아 외상은 1986.1.6.~16. 영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을 순방함.

- 금번 순방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채권국이며, 경협 및 무역 파트너인 3개국의 이
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영국은 1986.2.11. 그간 공석 중이던 주나이지리아대사에 Evans 전 주짐바브웨 대사를 임명하였으며,
나이지리아도 곧 주영대사를 임명할 예정임.

- 1984.7월 Dikko 전 교통상의 납치 미수 사건으로 상호 간 대사 소환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왔으나 금번
대사교환 재개로 정상화됨.
Banbangida 대통령은 첫 해외 방문으로 인접국 니제르를 1986.6.16.~18. 방문함.
Akinyemi 외상은 1986년 중 활발한 순방외교를 전개함.

- 5.27.~31. 아프리카 문제를 위한 유엔 특별총회 참석
- 6.2. 토고 및 코트디브아르 방문
- 6.3.~11. 남부 아프리카 전선국가 시찰
- 6.16.~20. 파리에서 개최된 대남아공 제재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 7.23.~8.1. 아프리카 제국을 순방하여 남아공 제재, 나미비아 독립 문제 등을 협의
- 11.10.~16.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순방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1986.8.5.~8. 나이지리아를 방문함.
Babangida 대통령은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차 1986.8.31.~9.3. 짐바브웨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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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구정치인 정치 활동 규제
- 7월 중 제2외환시장 개설, 대폭적 평가절하, 원유 구상무역 실시
- 새로운 국민 계몽운동 전개

네팔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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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팔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국내 정세
1986.5.12. 총선이 실시되어 입법부를 구성하고 6.16. 이에 따른 신내각이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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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주도세력인 Nepali Congress와 소련파를 제외한 공산당들은 선거를 보이콧하고 일부 소요사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선거가 실시됨.
- 향후 단기간의 주재국 정세는 Shrestha 수상의 신내각이 정치 상황의 변화에 여하히 적절히 대처해 나가느냐와
특히 관리들의 부정부패 근절 및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경제 정세는 네팔이 국가 예산의 40% 이상에 달하는 선진국, 국제기구 및 일부 산유국의 원조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150달러 수준(1985년)으로 빈곤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85.12.1. 네팔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환보유고 확보 등을 위해 수출증대를 목표로 네팔 화폐
(루피)의 12.7%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 급등의 여파로 경제 상황은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

2. 대외 정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1986.2.17.~21. 네팔을 공식 방문함.
네팔이 1986.6.12. 피지와의 외교 관계(비상주 대사급)를 수립함으로써 네팔의 외교관계 수립 국가
수는 92개국에 달함.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1986.7.1.~3. 네팔을 공식 방문함.
Singh 인도 대통령이 1986.7.21. 네팔을 공식 방문함.
네팔은 1986.9.10. 잠비아와 외교관계(93번째)를 수립함.
네팔이 비동맹 정책과 함께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네팔 비핵지대 평화선언은 계속 이를
지지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 1986.9월 현재 총 79개국에 달함.
비렌드라 네팔 국왕이 1986.10.20.~27. 서독을 공식 방문함.

- 서독 정부는 금번 국왕 방문을 계기로 네팔에 86/88년간 약 74.5백만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키로
합의하고 곧 시행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임.

니제르 정세,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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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제르대사관이 1983~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년도
10.6. 새벽 니제르에서 일단의 무장군인들이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됨.

- 동 쿠데타는 약 40여 명의 단위부대에 의해 주동되었으나 대통령실 경호대에 의해 2시간 만에 진압되었고
10.6. 해외 방문 중이던 Kountche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공항이 재개됨.
Kountche 니제르 대통령은 11.11.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양국 간에 다음 요지의 공동성명을

- 양국 간 선린관계에 만족 표명,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혼성위원회 구성, 비동맹 운동의 중요성 강조
니제르 정부는 11.14. 일부 개각을 단행한바, 신임 수상에는 Algabid 현 재무상 대행, 신임 외상에는
Oumarou 현 주유엔대사가 임명됨.

- 정부는 니제르 신임 수상 및 외상에 대해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전달

2. 1984년도
Kountche 대통령이 3.19. 부르키나파소, 5.10~13.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Kountche 대통령은 5.28. 세네갈을 방문하고 세네갈 측과 한발 대책 문제를 협의함.
Kountche 대통령은 12.10.~13. 미국을 방문함.

3. 1985년도
Kountche 대통령은 6.26.부터 3일간 긴급 각료회의 후 7.2. 다음과 같은 경제, 사회 및 재정 분야
전반에 걸친 4개 항의 경제 재건 조치를 발표함.

- 정부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화작업 실시
- 국가개발 노력에 있어 전 국민의 적극 참여 촉구
- 지역 간 불균형적 발전의 개선 노력 추진
- 물가안정 추구 노력 전개
니제르 정부는 9.20. 총 규모 879억 세파(미화 약 2억5백만 달러)의 86 회계연도 정부 예산을
확정, 발표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대비 2.28% 증가한 것임.

4. 1986년도
Kountche 대통령은 세네갈(1.27.), 카메룬(7.26.~27.), OAU 정상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
(7.28.~30.), 제13차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 참석차 토고(11.13.~15.)를 각각 방문함.
Algabid 니제르 수상이 Kountche 대통령을 대리하여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차 8.30.~9.4.
짐바브웨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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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노동당 정부는 1984.7월 집권 이후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으나, 1986.7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노동당 49%(4% 하락), 국민당 45%(3% 상승)의 정당별 지지도를 보임으로써 노동당 인기의 하락 추세가
나타남.
이는 노동당 정부가 그간 대내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 준 공약과 실천의 괴리에 따른 국민들의
1438

일차적 실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국민당은 야당으로서 대정부 비판 및 공격에 치중할 뿐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내년 총선을 앞둔 주재국 정국은 반핵 법안 통과 전망에 따른 ANZUS 동맹의 장래 등 국방 문제에
대한 논쟁과 노동당 정부의 경제자율화 정책의 성공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대외 문제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가 국민의 우선적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
- 반핵 정책(핵 군함 기항 금지)으로 인한 ANZUS 분규와 관련 1986.6월 슐츠 미 국무장관의 대뉴질랜드
안보공약 철회 의사 표명으로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로부터 소외

2. Kapitsa 소련 외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이 1986.8.22.~27. 뉴질랜드를 방문함.
동 차관은 8.25. 뉴질랜드 외무성과의 회의 시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힘.
금번 방문은 7.28.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등에 나타난 최근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보임.

- ANZUS 분규로 소원해진 미국·뉴질랜드 관계 및 남태평양 지역 내 반핵 분위기 고조 등에 편승, 소련의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진출 분위기 조성에 방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노동당의 연차 전당대회가 1986.8.29.~9.1. 개최되었으며 8.31. 북한 승인을 포함하는 외교·국방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북한 승인 결의 채택은 핵 국가와의 동맹 폐기, 쿠바와의 수교, 니카라과 공관 개설 등 결의와 함께
노동당 내 소수좌파 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급진 좌경 노선을 일반 당원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노동당 전당대회 결의는 당 규약상 당의 정강정책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당원들의 의사 표시에
불과하며, 당의 정강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온건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
결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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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cos 필리핀 대통령은 1985.11.4. 미국 ABC-TV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선거 실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특별 조기 정·부통령 선거 또는 대통령만의 선거를 고려 중임.
1985.11.11. 정기국회 개막 전에 KBL(필리핀 여당)의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조기 선거를 위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
조기 선거 시 야당 측에 대해서도 단일후보를 낼 기회가 주어질 것임.
필요에 따라 헌법 제13조 8항에 따른 국회 해산 명령을 내릴 것임.

자신이 사임하여 대통령직을 공석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사임서를 1985.11.11. 의회에 제출함.
이러한 조기 선거 실시는 어려운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국내적 신임 회복과
미국으로부터의 계속적 지원 획득을 위한 통치 기반 강화 및 야당세력의 통합 봉쇄를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3. 필리핀 국회의 법령 및 헌법개정위원회는 정부 측이 1985.11.11. 제출한 특별선거법안(각의법안) 내용
중 선거 실시 시기를 1986.1.17.에서 1986.2.7. 로 수정 승인하여 1985.11.19. 본회의에 회부함.
또한, 필리핀 국회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 수상, 국회의장, 부수상, 국회부의장의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대통령서리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승계법안을
1985.11.20. 승인하는 등 조기 선거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함.

4. KBL은 1985.12.11. 전당대회에서 Marcos 대통령을 대통령 입후보자로 추대하였으며, Tolentino 전
외상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함.
또한 1985.12.11. Aquino 여사(Aquino 전 대통령의 미망인)가 야당연합의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고
Laurel 전 상원의원이 동 여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키로 등록함에 따라 야당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짐.

5. 필리핀 대법원이 야당 등의 조기 선거 위헌 소송에 대해 동 선거가 합헌적 선거라고 1985.12.19. 판결
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됨.
Marcos 대통령이 1985.12.24. 성탄 메시지를 통해 야당 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야당 측도 이에
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86.1월 중에 양측의 대선 토론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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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cos 필리핀 대통령은 정·부통령 선거를 1986.1.17.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각의 법안과 선거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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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대통령 선거(1986.2.7.)를 며칠 앞둔 2.3. 현재 Marcos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야당 후보인 Aquino 여사는 치밀한 유세 일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유세 활동을 전개함.
야당 측은 국민들의 Marcos 대통령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 및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
세력의 간접적 지원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여당 측은 야당의 실질적 정책 제시 결여, 공산당과의 타협 가능성 및 Aquino 여사의 정치적
1440

경험 미숙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호소하면서 각종 선심 공세를 전개함.

2.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1986.2.7. 실시되어 선거 당일 충돌사고로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평온하게 진행되었으며, 총 유권자 2,618만 명 중 약 85%가 투표에 참가함.
3. 필리핀 국회는 1986.2.16.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Marcos 대통령 및
Tolentino 부통령이 당선되었음을 선언함.
대통령 투표: Marcos 10,807,197표(53.8%), Aquino 9,291,716표(46.2%)
부통령 투표: Tolentino 10,134,130표(52.5%), Laurel 9,173,105표(47.5%)

4. Enrile 필리핀 국방상과 Ramos 군참모차장은 1986.2.22. 300여 명의 군개혁파 장교들과 함께 국방성을
장악하고 Marcos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와 하야 요구 및 Aquino 여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
이에 대해 Marcos 대통령은 3차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거부하고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
양인의 항복을 촉구함.

5. 1986.2.25. 오전 Aquino 대통령과 Laurel 부통령이 국회의 정·부통령의 당선자 발표가 무효라고
선언한 후 정·부통령 취임식을 가졌으며, Marcos 대통령 측도 별도의 취임식을 거행함.
6. 1986.2.25. 저녁 Marcos 대통령이 Aquino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키로 하고, 대통령궁을
떠나 클라크 미 공군기지로 향발함.
Marcos 대통령과 Enrile 국방장관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하였으며, Marcos 대통령 일가는
클라크 공군기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떠나게 됨.

미국 정부는 Marcos 대통령의 사임 직후 Aquino 정부를 필리핀의 합법정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함.

7. 외무부는 1986.2.26. 외무부장관 성명을 통해 필리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필리핀이
Aquino 대통령의 영도하에 조속히 안정을 회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게 되기를 희망함.
또한 주필리핀대사관은 1986.2.27. 신임 필리핀 대통령, 부통령 및 외상의 취임에 대한 한국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전달함.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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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7. 필리핀 대통령 선거 및 Aquino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와 외신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필리핀 사태 전개
필리핀 국회는 1986.2.16.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2.7. 대통령 선거에서 Marcos 대통령
및 Tolentino 부통령이 당선되었음을 선언함.
1442

Enrile 필리핀 국방상과 Ramos 군참모차장은 1986.2.22. 300여 명의 군개혁파 장교들과 함께 국방성을
장악하고 Marcos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와 하야 요구 및 Aquino 여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
이에 대해 Marcos 대통령은 3차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거부하고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
양인의 항복을 촉구함.
1986.2.25. 오전 Aquino 대통령과 Laurel 부통령이 국회의 정·부통령 당선자 발표가 무효라고
선언한 후 정·부통령 취임식을 가졌으며, Marcos 대통령 측도 별도의 취임식을 거행함.
1986.2.25. 저녁 Marcos 대통령이 Aquino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키로 하고, 대통령궁을
떠나 클라크 미 공군기지로 향발함.
미국은 1986.2.25. Marcos 대통령의 사임 직후 Aquino 정부를 필리핀의 합법정부로 공식 승인함.

2. 주요국의 반응
미국

- Reagan 대통령이 2.26. Aquino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 및 축전을 발송함.
일본

- 나카소네 수상이 Aquino 신정부를 공식 승인함.
중국(구 중공)

-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신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희망함.
소련

- 타스 통신이 논평 없이 Marcos의 출국 사실만 보도함.
호주

- Hawke 수상 명의 축전을 통해 Aquino 신정부를 승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마닐라 방문을 희망함.
EC(12개국)

- 12개국 외상 성명을 통해 Marcos의 사임을 환영하고 Aquino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함.

3. 필리핀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장기간의 국론 분열 이후의 민심 규합 및 국가적 일체감 회복을 위해 우선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회복 및 공산반군 세력 진압이 주요 과제
대외관계에서는 당분간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친서방 및 반공노선 추구
- 미국의 영향력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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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7. 필리핀 대통령 선거 및 Aquino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미국 측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상원은 1985.11.14.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와 관련 공명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다음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함.
Marcos 대통령의 공명선거 실시 보장에 유의함.
조기 대통령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조치가 필요함.
1444

- 필리핀의 헌법에 맞게 선거 시기와 형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공정한 인사 임명
- 시민 선거관리기구의 선거관리 참여 보장
- 야당 후보자의 언론매체 활용 보장
- 군의 중립성 확보

2. Reagan 미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대해 1986.2.11. 다음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선거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없으나 다음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함.

-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와 폭력 사태가 있었음은 마음에 걸리는 일임.
- 그러나, 금번 선거는 양당제도 및 민주주의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열망을 보여 주었음.
미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필리핀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필리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제반 개혁을 단행하도록 돕는 일임.

- 이러한 일을 위하여 Philip Habib 대사를 필리핀에 보내 양당 지도자, 교회 및 정부관리, 민간 대표들을
만나도록 할 계획임.

3. Thomas Dunlop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86.2.15. 이상옥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다음 요지의
필리핀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미국 정부는 금번 필리핀 선거 결과 Marcos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으로 보고 있음.
미국 정부는 필리핀에서 경제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공산세력의 활동이 강화되어 미국에게 심각한
정책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며 태평양 여러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필리핀 사태와 관련 한·미 간 협력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됨.

금번 선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첫째, Marcos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고,
둘째, 금번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며, 셋째, 필리핀 국회가 금명간 Marcos 대통령의 당선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나 야당 측은 이에 불복하여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임.

4. Enrile 필리핀 국방상과 Ramos 군참모차장이 1986.2.22. 300여 명의 군개혁파 장교들과 함께 국방성을
장악하고 Marcos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와 하야 요구 및 Aquino 여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 측은 2.22. 백악관 성명을 통해 양인의 선언 내용을 지지하고, 2.23. 백악관 성명을 통해 정부군의

5. Schultz 미 국무장관은 1986.2.25.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Marcos 대통령의 하야 사실을 발표하고
Aquino 필리핀 신정부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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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에 대한 무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2.24. 백악관 성명을 통해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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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월 Marcos 필리핀 대통령의 퇴진 및 Aquino 신정부의 출범에 대한 각국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ASEAN 국가의 반응
인도네시아

- Suharto 대통령 명의 축전을 통해 필리핀 국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적 단합을 회복하기를 희망함.
말레이시아
1446

- Rithauddeen 외무장관 성명 발표(2.26.)를 통해 Aquino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필리핀 국민이 단호하고도
과감한 투쟁 후 쟁취한 쾌거를 축하함.
태국

- Prem 수상 명의 축전(2.26.)을 통해 Aquino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함.
싱가포르

- 외무부 성명에서 필리핀 국민과 Aquino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심각한
정치 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해 자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2. 기타 주요 국가의 반응
미국

- Reagan 대통령이 2.26. Aquino 대통령에게 정권 인수를 축하하는 전화를 하고 축전을 발송함.
일본

- 나카소네 수상이 Aquino 신정부를 공식 승인함.
- 고토다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Aquino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에게 축의를 표함.
중국(구 중공)

-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필리핀 신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희망함.
소련

- 타스 통신이 논평 없이 Marcos의 출국 사실만 보도함.
호주

- Hawke 수상 명의 축전 발송(2.26.)을 통해 Aquino 신정부를 승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자신의 마닐라 방문을
희망함.
EC(12개국)

- 12개국 외상 성명 발표를 통해 Marcos의 사임을 환영하고 Aquino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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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1986.3.25. 임시 정부를 선언하고. 현 국회의 해산, 잠정 헌법의 공포,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 제정, 1년 내 총선 실시 및 새로운 정부 구성 등을 발표함.
잠정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정부 재조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정부패
척결, 평화와 질서 회복 등 개혁조치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음.
발표된 신헌법 제정 일정에 따르면 3.25.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한 30~50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를 발족하며, 헌법위원회는 최단 시일 내에 신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신헌법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게 됨.
제반 개혁조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받게 됨.

- Aquino 대통령은 1986.2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인권 보장 및 민주제도 회복을 공약한바, 임시정부 선언과
국회해산 조치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추진 의지를 표명
Marcos 집권 시 여당(KBL) 및 야당(UNIDO) 의원들 모두가 Aquino 대통령의 국회 해산 조치에
반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2.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1986.5.1. 5만 군중이 운집한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Marcos 정권 시 취해졌던 각종 노동관계 제한조치의 철폐를 발표함.
3. 필리핀 신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위원회가 1986.6.2. Aquino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Laurel
부통령의 사회로 국회에서 개막됨.
헌법위원회는 의장에 Palma 전 대법원판사를, 부의장에 Padilla 전 상원의원을 선출함.

4. 1986.2.7. 대통령 선거 시 Marcos 전 대통령의 부통령후보(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Tolentino는
1986.7.6. 친Marcos 군중과 군인들이 마닐라호텔을 점거한 가운데 부통령 취임 선서식을 거행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하였으나, 점거 36시간 만인 7.8. Aquino 정부 측에 투항함으로써 사태가
종결됨.
7.7. Torentino를 지지했던 거사병력 300~400명 중 200여 명이 투항하였으며, 7.8. 나머지 병력이
투항함.
7.28. Enrile 국방장관 및 Ramos 군 총사령관 주도하에 전군의 자유헌법 준수 서약식이 거행됨.
7.28. Tolentino 등 40여 명의 사건 주동자들이 반란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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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no 대통령은 잠정헌법의 공포를 통하여 새로운 국회 구성 시까지 비상입법권을 보유함으로써

5. Aquino 대통령은 1986.2월 집권 후 최초의 해외 방문으로 1986.8.24.~26. 인도네시아를, 8.26.~27.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함.
집권 이후 최초의 방문외교를 통해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어 있음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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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1986.9.15.~23. 미국을 방문하여 Reagan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상·하 양원 합동회의 및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였는바, 동 방문이 필리핀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됨.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Aquino 대통령의 민주화 노력을 찬양하고 현 정부의 정치 및
경제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였고, 필리핀 측은 공산반군과의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히고 필리핀 내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1991년까지
현 지위를 보장할 것이나 그 이후의 지위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할 것임을 확인함.

대통령에게 제출되고 1987.1.23.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임.
헌법위원회의 신헌법안 의결은 1986.2월 Aquino 대통령의 집권 후 필리핀의 민주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3.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1986.11.10.~13. 일본을 방문하여 나카소네 수상 등 일본 지도자들과 주로
양국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양국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의 대필리핀 9억 달러 일괄원조 내용이
발표됨.
4. Aquino 대통령은 1986.11.22. Marcos 전 대통령 및 Enrile 국방상 지지세력에 의한 쿠데타 음모를 사전
발각하여 저지한 데 이어서 11.23. 긴급각료회의를 소집하여 Enrile 국방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Ileto
국방차관을 임명함.
11.22. 쿠데타 세력이 회동하여 국회 재개 및 Aquino 대통령 축출을 모의하였으나, Ramos 참모
총장이 군사령관들에게 주요 시설 특별 경계조치를 하달하고 Enrile 국방상의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함.

5. 필리핀 정부와 공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민족민주연합(NDP) 간에 1986.11.27. 휴전협정이 서명되었으며,
동 협정이 1986.12.10. 발효되 면서 양측은 1987.2.7.까지 60일간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됨.
Aquino 대통령은 11.27. 대변인을 통해“단결된 자유 필리핀이 번영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구적이고 영예로운 평화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냄.
Aquino 대통령은 12.20. 그간 공산주의 세력의 도발에도 인내를 보여 주고 있는 군부를 찬양하고
수개월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력 대결에 대비할 것을 강조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필리핀 헌법위원회는 1986.10.12. 신헌법안을 44:2로 의결하였으며, 동 헌법안은 10.15. Aq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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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미국 언론, 학계 등에서 파나마 실권자인 Noriega 군 사령관의 비리 관련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제기됨.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986.6월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및
정보기관의 관리들을 인용, Noriega 파나마 군 사령관이 마약 및 무기 밀매, 쿠바에게 미국 관련
정보 제공, 1984년 총선 개표 조작 등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함.
학계에서는 1986.9.19.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파나마 정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파나마 군부의
1450

불법 행위, 인권 위반 사태에 관해 여론을 환기시킴.

2. 이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음.
파나마 정부는 미국 언론 등의 파나마 비난 보도는 조약상 2000년에 반환토록 되어 있는 파나마
운하의 주권을 완전 반환하지 않으려는 미국 내 일부 보수 세력과 파나마 반체제 인사들이 꾸민
음모라고 주장함.
파나마 정부, 여당, 군부는 합동으로 1986.8.12. 주권 및 운하 수호 군중대회를 개최함.
주유엔 파나마대사는 1986.8.14. 유엔 사무총장 앞 공한으로 파나마 군과 정부는 마약 밀매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해 협조해 왔다고 주장함.

- Delvalle 대통령은 각종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운하 반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표명

3. 미국 상원은 1986.9.24. CIA 등 정보기관이 파나마 군부의 마약 및 무기 밀매, 인권 유린, 선거 결과 조작
등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1987.3.1.까지 미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이에 대한
파나마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파나마 군사령관 대리는 상원의 여사한 법안 통과는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파나마 외무장관은 1986.9.27. 미국 국무장관에게 항의 각서를 전달함.
파나마 여당 의원 3명이 주파나마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전개함.

4. 파나마 정부는 1986.11.16.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개각을 단행함.

파푸아뉴기니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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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푸아뉴기니의 Wingti 수상 정부는 공공지출 축소, 공무원 부패척결, 사회범죄 소탕 및 국민경제
생활 안정화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1987년 총선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Wingti 수상은 1986.7월 문교장관, 환경장관, 국토장관 등 각료 3명을 이권 개입 혐의로 해임함.

2.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위원회는 1986.10월 총선 일정을 발표함.
1987.3.19.~4.17. 입후보자 등록
1987.6.6.~27. 투표

예정된 총선에 대비한 개각으로 분석됨.
4. 파푸아뉴기니 정당들은 1986.12월 현재 차기 총선에 대비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선거모금운동을
전개함.
1986.12월 현재 11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1987.6월 총선 시까지 다수의 정당이 추가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Wingti 수상은 1986.12.11. 25명의 각료 중 11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바, 이는 1987.6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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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2.16. 실시된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Soares 사회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
Soares는 26년 군사쿠데타 이후 60년 만에 당선된 첫 민선 대통령임.

2. Soares 당선자는 1986.3.9. 포르투갈 대통령에 취임함.
동 취임식에는 프랑스 대통령 등 30여 개 국가에서 50여 명의 공식 축하사절 및 저명인사가 참석함.

1452

3. 상기 Soares 대통령 취임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포르투갈의 경제 근대화에 필수적인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매진할 것임.
EC, NATO, 브라질, 아프리카 구식민지 국가들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함.
동티모르 주민에 대한 포르투갈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재천명하고 마카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
현 사민당 단독 소수 내각과 협조할 것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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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년 정세
1984.2월 남아공·앙골라 간 휴전 합의, 3월 남아공·모잠비크 간 상호 불가침 협약 체결을 계기로
남부아프리카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
남아공·SWAPO(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 간 직접 협상이 이루어짐.

- 5.13. 루사카 회담
- 7.26. 케이프베르데 회담
Botha 남아공 대통령이 5.29.~6.12. 영국, 독일 등 서방 9개국을 순방하여 남아공의 대외적

- 특히 영국, 독일에 대해서는 모잠비크에 대한 경제 원조를 요청

2. 1985년 정세
남아공 정부가 1985.7.20. 36개 흑인 소요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함.

- 통행 금지, 언론보도 통제, 경찰권 확대 등 조치
남아공 군의 보츠와나 국경 침범(6.14.), 앙골라 국경 침범(6.29.), 친남아공 나미비아 임시정부
수립 등으로 남아공의 전선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26. 남아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자발적 제재조치를 촉구함.

- 강제적 제재조치 안은 미국 및 영국의 반대로 불성립
한국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대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함.

3. 1986년 정세
Botha 남아공 대통령은 1986.1.31. 의회 시정연설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구시대적 개념으로 점차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남아공 내 흑인 이동을 제약하는 통행법을 폐지할 것임을 공약함.
Botha 대통령은 30개 지역에 선포한 비상사태를 3.7. 해제할 것이라고 3.4. 발표함.
남아공 군은 1986.5.19.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등 3개 전선국가 소재 ANC(아프리카민족회의)
기지를 공격함.

- 한국은 5.21. 남아공의 무력 행사를 규탄하는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남아공 정부는 1986.6.12.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반정부 집회를 금지 조치하고, 종교인, 학생,
노조원 등 수백 명을 체포함.

- 동 비상사태 선포는 6.16. Soweto 흑인폭동 10주년 기념행사를 사전 봉쇄하기 위한 조치
- Botha 대통령은 8.1. 통금 및 공중집회 금지 조치권을 지방경찰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긴급조치 규정을 선포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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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선을 시도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제재조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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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조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공동 제재조치에 대하여 EC 회원국은 강·온국 간 의견이 대립되어 왔는바,
특히 1986.6.1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상사태 선포 직후 6.16. EC 외상회의와 6.26. EC 정상회의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경제제재에 완강히 반대하여 구체적인 제재 결정에 실패하였으며, 3개월 후인 9.16.
외상회의에서 다소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
1454

1986.6.26. EC 정상회의는 EC 의장국인 영국 Howe 외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흑인 지도자들과 협상토록 설득키로 하고, 3개월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태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신규 투자 금지와 석탄·철강 및 금화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것을 선언함.
1986.6월 E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Howe 영국 외상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였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함.
1986.9월 EC 외상회의는 1986.6월 EC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와 철강 및 금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제재 조치에 합의함.

- 동 협의 과정에서 수입금지 품목에 석탄 포함 여부로 논쟁이 있었으며, 독일과 포르투갈이 석탄 금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며 일본이 석탄 수입을 계속하면 EC 제재 조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여 석탄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2. 1986.8.3.~5.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영연방 7개국 정상회의(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짐바브웨, 잠비아,
바하마)에서 영국을 제외한 6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11개 항의 제재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으나, 영국은 일부 조치에만 동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함.
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투자 금지, 관광유치 활동 금지, 석탄·철강·금화 등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한 제한적 조치에만 동의함.

3. 미국 의회는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1986.10.2.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재의결하여 통과시켰으며, 1986.10.27. 레이건 대통령이 동 법안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동 법안의 경제 제재 내용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 민간 부문에 대한 차관 공여 금지
-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우라늄, 석탄, 철강, 농산물, 섬유, 금화 수입 금지
-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항공 운항 금지

미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조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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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무부는 1986.5.23.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3개 전선국가 침공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미국 주재 남아공 무관을 추방하고 남아공 주재 미국 무관을 소환했다고 발표함.
2. 미 하원은 미 행정부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6.8월 미 상원이 제출한 대남아공
경제제재안을 9.12. 승인함.

레이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미국의 강력한 대남아공
경제제재는 남아공 내 대다수 흑인 및 인접 흑인 국가들에 피해를 줄 뿐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포기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힘.

4. 미국 의회는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1986.10.2. 남아공에 대한 제재법안을
재의결하여 통과시켰으며, 1986.10.27. 레이건 대통령이 동 법안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동 법안의 경제제재 내용

- 남아공으로부터의 철강, 우라늄, 석탄, 섬유류 및 농산물 수입 금지
- 남아공에 대한 신규 투자 및 대출 금지
- 남아공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항공 운항 금지

5. Freeman 미 국무부 아프리카담당 부차관보는 1986.11.19. 외교단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대남아공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대남아공 강경 제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의회의 제재조치 법안이 입법화됨에 따라 종래의
남아공에 대한 건설적 관여 정책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됨.
레이건 대통령은 1986.10.27. 행정명령을 통해 동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함.
이에 따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 기관은 동 제재조치의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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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6.9.26. 미 의회의 대남아공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1986

| 86-134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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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2.65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 판매안이 1986.6.6. 확정됨.
미국 행정부는 기존 대사우디 미사일 판매안에서 문제가 되어 온 스팅거 지대공 미사일을 제외
함으로써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함.

2. 미국의 대사우디 미사일 판매안 확정 경위는 다음과 같음.
행정부 측이 1986.3.11. 대공 및 대함 미사일 등 3.54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안을 의회에 제출함.
1456

상원과 하원은 각각 5.6.과 5.7. 동 판매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킴.
레이건 대통령은 5.21. 상기 반대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려는 안이 6.6. 상원에서 출석 의원 67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사우디 미사일 판매안이 확정됨.

- 사우디는 테러 분자에 인도될 우려로 반대가 심한 스팅거 지대공 미사일 매입을 철회하고 2.65억 달러
상당의 공대공 미사일 및 대함 미사일만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상원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스웨덴 정세, 1986

| 86-13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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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Carlsson 사민당 당수가 1986.3.12. 수상에 취임함.
스웨덴 사민당은 1986.2.28. Palme 수상 서거 후 Carlsson 부수상을 당수로 추대함.
스웨덴 국회는 1986.3.12. Carlsson 당수를 수상으로 의결함.

2. Carlsson 수상이 1986.3.13. 국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정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실시
실업률 감소, 인플레 억제, 재정 지출 억제
기술개발 및 기술교육 강화, 환경 보전

3. Carlsson 수상은 1986.10.7. 1987년도 시정연설을 행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경제 정책

-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합리화,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우위 정책
환경 및 사회복지

- 환경·에너지부 신설, 공해 및 산성화 방지 대책 수립
- 청소년, 스포츠 및 관광 전담 장관 임명
- 부의 균형적 분배,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 공공 분야의 서비스 및 효율성 증대 조치

4. 스웨덴 정부는 5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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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축 및 조세제도 단순화

시에라리온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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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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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moh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1986.2.24.~3.1. 중국(구 중공)을 공식 방문함.
조자양 중국 수상은 Momoh 시에라리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시에라리온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중국 신화사 통신이 2.25. 보도함.

2. 시에라리온 제5대 국회 개원식이 1986.6.12. 개최됨(1986.5.30. 총선).
국회는 지역구 105석, 대통령 지명 10석, 족장 대표 12석 등 총 127석으로 구성
1458

3. 시에라리온, 기니 및 라이베리아 3개국 대통령은 1986.11.20. 몬로비아에서 불가침 및 안전보장 협력
조약에 서명함.
4. Momoh 대통령은 1986.11.28. 취임 1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에라리온 국내 정세, 특히 경제 문제를 주로
언급함.
IMF(국제통화기금)와 교섭하여 2,786만 달러의 Standby 차관과 3,274만 달러의 Structural
Adjustment 차관을 승인받은바, 이 중 2,356만 달러는 즉시 가용한 재원임.
농업은 정부가 녹색혁명 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는바, 온 국민이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호소함.

수단 정세, 1986

| 86-134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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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단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6.4.1.~12. 실시된 수단 총선 결과 5.3. 현재 남부지역 4개 지역 선거구(후보자 피살 2개 구 및 미개표
2개 구)를 제외한 정당별 의석 수는 UMMA 당 99석, UNIONIST 당 63석, MOSLEM BROTHERS 당 51석,
공산당 3석, 기타 44석임.
1985.4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DAHAB 군사 정부는 집권 이후 12개월 기한부로 완전한 민간
정부로의 이양을 공약하였으며 동 공약에 따라 총선이 실시됨.
협력에 의한 통치 구조가 예상됨.

2. 수단 신의회는 1986.5.6. 국가원수(최고회의 의장)에 Ali Ahmed El Mirghani, 수상에 UMMA 당 당수인
Sadig Al Mahdi를 각각 선출함.
주수단대사관은 5.14. 신임 국가원수에게 전두환 대통령 명의 축전, 신임 수상에게 노신영 국무총리
명의 축전을 각각 전달함.

3. Sadig Al Mahdi 수상은 1986.5.15. 18명의 신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함.
신내각은 UMMA 당, UNIONIST 당, 남부정당연합의 3당 연립내각임.
Sadig Al Mahdi 수상은 국방상을 겸임함.

4. Sadig Al Mahdi 수상은 에티오피아에서 Mariyam 에티오피아 국가원수(7.30.) 및 Garang 수단
남부반군(SPLM) 지도자(7.31.~8.1.)와 각각 회담을 갖고 수단 남부 내전 종식 문제를 협의함.
에티오피아 정부는 SPLM에 재정적, 군사적 지원 외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수단 반군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수단 내전 종식을 위해서는 에티오피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

5. 수단 정부는 1986.11.12. SPLM이 에티오피아의 병력 지원을 받아 점령한 Kurmuk의 재탈환을 위해
수차례 군사작전을 시도하였으나 군사장비 불비 등으로 탈환에 성공하지 못함.
11.23. 전국적 동원령을 선포한 데 이어 12.16.에는 정부군 전 장병 및 예비역 병력이 전투 수행을
위해 원대 복귀하여 줄 것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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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UMMA 당과 UNIONIST 당은 양당 연합에 의한 연립 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군부와의

수리남 정세, 1986

| 86-134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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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리남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Udenhout 수리남 수상은 1986.6.23.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고 새로운 내각이 7.15.경 구성될 것이라고 밝힘.
2. Bouterse 정부 지도자 겸 군 총사령관은 국민이 여망하는 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1986.6.23.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7.16. 신내각 구성에 성공함.
1460

신내각은 14명 각료 중 수상을 포함하여 재무상, 상공상 등 8명이 경질되고, 부수상 겸 내무상,
외상 등 6명이 유임됨.
동 내각의 그룹별 구성은 정당 대표 6명, Feb.25th Movement 대표 4명, 노조대표 3명, 상공인
연합회 대표 1명임.
Bouterse 정부 지도자는 정당, 혁명세력, 노조, 상공인연합회 등 유력 정치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금번 조각에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피력함.

3. 수리남에서는 1986년 7월 이후 빈번하게 무장 반도에 의한 정부군 습격 사건 등으로 시설물이 파괴되고
사상자, 피랍자 등이 발생하였으며 9.3. 교전에서는 정부군 헬기가 격추됨.
무장 반도의 지도자는 수리남군 사병 출신인 Brunswijk로서 동인은 7.26. 네덜란드 국영 TV를 통한
성명에서 정부군에 대한 습격은 Bouterse 군사정부 제거와 민주 회복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함.
수리남 정부군의 반도 수색 및 소탕 작전은 지리적 악조건 및 군 조직체 약화 등 군사 면의
약점으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4. 수리남 정부는 1986.12.1. 무장 반도들의 활동이 격화되고 있는 수리남 동북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함.
12.3. 비상사태 선포지역 내에서의 통행금지(18:00~05:00), 무기 소지·거래·반입 금지, 집회
금지, 저공비행 금지 등을 포함한 6개 조치 사항을 발표함.

스위스 정세, 1984-86

| 86-134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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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위스대사관이 1984~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4년도 주요 정세
스위스 하원은 1984.3.15. 다음 요지의 유엔 가입안을 112:78로 가결함.

스위스 상원도 12.13. 스위스의 유엔 가입안을 가결함.
스위스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12.5. 1985년도 연방 대통령에 현 부통령이며 경제성 장관인
Kurt Furgler, 부통령에는 현 내무장관인 Alphons Egli를 각각 선출함.

2. 1985년도 주요 정세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이 1985.7.1. 스위스를 공식 방문하여 연방대통령 겸 경제상, 외상,
사법경찰상 등을 면담하고 국제 정세,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 스위스의 대유엔 관계
등에 관해 협의함.

- de Cuellar 사무총장은 스위스가 아직까지 유엔에 가입치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스위스의
유엔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스위스 연방정부는 1986.3.16. 실시 예정인 스위스의 유엔 가입 여부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엔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함.
스위스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1985.12.11. 1986년도 연방대통령에 기민당의 Alphons Egli,
부통령에 사회당의 Pierre Aubert를 각각 선출함.

3. 1986년도 주요 정세
1986.3.16. 실시된 스위스의 유엔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75.7% 반대와 23개 주
전체의 반대로 부결됨.

- 총 유권자의 50.4%가 투표에 참가하여 75.7%가 반대하고 24.3%가 지지하였으며, 23개 주 전체가 반대함
(스위스 국민투표 제도는 전 국민의 과반수와 23개 주의 과반수 찬성을 동시에 요구).
- 스위스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의회는 유엔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함.
스위스 상·하원 합동회의는 1986.12.10. 1987년도 연방대통령에 사민당의 Pierre Aubert, 부통령에
Otto Stich를 각각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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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하원은 스위스의 유엔 가입안을 가결함.
- 연방 각의는 가입에 앞서 스위스가 종래의 무장 중립을 견지할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동 취지를 전
회원국에 문서로 통보해야 함.
- 동 결의는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함.

태국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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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태국 정세에 관한 주태국 대사관 보고 내용임.
1. Prem 태국 수상은 1986.5.1. 정부가 제출한 9개 법안 중 하나인 Land Transport Act 가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연립내각 구성 최대 정당인 사회행동당 소속 의원 38명이 이탈하여 법안이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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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7.27. 실시된 태국 총선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동 총선에서 하원의원 347명이 선출됨.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제3당이었던 민주당이 100석을 획득, 제1당으로 부상함.
제1당이었던 사회행동당이 51석을 획득, 의석이 대폭 감소함.

3. 태국 국왕은 1985.8.5. Prem 현 수상을 차기 내각 수상으로 재임명한바, 동 수상은 1986.8.11. 신내각을
구성함.
Prem 수상은 군부의 지지와 왕실의 신임을 받아 왔고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 수상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옴.
신내각은 민주당, 타이국민당, 사회행동당, 라사돈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내각으로서 동
4개 정당의 의석은 232석임.
Prem 수상은 의회 내에서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실업자 구제, 유가 인하, 세금 감면 등 국내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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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98 / 8 / 1~61(61p)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6.2.23. 주재국 4개 야당은 86년 말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에 대비하여 National Alliance for
Reconstruction(NAR)라는 명칭으로 단일 정당을 형성하고 Democratic Action Congress의 당수
Robinson을 지도자로 선출함.
야당연합 형성으로 여야 세력이 백중한 가운데 여당(PNM)이 재집권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며, 정권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실적을 회고하고 총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면서 총선거일을 12.15.로 발표함.
야당연합(NAR)도 11.16. 총선거에 대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36명의 입후보자 전원을 발표함.

3. 1986.12.15. 실시된 총선(하원의원 선거)에서 야당연합이 총 36석 중 33석을 획득함으로써 트리니다
드토바고 총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압승함.
총 70%의 득표율을 보인 금번 선거에서 지난 1956년 이래 계속 집권해 온 PNM은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금번 선거 결과로 Clarke 주재국 대통령은 야당연합인 Robinson 당수에게 조각을 요청하게 될
것임.

4.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연합은 1986.12.16. 수상 취임, 12.19. 각료 선서로 신정부 구성을 마침.
Robinson 신임 수상은 야당연합의 지도자이며 전 여당(PNM)의 재무장관 역임자로서 정치 이념
상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중도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음.
신정부는 대외정책 면에서 종전 PNM의 친서방, 친미 정책으로부터 기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재국 집권당 PNM(People's National Movement)은 1986.11.8.~9.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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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세,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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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zal 터키 수상은 1985.4.13.~14. 개최된 조국당 전당대회에서 90%의 득표로 당수로 재선됨.
2. Ozal 터키 수상은 1985년 중 미국(4.2.~4.), 일본(5.19.~22.), 중국(구 중공)(6.30.~7.5.) 등 주요 국가를
공식 방문함.
미국 방문
1464

- Reaga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터키 동맹체제 강화, 터키군 현대화 및 방산 협력, 미·터키 방위
협정 연장, 경제협력 등 현안 문제에 관해 협의
일본 방문

- 나카소네 수상 등과 회담을 갖고 일본 자본 도입, 양국 간 기술협력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
중국 방문

- 이선념 주석, 등소평 당서기장 등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포함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

3. Shultz 미국 국무장관은 1986.3.22.~25. 터키를 방문, 터키 측과 1980.12월 체결된 방위 및 경제협력협정
갱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4. 조자양 중국 총리는 1986.7.17.~23. 터키를 방문, Ozal 수상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 증대에 관해
합의함.
5. Ozal 터키 수상은 1986.7.28.~8.1. 소련을 방문함.
6. 공석인 국회의원 11석에 대한 보궐선거가 1986.9.28. 실시됨.
집권 여당인 조국당은 32%의 득표율로 6석을 획득한바, 이는 83년 총선 시 득표율 43.5%에 비해
저조함.

7. Ozal 터키 수상은 1986.10.17. 개각을 단행, 법무장관 등 5명의 각료를 교체하고 1개의 국무장관직을
신설함.

탄자니아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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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케냐대사관이 1986.2월 보고한 겸임국 탄자니아 정세는 다음과 같음.
Nyerere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이 상존함.

- 1985.11월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 수상이 국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 Nyerere 전 대통령의 자문을
구함.
당과 행정부의 이중구조 체제가 구축됨.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실용·실리주의 경제정책 추구 움직임이 있음.

- 수출 감소 추세, 외환사정 악화, 기본 생필품 품귀, 지하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관광산업 부진

2. 탄자니아 정부의 수출입 정책 개정 지침(1986.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목적

- 장기간의 경제침체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 경상수지 개선 및 외환사정의 호전을 위한 불요불급품의 수입 억제 및 효율적인 외화 사용
주요 내용

- 수출연계 수입허가 강화
-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 국내 생산력 제고에 기여하는 상품의 우선 수입 허가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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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erere 집권 시에는 당과 행정부가 일체가 된 일원적인 통치 체제였으나, 신정부에서는 당과 행정부가
분리 운영됨.
- 당 우선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Nyerere가 공언한 대로 2년 후 당 총재직에서 사임할 경우 후임자에 대해 관심이 고조

우간다 쿠데타, 1985-86. 전3권, V.1 기본문서 I,
198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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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쿠데타와 관련한 1985년도 주우간다 및 케냐대사관 보고 내용임.
1. 1985.7.27. 우간다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Obote 대통령 정권이 전복됨.
북부 여단장이 이끄는 쿠데타가 성공하여 Obote 대통령의 부족주의적 통치가 종식됨.
금번 쿠데타는 군부 내 2대 세력인 Acholi 부족과 Langi 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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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데타 세력은 1985.7.29. 전 군사령관 Okello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평의회를 구성한바,
Okello 중장은 동 일자로 국가원수에 취임함.
7.31. 수상 및 각료를 임명, 내각을 구성함.
최대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NRA(National Resistance Army)와의 협상 성패 여부가 정국 안정의
최대 관건으로 전망됨.

- NRA를 제외한 야당 및 군소 게릴라 단체는 신정부에 참여

3. 1985.12.17. 우간다 군사정부와 반정부 단체인 NRA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됨.
경위

- 1985.8.26.~12.16. 케냐 나이로비에서 모이 대통령 중재하에 정부 측과 NRA 간 평화회담이 진행됨.
- 평화회담 진행 중에 양측 간 간헐적인 전투가 지속되었으며 NRA는 남서부 점령지역에 대한 임시정부 수립
협정 요지

- 군사평의회 구성: 정부군 8명, NRA 7명, 기타 5명
- 신국방군 구성: 정부군 3,700명, NRA 3,580명, 기타 1,200명
- 국민회의 소집
전망

- 모이 케냐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협정 체결에는 일단 성공하였으나, 향후 협정 이행 여부는 미지수
- 정치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부족 간의 알력은 고질적인 문제로 상존, 향후 정세를 낙관하기 어려움.

우간다 쿠데타, 1985-86. 전3권, V.2 기본문서 II,
198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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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쿠데타와 관련한 1986년 주우간다 및 케냐대사관 보고 내용임.
1. 1986.1.25. 우간다 반정부 단체인 NRA(국민저항군)가 수도 캄팔라를 장악함.
1.17. NRA는 정부와의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
1.25. NRA(국민저항군)가 수도 캄팔라를 장악함.

- 군사정부 참여 세력 간의 상호 불신과 대립, 정부군의 사기 저하 및 기강 해이로 군사정부 붕괴
1.26. 군사평의회가 폐지되고 최고의 통치기관으로 NRC(National Resistance Council)가 구성됨.

Museveni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우간다 남서부 지역에서 광범한 지지 확보
- Museveni는 풍부한 조직력과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한 민족 지도자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정책: 화합에 의한 민주주의와 평화 추구
- 대외 정책: 비동맹 중립정책을 추진하고, 남아공·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 경제 정책: 혼합 자유시장경제 체제
대한국 관계

-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
- 우간다의 경제 회복과 관련된 원조 제공 필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6.1.29. NRA 지도자 Museveni가 제9대 우간다 대통령으로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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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쿠데타, 1985-86. 전3권, V.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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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86년간 우간다 쿠데타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임.
1985.7월 우간다 군사 쿠데타 발생·군사정부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우간다 국내 정세

- 우간다 쿠데타군 북한 군사고문단 체포
1986.1월 우간다 반정부군(NRA)의 오켈로 군사정부 축출 및 이와 관련한 우간다 국내 정세

2. 우간다 현지 신문 기사, 케냐, 영국, 미국, 일본 및 한국 등 외국 신문 기사, AFP 등 통신사 기사 등이
1468

수록됨.

우간다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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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우간다 정세에 관한 주우간다 및 케냐대사관 보고 내용임.
1. 정치 정세
1986.1.29. NRA 지도자 Museveni가 제9대 우간다 대통령으로 취임, 신정권이 출범함.
Museveni 대통령은 게릴라 단체와 재야 정치단체 지도자를 대거 영입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정파 간의 권력 다툼이 지속됨.
상기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됨.

2. 경제 정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암시장의 밀무역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이며 IMF와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3.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노선을 기조로 하고 미국과 소련 어느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남아공 및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개방정책을 지향함.
우간다 정부는 인접국과의 정치·경제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1986.3월 캄팔라에서
Museveni 대통령 주재로 우간다와 인접 6개국 간 7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함.
최근 우간다와 리비아 협력 관계가 주목됨.

- Museveni 대통령은 친리비아 정책이 국민의 인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경제적·군사적 이해 때문에 리비아에 접근
Museveni 대통령은 1986.11월 이집트,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을 공식 방문함.

- 이집트와 경제·문화·기술협력을 위한 각료급 공동위원회 구성 협정을 체결
- 서방 3개국 방문은 집권 후 아프리카 대륙 밖의 최초의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서방측의 관심을 끎.

4. 대한반도 정책
비동맹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 양측으로부터 실리 추구에
중점을 둠.
우간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하는
반면 북한으로부터 게릴라 소탕에 필요한 각종 무기를 지원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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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희망이 아직도 상존하고 수도권 치안 질서도 비교적 양호

소련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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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소련 정세에 관해 재외공관 등이 보고한 내용임.
1. 1986.2.18.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3.6. 제27차 공산당 전당대회 및 6.18. 연방최고회의에서 인사 개편이
단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Gorbachev 당 서기장에 의한 수구세력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됨.
2. Shevardnadze 소련 외상은 1986.7.13.~16. 영국을 공식 방문하여 Howe 외상과 2차례 회담을 갖고
1470

Thatcher 수상을 예방함.
양측은 7.15. 제2차 외상회담 후 경제·산업 계획, 재정보상협정 및 군함의 해상충돌방지 절차
등 3개의 협정에 서명함.

3.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은 Gorbachev를 정점으로 한 당 정치국을 최고기관으로 하고, 그 밑에
Dobrynine이 주도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국제국과 외무성이 실무 집행을 하고 있음.
특히 Dobrynine은 다년간의 동·서 관계 경험을 살려 외교문제에 있어 Gorbachev의 가장 중요한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소련과 이스라엘의 공식 접촉이 1967년 양국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최초로 1986.8.18.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루어졌으나 당초 이틀로 예정되었던 회담이 하루 만에 종료됨.
동 회담 시 소련 측은 회담 의제를 이스라엘 내 러시아 정교회 재산 문제 및 소련인 지위 문제 등
영사 문제에 국한시키고자 한 데 반해, 이스라엘 측은 양국 간의 미묘한 정치 문제인 소련 내 유태인의
이주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이 중단됨.

5. Shevardnadze 소련 외상이 1986.9.30.~10.2. 캐나다를 방문하여 국제 문제와 양자 문제에 대해 협의함.
국제 문제에서는 현안인 아이슬란드 미·소 정상회담 및 군축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캐나다 측은 동서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지역 문제로는 중남미 문제, 태평양협력, 중동 및 남아프리카 문제 등이 협의 의제에 포함되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음.

소련의 Tchernobyl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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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26. 발생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소련 측의 발표 내용 및 국제 사회의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소련 측의 공식입장 발표(1986.5.14.) 이전에 관계 장관의 브리핑, 기자회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발표 내용

미국, EC 등 서방 제국의 반응

- 소련이 동 사고를 즉각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하고, 이러한 태도는 소련이 Gorbachev 체제하에서도
폐쇄적임을 변함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공산주의의 실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동 사고 수습을 위한 인도적, 기술적 지원 제공 용의를 표명함.

2.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5.14. 국영 TV 연설을 통해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최초의 공식입장을 발표함.
연설 내용

- 소련 정부는 사고 직후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 피해 규모는
부상 299명, 사망 9명임.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진압되었으며, 현재의 방사능 수준은 더 이상 위험한 상태가 아님.
- 미국 및 서방제국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과장하여 반소 캠페인을 벌였으며, 동 재난을 동·서 대화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함.
- 이번 사고는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가공할 위험을 인류에게 보여 주었음.
- 핵실험 중지문제 협의를 위한 미·소 정상회담 개최 및 핵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제의함.
미국의 반응(백악관 성명)

- 핵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제의를 환영함.
- 서방이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동·서 대화 방해, 군비 증강 정당화 등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 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것임.
- 미국은 전략핵무기의 50% 감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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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 인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화학 폭발로 인해 원자로 4기 중 1기가
파손되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으며, 여타 3기의 가동을 중지 조치함.
- 5.2. Petrossiants 핵에너지장관의 브리핑, 5.6. Scherbina 부수상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민간 핵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알림.
- 5.11. Velikhov 과학원 부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제 발전소의 이론적인 대재난의 가능성은 종결되
었으며, 큰 위험의 위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제27차 소련 공산당대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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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25.~3.6.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7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현실주의적 내정 개혁 등 기본 대내외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권력 기반을 강화한바,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 1986.3월 외무부 구주국이 작성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전당대회 개요
소련 각 지역 공산당 대의원 5,000여 명 외 113개국 152개 좌익 정당 대표단 참석
1472

- 강성산 북한 총리 참석, 중국(구 중공) 불참

2. 주요 결정 사항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의 정치보고 승인

- 과거 지도층의 무기력 비판 및 대내외 기본 정책 방향 제시
신당 강령 채택

- 흐루쇼프의 환상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
당 규약 개정

- 당의 조직 관리 및 당원 자격 요건 강화
1986~90년간 및 2000년까지의 경제, 사회개발 기본 방향 승인
대규모 인사 개편

- 당 중앙위원회 의원의 44% 교체(현 307명)
- 당 정치국 정의원 1명 추가(현 12명)
- 연로한 정치국 후보위원 2명을 소장 지방각료로 교체(현 7명)
- 도브리닌 주미대사, 여성 노조대표 등 신임 5명 서기국원 등용(현 11명)

3. 앞으로의 정책 방향
소련의 경제, 사회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내정 개혁

- 과학기술 진보의 고양과 경제기구, 관리체계의 개편
- 부분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 방식의 도입 및 하부기관의 자율성 제고
- 금세기 말까지 국민소득과 공업생산의 배가
동·서간 군축 및 평화적 경쟁

- 중·소 관계 개선 및 사회주의 제국 간의 단결 강화
- 아·태지역의 불안정한 상태 제거를 위한 정치적 노력 경주
- 세계 긴장 완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
당 및 행정부의 체질 개선

- 관료주의, 타성, 부패 요인 정비 및 기강 확립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선거) 1986.11.4.
전2권, V.1 선거동향,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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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관이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1986.11.4.)에 관해 1986.6.30.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6년 중간선거의 특징과 주요 관심

상원 선거 동향 및 전망

- 금번 상원 선거 대상인 34석 중 Missouri, Louisiana, Nevada, Maryland 등 10개 지역의 선거 결과가 양당의
상원 지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과거 중간선거 시 집권당의 의석 수가 감소하여 온 점, 그리고 상금 선거구 내 정치기반을 확고히
구축치 못한 일부 공화당 초선 의원들의 재선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승리를 전망하고 있음.
- 공화당은 Reagan 행정부의 경제정책 성공과 Reagan의 전례 없는 인기 지속, 집권기간 중 당내 응집력과
활력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원 재지배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2. 주미대사관이 상기 선거(1986.11.4.)에 관해 1986.8월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원 선거 전망

-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3~4석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Reagan 대통령이 공화당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공화당의 의석 감소가 2~3석에 그칠 수 있으므로 공화당의 상원 과반석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하원 선거 전망

- 선거의 대세를 가름할 정책 이슈가 없는 가운데 현직 의원의 재선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1956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하원 지배는 계속될 것이 확실함.
- 양당의 의석 수의 차이에 관하여는 상이한 전망이 있으나, 대체로 현재의 의석 수에서 10석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주지사 선거 전망

- 금번 선거 대상지역은 36개 주로서 현재 공화당 소속 9개 주, 민주당 소속 27개 주임.
- 이 중 현 주지사가 임기 만료, 은퇴 등의 사유로 퇴임함에 따라 공개경쟁이 된 지역은 공화당 소속 4개 주,
민주당 소속 14개 주이므로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여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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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선거에서는 특히 상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민주당으로서는 상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2년간 양원 지배를 통해 Reagan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에는 상원을 재지배해야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당 공히 상원 선거를
집권을 향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금번 선거는 정책 이슈보다는 후보자의 개인적 정치기반 및 인기에 의존하는 양상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의회 및 주지사 선거(중간선거) 1986.11.4.
전2권, V.2 선거동향,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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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4. 실시된 미 의회 및 주지사 중간선거의 결과와 이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1. 중간선거 결과(11.6.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8석을 상실함으로써 상원 재지배에 실패하고, 하원에서도 의석을 상실하여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공히 지배하게 되었으나,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8개 주를 추가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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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후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45석, 민주당 55석임.
- 선거 후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176석, 민주당 255석, 미정 4석임.
- 선거 후 주지사 분포는 공화당 24, 민주 25, 미정 1임.

2. 선거 결과 분석
Reagan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옴.
Reagan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 동안 행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민주당의 행정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행정부와 의회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Reagan 대통령의 대의회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주지사 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우세는 상원에서의 패배를 상쇄하는 것으로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화당의 입지를 높이는 것임.

3. 한국에 대한 영향 분석
민주당을 포함한 미 의회의 전반적인 동향을 볼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Nunn 의원은 한국 안보에 대한 이해가 확고한 보수파 의원임.
상원의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1986.6월 하원을 통과한 Solarz 의원의 한국 관련 결의안과 유사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증대됨.
- 상원 외교위원장 및 동아·태소위원장으로 각각 예상되는 Pell 의원과 Cranston 의원은 한국 국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보파 의원임.
의회 내 보호주의 추세 강화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 및 무역관계 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보호무역주의 지지 성향이 농후함.

부르키나파소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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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이 1986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Sankara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1986.2.5.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아프리카 삼림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예방함.
프랑스 방문은 부르키나파소 혁명 후 악화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됨.

2. 제11차 CEAO(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의가 1986.3.26.~27. 부르키나파소 소재 CEAO 본부에서
CEAO 7개 회원국 대표와 2개 옵서버국 대표가 참석함.
정상회의 최종 발표문은 다음과 같음.

- CEAO 공동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 198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계획 등의 순조로운 진행
- 회원국 간 컴퓨터 훈련 및 정보 분야 협력의정서 채택
- 진행 중인 CEAO 개발협력기금 유출 사건 재판 결정 지지
- 신임 사무총장으로 Haidara 말리 교통장관 임명

3. Sankara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1986.8.18. 포고를 통해 현 내각을 해체하고 신내각 구성을 준비함.
대통령실은 개각이 정치적 위기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혁명업무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금번 개각은 1983년 혁명 이후 1984.8월 및 1985.8월 개각에 이은 3번째 개각임.

4. 부르키나파소 정부의 신내각이 1986.8.29. 구성됨.
금번 내각은 종전의 내각보다 3명의 각료가 증원된 25명으로 구성됨.

- 농민문제장관, 문화장관, 법무담당 국무상 등 3개 부서 신설
금번 개각은 정치적 위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폭 경질, 전보 등에 의한 단순한 개각으로 평가됨.

5. Sankara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1986.10.6.~12. 소련을 공식 방문함.
금번 방문은 Sankara 대통령의 첫 번째 소련 방문으로서 양국 간 우호관계 재확인 및 협력관계
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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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루과이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Sanguinetti 우루과이 대통령은 1986.1.30. 정국 안정을 위한 초당적 국민 합의 교섭 추진을 발표함.
이와 관련 여·야당 대표들은 4.1.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농축업, 제조업, 수출, 건축, 주택,
재정 등) 추진전략 및 관련 법안(30여 개) 제정에 합의하였으나 동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경제정책 합의에는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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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여·야 간 연립내각 구성에도 실패함.

2. 우루과이 정부는 1986.4월 일부 개각을 단행함.
내상, 산업동력상, 농수산상을 교체하고 관광성을 신설하여 신임 장관을 임명함.

- 신임 내상으로 집권 여당(홍당)의 보수 우파이며 대통령의 측근인 Marchesano 임명
- 신임 산업동력상과 관광상은 야권(백당) 인사를 임명

3. Sanguinetti 대통령은 1986.6.16.~20.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6.17. 레이건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
경제 관계, 지역 정세, 국제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동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4. Sanguinetti 대통령은 1986.8.8.~16.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여 Sarney 브라질 대통령 등과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하고 8.14. 일련의 경제통상 확대협정(총 10개 문서)에 서명함.
동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으로 대브라질 수출 확대 및 통합 촉진을 위한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됨.

5. Sanguinetti 대통령은 1986.11.11. 및 11.13. Ferreira 야당(백당) 총재와 회동하여 정국 대책을 논의
하였으나 인권 문제, 예산안 등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여당(홍당) 내에서는
국회 해산 및 조기 선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
동 대통령은 12.1. 내무·국방 장관 및 육·해·공군 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여·야 각 정당
대표자들과 고위 정치회담을 갖고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함.

베트남 정세,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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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6년 베트남 정세에 대해 관련 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이 1985.3.14.~17. 베트남을 방문하여 Pham Van Dong 수상을 예방하고
Co Thach 외상과 3차례 회담을 가짐.
목타르 외상은 베트남 방문 시 양국의 상이한 정치이념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증진과 장래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베트남 측은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외교를 하고 있고 베트남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 관계 증진에 깊은 관심을 보임.

협상이 8.28.~29.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함.
3. Le Duan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986.7.10. 신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7.11.부터
5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함.
베트남은 Le Duan 서기장의 장례식에 소련, 라오스, 캄보디아 3개 공산국가만 초청하였으며,
동 장례식에는 Ryzhkov 소련 수상, Phomvihane 라오스 수상, 헹삼린 캄보디아 국가원수가 참석함.

4. 베트남 공산당은 1986.7.14. 당 중앙위원회 특별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10. 사망한 Le Duan 서기장
후임으로 Truong Chinh 정치국원 겸 국가위원회 의장을 선출함.
Chinh 신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7.15. Le Duan 전임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 조사에서 베트남의
소련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5. 베트남은 1986.12.15.~18. 개최된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Truong Chinh 당서기장 등 혁명 1세대 보수파가
퇴진함에 따라 Nguyen Van Linh 신임 서기장을 정점으로 하는 새 지도부를 구성함.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베트남의 보수파 최고위지도자들의 사임을 수락하고 실용주의파의
기수인 Nguyen Van Linh을 당서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베트남이 앞으로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미 국무부는 1985.8.16. 정오브리핑 시 미국과 베트남 간 전쟁포로 및 실종자(POW/MIA) 송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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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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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네수엘라대사관이 1986년도 주재국 정세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Lushinch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86.1.29.~30.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대통령과 국제유가 보호
및 최근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고 다음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국제 유가 적정선 유지에 최선
국제 유가 고정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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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정부 차원의 유류협력위원회 설치 운영
석유시장 질서 회복 노력에 전 석유 수출국의 참여 호소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비OPEC 산유국 간 협력 증대
국제경제 불균형 초래 방지를 위한 석유 소비국의 협조 호소
OPEC의 내부 단합 지지

2. 베네수엘라의 공공외채 212억 달러에 대한 재상환 협정이 1986.2.26. 뉴욕에서 Azupurua 베네수엘라
재무장관 및 주요 채무 공공기업 대표와 460개 차관 은행단을 대표하는 국제은행위원회 간에 최종
서명됨.
총 13개 협정으로 구성된 최종 합의문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공공외채는 향후 12년간 분할
상환하게 됨.
베네수엘라 정부는 4.23. 각의에서 2.26. 합의된 외채 상환협정 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채권단과
전면 재협상을 제의하기로 결의함.

3. 1986년도 Lushinch 대통령의 해외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멕시코 방문: 1.29.~30.
아르헨티나 방문: 4.9.~12.
우루과이 방문: 4.12.~15.
콜롬비아 방문: 8.6.~9.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9.12.~14.
스페인 방문: 10.6.~8.
포르투갈 방문: 10.9.~12.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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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구 버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에 대해 관련 공관들이 1986년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미얀마 정세
미얀마 사회주의 계획당이 1985.8.2.~7. 제5차 전당대회를 순조롭게 개최하고 1985.10.6. 실시된
총선 결과에 따라 1985.11.4. 개최된 제4기 인민회의에서 대통령, 부통령,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원을 선출함.
업적보고 논의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치연금법 개정안과 도박금지법을 통과시킴.
1986년 미얀마의 전반적인 정치 정세는 네윈 당의장의 카리스마적 통치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으나,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의 상태까지 육박함.

2. 스리랑카 정세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이 수상 재임 중 권력 남용 혐의로 공민권이 정지되었던 반다라나이케
전 수상을 1986.1.1. 사면 조치함으로써 동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한 공민권이 회복됨.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1986.7월 타밀 인종 분규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지방의회 설립
및 중앙정부 권력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 제안을 제 정당회의에 제시하여 동의를 획득함.

- 동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1989.2월까지) 내에 지방의회 설립을 통한 인종분규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3. 파키스탄 정세
파키스탄 정부는 1986.1.28. 개각을 단행하여 22명의 연방장관, 13명의 국무장관 및 장관급 고문
3명의 명단을 발표함.

- 금번 개각의 특징은 직업관료 출신 장관 대신 정치인을 대거 등용한 것이며, 한국의 주라호르 명예총영사인
Shujaat Hussain이 공보방송 연방장관으로 임명됨.
주네조 파키스탄 수상은 1986.7월 터키(7.10.~13.), 서독(7.13.~15.) 및 미국(7.16.~22.)을 방문함.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이 1986.10.14.~17.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파키스탄 경제 및
군사원조, 파키스탄의 핵정책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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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제4기 인민회의 제3회기 회의가 1986.10.13.~16. 개최된바, 1986.4월 이후 당이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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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세미나 및 각종 면담 결과와 관련된 자료 등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도
일본 게이오 대학 주최 Northeast Asia in World Politics 제하의 세미나
1480

- 1984.5.13.~16. 개최
- 한·미·일·중·태국·인도네시아 등 6개국으로부터 학자, 전·현직 관료 등 34명 참석
1984년도 미국 아시아학 학회 동부지역 학술대회

- 1984.11.9.~11. 개최
- 프린스턴 대학 Woodrow Wilson School에서 개최

2. 1985년도
1985.3.29. 한·미 외교 실무자 간 동북아 정세 토의
1985.7.19. 주미대사의 백악관 아시아담당 안보보좌관 면담
1985.7.23.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의 프랑스 파리 제3대학교수 면담
1985.11.7. 주홍콩총영사관 영사의 주홍콩 네덜란드총영사관 영사 면담
1985.12.6. 주홍콩총영사관 영사의 홍콩 언론인 면담

3. 1986년도
1986.3.14. 주홍콩총영사관 영사의 주홍콩 미국총영사관 무관 면담
1986.4.14. 주일대사관 정무과장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면담
1986.5.27. 주불대사의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
1986.7.15.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의 일본 동경 도립대 교수 면담
1986.7.28.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의 일본 마이니치 신문 북경 지국장 면담
1986.10.9. 주핀란드대사관 참사관의 핀란드 외무성 부국장 면담

Contadora 그룹 동향,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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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 중 Contadora 그룹(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 및 중미 5개국은 중미평화와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외무차관 회의, 외무장관 회의 개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관계국
간의 이견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함.
2. 1986년 개최된 주요 Contadora 그룹 회의는 다음과 같음.
Contadora 그룹 및 지원그룹(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외무장관회의(1.11.~12.

- 중미 평화, 안전 및 민주주의를 위한 카라바에다 선언을 채택
중남미 13개국(Contadora 그룹 4개국, 지원그룹 4개국 및 중미 5개국) 외무장관 회의(4.5.~7.
코스타리카)

- 중미 평화협정 서명 일자 확정 노력이 니카라과의 비타협적 태도로 성과를 보지 못함.
중미 정상회의(5.24.~25. 과테말라)

- 군사 문제를 둘러싸고 니카라과와 친미 4개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중미 5개국 간 정치적 협력의 한계점
노정
중남미 13개국 외무장관회의(6.6.~7. 파나마)

- 의제인 중미 평화협정 서명 합의에 실패
Contadora 그룹 및 지원그룹 외무장관회의(12.17.~18. 브라질)

- 니카라과 사태에 관한 입장 문서를 유엔, OAS 등에 송부 결정
- 평화사절단(Contadora 그룹 및 지원그룹 외무장관, 유엔 사무총장, OAS 사무총장)을 구성, 중미 5개국에
파견 추진
- 지역 협의체 설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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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중미지역 국가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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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아나 정세(1986.5월 미 국무부 담당관 언급 내용)
Hoyt 대통령은 중도 정치노선 궤도 수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 중임.

- 과거 Burnham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동 측근 또는 지지파의 뿌리가 아직도 강함.
Hoyt 대통령 정권하에서 가이아나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됨.

2. 그레나다
1482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6.2.20. 그레나다를 방문, 그레나다 총독 및 수상 면담, 9명의 카리브
지역 지도자와 회담, 위령탑 참배 등 4시간의 일정을 가짐.

3. 니카라과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은 1986.8.25.~9.20.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짐바브웨) 참석을 전후하여
유고, 부르키나파소, 가나, 콩고, 인도, 중국(구 중공), 북한, 동독 등 9개국을 방문함.

4. 벨리즈
벨리즈 수상은 1986.9.5. 개각을 단행함.

5. 온두라스
Azcona 대통령은 1986.1월 취임 후 정치적 기반 취약 및 경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주 제도 정착에 따른 국제 사회의 이미지 개선 및 미국 등의 지원을 기반으로 안정을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됨.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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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의
독립추진 현황임.
1.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의 독립 추진 현황
1986.1.14. 레이건 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서 85.12월 통과된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
과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서명함.
1986.5.28. 유엔 신탁통치이사회는 미국의 태평양 신탁통치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종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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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3 대 1로 채택함으로써 동 지역의 신탁통치 해제 및 미국과의 자유연합 형식의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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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함.
미국은 1986.10.21. 및 11.3.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발효시켜 1945년 이래 계속되어 온 신탁통치를 종결시킴.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의 경우 유엔 안보리의 최종 승인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나 동
안보리에서는 마셜제도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

- 미국의 정책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나, 미국은 안보리에 회부하여 소련의 거부권에 부딪혀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신탁통치 종결을 위해 안보리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것을 검토 중임.

2. 팔라우의 독립 추진 현황
미국과 팔라우 간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이 1986.9.29. 미국 하원의 승인, 10.6. 상원의
승인을 각각 득함.

- 다만 동 승인 결의서는 미국 대통령이 팔라우 국내의 비준절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동 Compact of
Association이 발효될 수 없도록 규정함.
팔라우 정부는 미국의 핵추진 또는 핵무장 선박과 항공기의 팔라우 영역 내 운항 허용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1986.12.2. 실시 예정임.

- 86.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2%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86.9월 팔라우 법원은 75% 이상의 지지를 획득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
미국은 1986.12.2. 실시 예정인 팔라우 국민투표에서 75% 이상의 지지를 얻게 되면 87년 1~2월
중 동 조약을 발효시키고 신탁통치를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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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동부아프리카 지역 국가 정세에 관해 관련 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세이셸 정세
1986.9.11. 세이셸 대통령실은 Berlouis 국방상의 사임을 발표하고 군부 및 정부 고위층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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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부 고위층 일각에서 세이셸의 경제사정 악화에 대한 비판 움직임 대두
- 이를 감지한 Rene 대통령이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이후 동아프리카 순방 도중에 조기 귀국하여 국방상
해임 조치
1986.8월 세이셸 내 북한 요원들이 완전히 철수하였다고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음.
1986.9.20. Rene 대통령은 3명의 신규 임명을 포함한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함.

2. 소말리아 정세
Barre 소말리아 대통령은 1986.1.17. Moi 케냐 대통령의 주선으로 Mengistu 에티오피아 군사위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과 국경분쟁 해결 및 평화 정착을 위해 임시 양자위원회를 설치키
로 합의함.

- 동 회담은 1986.1.15.~17. 지부티에서 개최된 동아프리카 한발 구호 및 개발을 위한 IGAD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rought and Development) 회의 계기에 주선됨.
에티오피아·소말리아 외상회담이 1986.5.6.~9.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됨.
Barre 대통령은 1986.9.28. 집권당(SRSP) 중앙위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재지명됨으로써 그
동안의 후계자 문제에 대한 내외의 억측을 불식함.

- 소말리아 집권당 제3차 전당대회는 1986.11.20. Barre 대통령을 7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인준함.

3. 스와질랜드 정세
스와질랜드 국왕 Mswati 3세는 1986.7.23. 추장 지역대표회의에서 자국은 남아공과의 국경조정
문제에 관한 남아공 정부와의 회담을 재개할 것임을 밝힘.
Howe 영국 외상이 1986.7.26.~27. 스와질랜드를 방문하여 Bhekimpi 수상 및 각료들과 회담함.

4. 잠비아 정세
잠비아 정부는 1986.4.4. 대부분 장관들의 수평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개각을 단행함.

- 동 개각에서 Musokotwane수상은 유임되고 외상에는 Mwanashiku 재무상, 동 재무상의 후임에는 Kabwe
문교상이 임명됨.

Kaunda 잠비아 대통령이 1986.10.4.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을 방문하여 Mobutu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증진 및 남부 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협의함.

5. 지부티 정세
1977.6.27. 독립 이래 집권하고 있는 Aptidon 대통령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하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현실적인 도전 세력은 없음.
지부티는 경제정책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계무역지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6. 케냐 정세
케냐 집권 유일 정당인 Kanu 당은 1986.1.17. Moi 대통령 주재로 전국 중앙위원회를 열고 Kanu로부터
자격 정지를 받은 전직 고위관리 18명에 대한 복권을 결정함.
Moi 대통령은 1986.7.12. 제13차 영연방 체육대회(7.24.~8.2.) 불참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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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 지원과 기술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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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99 / 14 / 1~225(226p)

1. 가나
1981년 쿠데타로 집권한 Rawlings 국가원수는 그간 15번의 정부 전복 기도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의 지지로 통치 기반이 강화됨.

2. 가봉
1986.11.9. 실시된 가봉 대통령 선거에서 Bongo 후보(현 대통령)가 99.97%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1486

당선됨.

3. 감비아
Jawara 감비아 대통령이 1986.5.15. 다카에서 개최된 세네감비연방 각료회의 참석차 세네갈을
방문함.

4. 기니
Conte 기니 대통령은 1986.5.12.~14. 모로코를 공식 방문함.

5. 기니비사우
Viera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1986.7.12. 개각을 단행함.

6. 말리
Traore 말리 대통령은 1986.6.6. 수상 및 외무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함.

7. 카메룬
지역·종족·종교 간의 위화감 해소, 부정부패 척결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착실히 시행함으로써
카메룬 정부는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 민주화 및 경제 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함.

8. 카보베르데
1986.1. 개원한 국회는 Pereira 현 대통령을 임기 5년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Piers 현 수상을
수상으로 선출함.

9. 토고
1986.9.23. 토고에서 Eyadema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쿠데타 기도가 실패함.

- 9.26. 프랑스군 250명이 Eyadema 토고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토고 수도 로메에 도착함.

남·북예멘 정세, 1983-85

| 86-1374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99 / 15 / 1~52(52p)

1. 1983년 이후 남·북 예멘의 통합 추진 동향 관련, 1983.8. 외무부가 작성한 내부 실무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통합 추진 동향

- 1983.5월 내무성 통합 합의
- 1983.8월 외무성 및 재외공관 통합 운영 합의
- 1983.8월 통합최고위원회 개최, 통합헌법 초안 심의 등 구체적 협의(8.15. 북예멘 사나)
통합 추진 배경

전망

- 통합헌법 초안 합의(1982.1월) 및 내무·외무성 통합운영 합의 등 최근의 동향에 따르면 1972년 이래
추진되어 온 양국 통합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통합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양국 간의 근본적인 정치이념의 대립, 강대국의 배후 영향력, 아랍권 내 국가통합 운동 실패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통합의 조기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5.12.26. 남예멘 대통령이 북예멘 대통령과 남북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24. 북예멘 사나에 도착하였으며, 1982년에 구성된 각료급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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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예멘은 남예멘이 지원하는 국내 반정부 무력투쟁 격화 및 군부 쿠데타 미수 사건 등으로 정국 불안
- 남예멘은 만성적 무역적자 보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사우디 등 온건 아랍제국의
경제원조 필요

자이르 정세, 1986

| 86-137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99 / 16 / 1~85(85p)

1986년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세에 대해 주재국 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Mokolo 외상은 1986.4.11. 외교단과의 만찬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본 대외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경제 분야

-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국제기구 및 우호국의 도움과
외채부담 경감이 요망됨.
대앙골라 관계
1488

- 영토 보존 및 주권 존중을 위한 투쟁에 있어 콩고민주공화국과 앙골라의 연대를 강조함.
나미비아 독립 문제

-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435호를 지지하며, 나미비아 독립과 앙골라 주둔 쿠바군의 철수를
연계시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콩고민주공화국 인권 문제

- Amnesty International 같은 특정 기구가 부정확한 소문을 인용하여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신생국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탄함.
중동 사태

-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합법적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나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수립 문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주권 사항에 속하는 문제임.

2. 콩고민주공화국 MPR(국민혁명운동당) 중앙위원회 제11차 총회가 1986.3.25.~4.11. 개최되어 다음 문제들을
토의함.
(대외 문제) 콩고민주공화국의 OAU(아프리카통일기구) 복귀, 대콩고민주공화국 채권국회의 결과
보고(1986.3월 브뤼셀 개최),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해외여행(1986년) 결과 보고
(국내 문제) 1987년 총선 준비 분과위원회 설치, MPR 당 창설 20주년 기념식 준비,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IMF와의 관계, 산업 및 경제통합 방안, 고용정책 등 검토

3.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토고 3국 대통령은 1986.7.6.~7. 콩고민주공화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짐.
4. Mobutu 대통령은 1986.7.10. 앙골라(Santos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1986.10.23. 콩고(Nguesso
콩고 대통령과 정상회담)를 각각 방문함.
5. 1986.10.31. 수상제를 폐지하고 23개 부를 28개 부로 개편하는 개각을 단행함.
6. Mobutu 대통령은 1986.12.1.~3. 스페인, 12.8.~11. 미국을 각각 공식 방문함.

재외국민 현황 및 정책, 1986

| 86-137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재외국민이주과

MF번호

2016-100 / 2 / 1~80(81p)

1985~86년에 작성된 재외국민 현황 및 정책에 관한 자료임.
1. 국력 신장을 위한 교민정책(해외교포 언론 및 종교 실태 포함)(1985.11월 외무부 영사교민국 작성)
재외국민 현황, 교민사회의 실태(재미 교포사회 중심), 교민 정책, 재외한인 종교활동 및 언론
등 수록
주요 교민 정책 목표로 다음 사항 제시

2. 재외국민 현황과 재외국민 정책(1986.8월 외무부 영사교민국 작성)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사회 실태, 재외국민 정책, 재외국민사회 전망과 정책과제 등 수록
남·북미 및 호주지역 이민 증가로 1990년대에 재외국민 수가 2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정책 과제로 다음 사항 제시

- 해외 교포사회 대형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 제고
- 미국 교민의 미국 내 대표권 강화, 재일교포 2~3세의 법적 지위 향상
- 재외국민정책심의회 활성화 및 장기적인 교민청 설립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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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보호 및 육성
- 모국과의 유대 강화
- 불순세력으로부터의 교포사회 보호
- 재외국민의 민간외교 활동 등

| 86-1377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
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3 / 1~365(365p)

1.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가 1986.8.19. 동경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일본 측에서는 후지타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
로 참석함.

2. 동 회의 토의 시 일본 측 반응은 다음과 같음.
1490

재일한국인에 대한 기본인식

- 재일한국인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정주 주민으로 일반 외국인과 다르며,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염두에 두고, 성의를 갖고 계속 개선 노력 방침
지문날인제도 개선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완화

- 지문날인제도 개정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취업 문호 개방

-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상의 제약이 있고, 민간 기업에의 관여에 한계가 있으나, 한국 측 희망을 고려하여 대처
기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잠재 거주자 일괄 구제 요청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3. 동 회의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일본 측은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

- 지문날인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 문제 개선에 전향적 입장 표명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이 일반 외국인과 다르다는 인식에 상당히 수용적 반응

- 다만, 일반 외국인과 다른 대우의 법제화는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1986년 중 예정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 및 각료회의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반 조성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생활 향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재일교포 사회에
충분히 전달

4. 권병현 수석대표는 상기 회의 개최 기회에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아시아국장, 법무성 입국관리국장,
대장성 주세국장 등을 면담함.

| 86-1378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
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4 / 1~226(227p)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준비 자료임.
1.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자료(1986.8월 외무부 아주국)
회의 개요

- 일정, 대표단, 의제
훈령
개회 인사, 기조연설, 폐회 인사

- 외국인 등록법(지문날인제도,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협정영주권, 잠재거주자 구제, 강제퇴거)
- 사회생활의 처우(취업, 교육, 사회보장·복지)
- 기타(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 문제)

2.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자료
3.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 결과(1986.8월 외무부 동북아1과)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강함.
일본 정주 의사가 강함.
교육, 취직, 경찰 등에서 차별을 경험함.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제도에 불만임.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에 관심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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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발언 요지

재일본 한국인 박순조 강제퇴거 및 법적지위 문제,
1984-85

| 86-137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5 / 1~68(68p)

1. 주오사카총영사는 1984.7.18. 재일교포 박순조가 7.17. 개인적 원한으로 일본 오사카 흥은 신용조합
(이사장 이희건)에서 수류탄 및 권총을 소지하고 인질 사건을 벌였다고 보고함.
박순조는 7.18. 경찰에 생포되고 인질 3명은 모두 구출

2. 박순조는 1985.2.7. 자신의 법적 지위 재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 국회에 제출한바, 외무부가
3.28. 국회에 회신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1492

사실 관계

- 재일교포 박순조는 협정상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귀국 중이던 1979.11월 일본 재입국 기간이 만료됨.
- 동인은 1980.4월 일본에 밀항 후 체포되어 1981.6월 강제퇴거령을 받았으며, 6월 가방면되어 출소
- 1984.7월 오사카 흥은 신용조합 인질 사건으로 체포되어 12월 가석방된 후, 1985.3월 현재 오사카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인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음.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종래 강제퇴거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협정 영주자는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이 인수할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인수 거부 입장을 견지함.
- 앞으로도 정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일본 측에 재일교포가 일본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을 감안, 법적 지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재일 한국인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 주도록 계속 촉구할 방침임.
- 종래 일본 측은 재입국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하였거나 형벌을 받은 협정영주자에 대해서 영주권을
박탈하되 그 대신에 특별체류를 허가해 온바, 박순조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음.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 1985-86

| 86-138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6 / 1~109(109p)

1. 민단 중앙본부는 1986.8월 재일동포 2·3세 청년 의식조사 중간 보고서를 발표함.
조사 대상: 재일 한국인으로 1955.4.2.~1968.4.1.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
조사 기간: 1986.5.17.~6.30.
조사 내용

- 기본적 속성, 법적 지위에 관한 의식, 참정권에 관한 의식, 외국인등록법에 관한 의식

2. 외무부는 1986.11월 제2차 재일 한국인 후손회의를 1986.12.19.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에 대한 일본 측의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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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타진한바, 일본 측은 동 회의 연내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1987년 초 개최될 수 있을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1986

| 86-138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7 / 1~151(152p)

1. 일본 법무성은 1985.12월 재일 외국인 통계 개요(1984년)를 발표함.
2. 일본 효고 현 아카시 시와 오노 시는 1986.4월 및 6월 각각 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국적 조항을
철폐하기로 함.
3. 일본 변호사회는 1986.6월‘교사 채용과 국적 조항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를 문부성에 제출하고,
1494

문부성의 국적요건 행정지도 배제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적조항 철폐 권고를 요청함.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V.1 1-8월

| 86-138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8 / 1~141(141p)

1. 주일대사관 정무과장은 1986.4.24. 외무부 지시에 따라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만나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에 관해 조속한 조치를 촉구함.
2. 외무부는 1986.6.19. 주일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증가, 재입국 불허 등
조치가 강화되어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는바,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1495

다음과 같음.
문제점

-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의무: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최초 등록 시(16세) 및
5년마다 등록 갱신 시 지문날인 의무
- 1985년 중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재일한국인 특히 청년층의 강한 반발로 민단 중심으로 지문날인 거부 및
유보 운동 강력 전개(1985.5월)
- 민단 측은 1985.10월 지문날인 유보 운동 종결 결정
추진 경과
한국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 상기 입장에 따라 1985~86년 한·일 간에 개최된 외무장관회담, 정기각료회의, 고위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일본 측과 교섭 시행
일본 측은 1985.8월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 제도 문제를 포함하여 성의를 갖고 개선하겠다는
의사 표명

- 일본 정부는 1986년 가을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
- 신임 일본 법무상은 1986.7~8월 지문날인 등 외국인등록법 조기개정 의사 표명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일본 법무성 및 경찰청은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재입국 불허 및 체류 기간 단축 등 강경 대처 경향
- 1986.6월 정광용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체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이는 지문날인제도 개선 검토 관련 지문날인 거부자 증가 견제 의도
정부의 대처 방향

- 1986.8월 개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지문날인 문제 집중 교섭
- 외국인등록법 개정 시 문제의 궁극적 해결 추진 및 단순한 지문날인을 이유로 한 과도한 법적 제재 조치
완화 촉구 등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 조치 시행 또는 시행 예정 방침 천명 확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1986.8월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제도 현황 및 추진 방향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V.2 9-12월

| 86-138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9 / 1~171(171p)

1. 외무부가 작성한 1986.9월 현재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거부자 및 재판 계류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문날인 거부자(1981~86년): 총 거부자 수: 3,327명, 현 거부자: 1,380명
재판 계류자: 형사재판 22명, 행정사건 5명, 판결 확정자 1명(벌금 1만 엔)

2. 주일대사관 공사는 1986.10.23. 및 11.25.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을 면담,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1496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완화
지문날인 연령 상향 조정(16세에서 20세)
등록증 갱신 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외국인등록법 위반에 관한 벌칙 완화 등

3. 외무부는 1986.12.12.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최근 확정된 외국인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함.
동 개정안에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조항 강화, 지방 자치단체의 고발 의무 엄격화 등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해서 현행법보다 더 가혹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최근 일본 경찰 당국은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강제 날인, 거부자 불고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4. 주일대사관 공사는 1986.12.15.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지문날인 갱신 중 다수의 거부자가 발생, 법집 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음.
1987년 봄 국회에서 외국인등록법이 통과되어 1988.4월부터 시행되는 경우 평생 1회 지문 날인하는
것으로 개선되는바, 일본 정부로서는 평생 1회 날인은 기필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현재의 외국인등록법상으로는 지문날인 거부자는 벌금만 납부하면 갱신 기간 5년간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 집행상 문제가 있음.
일본 경찰 당국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는 고발의무 불이행 지방단체 8개소 중 1개소가
경찰의 수색영장 제시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여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지문날인 거부자 단속 강화와는 관련이 없음.

5. 주일대사는 1986.12.22. 엔도 법무상에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바, 엔도 법무상은 개악에
해당하는 조치를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6

| 86-138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0 / 11 / 1~40(40p)

1. 일본 정부는 1986.2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키 및 대마도에서 발굴한 한국인 유골 인도 방식 및
유골 반환 협의를 위한 사회당 의원 방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이키 및 대마도에서 발굴한 유골 봉환 문제

- 일본 외무성, 후생성이 발굴한 유골 45주와 민간단체가 발굴한 80주, 총 125주를 한국 측이 인수
- 한국까지의 봉송비는 일본 측이 부담하고 안장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 다만, 한국 측이 안장 경비 부담에
반대할 경우 동 소요 경비 통보 요망
사회당 의원 방한 문제

2. 상기와 관련, 외무부는 1986.4월 일본 측에 다음 내용으로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함.
이키 및 대마도 발굴 유골 인수 문제

- 일본 정부가 민간 발굴 80주를 인수하여 일본 정부 발굴 45주와 함께 일본 정부 보관 유골 형태로서
125주를 인도할 경우 인수할 방침
- 유골 봉환에 따른 일체 비용은 일측이 부담
- 금번 유골 인수 방법이 여타 인수 방식의 선례가 되지 않음.
모리이 츄로 사회당 의원 방한 문제

- 한국 정부가 125주를 일괄 인수받아 안장할 방침이므로 이 문제 협의를 위한 사회당 의원의 방한은 불필요
- 여타 일본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목적 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허가 예정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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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봉환 문제 협의를 위해 모리이 츄로 사회당 의원 방한 희망

('88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외동포 올림픽
새마을 교육. 1985-86

| 86-138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재외국민이주과

MF번호

2016-100 / 15 / 1~151(151p)

1.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1986.1.20.~27. 새마을 연수원에서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외동포에
대한 올림픽 새마을 교육을 실시함.
동 교육과정을 재외 한인회장단 올림픽세미나로 운영함.

2. 상기 새마을 교육의 지역별 참석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본 58명, 아주 14명, 북미 70명, 중남미 11명, 구주 19명, 중동 2명. 아프리카 1명 등 총 175명
1498

3. 외무장관은 1986.1.22. 동 새마을 교육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을 주최함.

조총련 동향, 1986. 전2권, V.1 1-4월

| 86-13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1 / 4 / 1~287(287p)

1. 1985.12월 개최된 조총련 상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1986년도 조총련의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음.
조총련 조직 내 주체사상 체계와 유일지도 체제 심화
각급 조직들을 조직하여 사상적으로 튼튼히 함.
통일사업과 대외활동 강력 전개
재일동포의 권리를 지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

2. 외무부는 1986.2.20. 영사교민국장 주재로 조총련계 동포 모국방문사업추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회의 결과

- 대상자: 조총련 조직 약화 및 와해를 촉진할 수 있는 인사를 우선 선정
- 유치 시기: 한식과 추석을 계기로 연 2회 집중적으로 실시
- 유치 목표: 2,500명(한식, 추석, 아시안게임 참관단으로 구분)
- 추진 요령: 민단조직, 상공회, 도민회, 각종 친목회, 동창회, 화수회 등 활용
- 사후 관리: 모국 방문자에 대한 민단본부 또는 지부별 간담회 개최, 모국 방문자의 전향 및 민단 가입, 전향자
동향 파악 철저

3. 외무부 영사교민국이 1986.4.8. 작성한‘재일 조총련계 동포 아시안게임 참관단 유치’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안

- 유치 목표 인원: 조총련계 동포 500명(1985.12월 주일대사 건의)
- 국내 체재 기간: 1986.9.19.~23.
- 경비 부담: 왕복여비, 체재비, 입장권 구입 등 제 경비는 참가자 부담, 아시안게임 참관 편의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모국 방문 후원회에서 제공
제2안

-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참관단을 유치하되, 위해 요소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규모를 100명 이하로 축소
- 기타 사항은 1안과 동일
제3안

- 참관단으로 입국한 자가 위해 행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유발시켜 아시안게임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를 감안, 참관단 유치 계획 자체를 취소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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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내무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 직원 10명

조총련 동향, 1986. 전2권, V.2 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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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총련 제14회 전체대회가 1986.9.26.~28. 약 2,0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에서 개최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장단 선출

1500

- 고령인 한덕수 의장이 퇴진하고, 이진규 제1부의장이 의장에 취임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양인이 모두
유임되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조총련은 북한의 자금지원 부족 및 기금 모금 부진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바, 세대교체 시
재일 상공인의 주류인 제1세대들의 자금 지원이 부진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덕수 의장
을 당분간 유임시킨 것으로 분석
활동 방침

- 지도층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따라 젊은 상공인에 대한 각종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둠.
- 일·북한의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서 조총련을 통한 합병사업의 추진을 강조

2. 한덕수 조총련 의장 등 조총련 간부들은 1986.12.29.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 당국과 동 회의 참석 목적의 재입국 허가를 교섭함.
일본 측이 한·일 우호관계 등을 고려, 최고인민회의 참석 목적의 재입국을 불허키로 함에 따라
연말연시 친족 방문 목적의 재입국을 신청, 허가를 받음.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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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확대를 위해 외무부가 1986.2월 작성한 주요 수민국별 추진 대책과 1986.11월 작성한
해외 이주의 지속적 확대 추진 방안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수민국별 추진 대책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함.
각국의 여건, 정책 및 제도, 제약 요인, 유망 분야, 추진 방향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함.

이주 정착 기반 강화

- 양자 간 이주 관계 실무협의회 구성(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 이민협정 체결 추진(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이민 관계 주요 인사 방한 초청(아르헨티나 이민청장 및 파라과이 내무장관 등)을 통해 주요
수민국과의 교섭을 강화함.
- 호주,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종합 실무조사단을 파견함.
- 기존 정부 소유 남미농장 활용대책을 강구하는 등 농업 이주사업을 재정비함.
- 정부 간 이민위원회를 활용함.
이주사업의 확대 및 장려

- 캐나다, 호주 및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이주를 강화함.
- 기타 온두라스 등으로 투자 이주 대상 지역을 다변화함.
- 국내 자본재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투자 이주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신규 농업이주 사업 추진 검토

- 남미지역에 대한 신규 농업이주 가능성을 발굴함.
- 현지에 전문 종합조사단을 파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해외 이주의 지속적 확대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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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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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헨티나에 대한 어업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성기업은 1986.3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건의함.
이주민 주택건설 자금 중 40%의 국고 보조 지원

- 현지 정착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이주민 대부분이 주택건설 자금 부담 능력이 없어서 승선 인원 모집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사업자금 지원

- 동 사업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융자를 신용대출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1502

이주민 생산 어획물에 대한 국내 반입 제한 완화

- 이주민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만이라도 반입 허용 물량의 증대, 할당 관의 인하 및 할당
관세에 의한 물량 반입 시기 제한 완화를 희망함.

2. Barneche 아르헨티나 츄브트 주 경제차관이 수산청의 초청으로 1986.4.29.~5.2. 방한함.
방문 기관

-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수산청
시찰(부산, 울산)

-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현대조선, 한성기업 울산공장
주요 협의 사항

- 한국 측은 아르헨티나 측이 한성기업(이주사업 주체) 어선의 출어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어업이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츄브트 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3. 수산청은 1986.9월 한성기업이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통해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이주민 주택건설 자금 중 40%의 국고 보조 지원

- 전액 지원은 정부 예산 사정상 어렵고 본인 부담률을 16%로 조정함.
사업자금 지원(신용대출)

- 융자기관인 수협중앙회 여신 규정상 어려운 상황임.
이주민 생산 어획물에 대한 국내 반입 제한 완화

- 수출이 어려운 어종에 대하여 국내 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4.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한성기업의 어업이주 사업이 주재국의 노조 문제, 관계부처의 행정처리 지연,
선원 이탈 등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향후 어업이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어선 승선 경력자들로 선원 자격 요건을 강화, 선원 모집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1986.9월 외무부에 건의함.

아르헨티나 이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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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헨티나 루항 농장 임대 활용 추진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6.1.8. 동 농장(11헥타르)을 1971.3월 구입한 이후 3회 이상의 농업
이주자를 이주시킨 바 있으나 농지 협소 및 영농자금 부족 등으로 농장 이탈자가 발생해
유휴 농장이 되어 현재 매각이 계류된 상태로 한국양봉협회는 양봉 이주자의 정착 지원 및
양봉 복합이주 확대를 위해 동 농장을 이주자의 양봉 실습장으로 사용코자 임차를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협회에 1차로 1년 임대 승인을 외무부에 요청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2.20. 동 농장의 효율적 활용 및 대주재국 이민 진출 확대 관점에서
외무부는 3.4. 동 농장 임대 승인을 한국해외개발공사에 통보
한국해외개발공사는 4.4. 한국양봉협회와 동 농장 임대료 면제, 현지 공과금 동 협회 부담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2.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및 산 하비에르 농장 개발 추진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6.1.9. 세원농산의 농장개발 계획서에 기본적인 경제성, 채산성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
한국해외개발공사는 2.14. 세원농산(가칭: 남미개발주식회사)의 동 농장의 농목축 개발 추진
계획 관련 동 회사 측 관계관이 현지 답사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5.29. 유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야따마우까 농장(78.8월 구입)에 대한
세원농산의 농장 개발안에 이의 없으며 산 하비에르 농장을 목축 농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보고하고, 다만 관련 회사들의 재정 능력 상태 파악을 건의
7.2.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주재 관계 부처 회의에서 동 농장에 대한 개발 의사를 표명한
세원농산 및 연암 축산대 관계관의 사업 계획서(모두 축산을 통한 농장개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적 평가단을 한국해외개발공사 주관으로 구성, 동 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가능한 1986.8월
말까지 농장개발 후보자를 확정키로 결론
경제기획원은 12.20. 농업진흥공사가 작성한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 계획안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현지
재외공관의 의견을 동 계획안 확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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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임대 방안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

호주 이민,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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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ncy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은 1983.4.28. 외무부 동남아과장 면담 시 최근 무역회보에 의하면 20만
명의 한국인 guest worker를 호주에 송출한다고 되어 있는 등 한국 관계기관이 호주 정부 의도와는
다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함.
동남아과장은 호주 정부의 이민정책은 이해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는 계속적인 이민이
필요한 입장이고 그 경우 성실한 한국인 이민을 보다 많이 허용하는 것이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
1504

2. 주호주대사관은 1984.6.1. 주재국 West 이민성장관이 5.30. 의회에서 83/84 회계연도 중 접수할 이민
수를 74,0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으며, 동 인원은 금년도 64,000명에 비해 1만 명이 증가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4,000명 중 가족 재결합이 42,000명, skilled and business의 경우 16,000명, 난민 및 기타 인도적
사유의 이민이 14,000명 등

3. 주호주대사관은 1985.6.6. Hurford 주재국 이민성장관이 7.1.부터 시행될 85/86 회계연도 이민 계획을
발표했으며, 동 기간 접수할 이민자 수는 82,000명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이민계획의 특징은 기술 취업, 고용주 초청, 사업 이민은 증가한 반면, 피난민 이민은 감소

4. 주시드니총영사는 1985.7.12. 주재국 이민성의 New South Wales Region 담당 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은
주재국 정부가 이민 선발 제도를 7.1.부터 개정, 이민 신청자의 정착 능력에 대해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총영사는 평점 기준에 일시 삭제되었던 영어능력 평가가 다시 추가된 것은 아시아 지역 등
비서구 지역으로부터의 급격한 이민 증가에 주재국 일부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었음에 비추어
이러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관찰

호주 이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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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호주대사관은 1986.2.3. Korea News Review지(85.12.28.)에 의하면 주한 호주대사관 및 한국해외
개발공사 간 86년 상반기 중 한국민 50가구의 대주재국 사업이민 진출이 합의되었다고 해외개발공사
직원이 말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한 사실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한국해외개발공사는 2.12. 동 주한 호주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호주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으나 동 보도는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와전된 것임을 외무부에 통보
동 공사는 3.12. 대캐나다 투자이주와 병행, 투자이주 지역 확대를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 측과
수차 업무협의를 가진 결과, 호주 측은 한국의 대호주 투자이주 진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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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한국의 현행 해외이주비 한도액을 대캐나다 투자이주와 같은 조건으로 30만 달러 선까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현행 외국환관리규정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요청
외무부는 4.3.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대호주 투자이민 확대를 위한 이주비 한도액 상향 조
정에 관한
의견 문의

- 재무부는 4.21. 대캐나다 이주비 지급인정 절차(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의 개별심사 의결)에 따라 허용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호주 이민성 Brookbanks 이민국장은 주한 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대호주 기업이민 소개를
위한 세미나 참석차 1986.4.23.~29. 방한, 4.24.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및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
면담 시 이주액 한도액에 대한 특례 인정 요망
외무부는 8.23. 대호주 투자이주비 상한선은 대략 30만 달러 선까지 허용, 1986.9.1.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본부에서 허가한 이민 알선 관계회사는 해외개발공사 등
5개 업체임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2. 주호주대사관은 1986.12.12. 주재국 이민성 Brookbanks 이민국장이 동 대사관을 방문, 한국의 사업이민
수속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선정 동향과 관련 한국 측 업체와 계약한 호주 측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한국민에게 오해를 줄까 두렵다면서 호주 내에는 주정부의 개발기관 등 무료로
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도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12.29. 이주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허가 법인에 한해 이주 희망자 모집알선 및
수속대행을 하고 있으나 동 법인들이 호주 1개 특정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선택범위 제약 등을 탈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호주 알선업체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 상기 무료 절차 대행을 하는 주정부 개발기관 등이 호주 계약업체들과 동일 수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토록 동 대사관에 지시

브라질 이민,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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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2.7. 주재국 거주 교민(한인교회 목사)이 동 대사관을 방문, 상파울루 남방
약 90km에 소재하는 Miracatu에 약 5천 헥타르의 토지를 구입해 농협을 구성, 주재국 INCRA(이주 및
농지개혁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바 있고, 동 농협 정착 명목으로 한국으로부터 약 300세대의 이민 초청을
하겠으니 관계 당국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2.10. 해외협력위원회에 동 건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견 문의
해외협력위원회는 2.18. 민간기관(해외개발공사 또는 민간알선업체)에 연결하여 민간 레벨에서
1506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2.21. 동 이민 사업은 해외개발공사와 연결, 민간 레벨에서 협의 추진토록 주선
중임을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하고, 상기 교민이 최근 해외협력위원회를 방문,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지원(임차, 분할매각 등)을 요청한 데 대한 의견 보고를 지시
주브라질대사관은 2.27. 농업개발합작회사의 추진 상황을 보아 가며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보고

- 동 합작회사 설립 시 동 회사에 동 장비 출자

2. 주브라질대사관 공사는 1984.10.26. 부임 인사차 주재국 외무성 이민과장 및 법무성 영주권과장을
면담, 주재국 이민 수용정책에 관해 문의한 결과를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브라질은 인력이 남아도는 형편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의 도입
과거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등과 협정을 체결, 매년 일정 쿼터의 이민을 수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동 협정에 의한 이민은 중단 상태
현 주재국의 이민 수용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자, 브라질 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한 이민, 영주권자의 직계 존비속(존속은
65세 이상, 비속은 21세 미만), 30만 달러 이상의 투자이민 등
의견

- 과거 수년간의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국의 집단이민은 곤란
- 현 상황하에서는 직계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 영주 취업에 의한 진출, 합작회사 간부 및 기술자로서의
진출 등 제한된 인원 이상의 이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V.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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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2.29. 외무부가 작성한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개요는 다음과 같음.
사업 목적

- 불법 체류자의 농업 정착을 통한 법적 지위 문제 해결, 브라질 정부의 한국 이민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
농장 명세

- 브라질리아 북방 80km 소재, 279만 달러 투자(농지 구입비: 58만 달러, 장비 구입비: 74만 달러, 농장 건설
및 행정경비: 147만 달러)
- 농장 토지 구입 및 단지 건설 착공(78.5월), 브라질 정부의 동 농장 불법성 지적 및 항의(1980년), 브라질
국가안보위의 동 토지 구입 행위 무효화 결정(82.4월)
- 82.9월, 83.9월 양국 외무장관은 뉴욕에서의 회담 시 동 농장의 대브라질 기증 원칙 합의(세부 협의를
통해 농장 등 부동산은 기증하되, 장비, 가축 등 동산은 한국 측 임의 처리 합의)
- 주브라질대사는 83.10월 한·브라질 농업개발 합작회사 설립 추진 건의(한국 측: 포항제철, 브라질 측: 철광석
공급회사 CVRD)
- 84.1.10. 농장 기증서 서명 및 동 기증 행위를 확인하는 정부 간 공문 교환

2. 1984.9.21.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 문제 협의를 위한 해외협력위원회 주재 관계 부처 회의(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포항제철 관계관 등 참석)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브라질대사는 5.11. 장비를 농업 합작투자 사업의 한국 측 지분으로 활용 건의
1984.6월 해외협력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동 장비를 매각하거나 현지인 또는 교민 중
영농자에게 기증토록 지시
주브라질대사는 1984.7.18. 장비를 한인회에 기증, 임대 수입으로 교민사업 등 활용 건의
1984.8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관계 부처 회의에서 동 장비 처리 방향 최종 확정

- 영농 장비는 당초 주브라질대사의 건의대로 포항제철과 브라질 CVRD사의 농업 합작사업 지분으로 활용
(기증 또는 매각)

3.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11.28. INCRA 측이 동 농장(장비를 동 농장에 보관 중)을 12월 초부터 민간에게
배분할 계획이므로 동 합작투자의 조속 실현을 외무부에 건의함.
해외협력위원회는 12.12. 포항제철이 통보한 바에 의하면 CVRD 측은 농업 합작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을 외무부에 통보
주브라질대사는 12.17. CVRD 사장을 면담했으며 동 사장은 농업 합작투자는 주재국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며 한국 측 partner가 지정되기를 기다려 왔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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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지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문제, 1984-86.
전2권, V.2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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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장비 처리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1985.1.9. 주브라질대사가 CVRD 사장을 면담한 바에 의하면 CVRD 측은 주재국의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농업 합작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므로 포항제철로 하여금 동 건을 조속 추진토록
해외협력위원회에 요청함.
포항제철은 1985.3.8.~28. 동 회사 관계관의 브라질 현지 출장 후 4월 작성한 브라질 농업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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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현지조사 보고서에서 CVRD가 제안한 농장 예정지의 농업 조건 및 기존 영농 장비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 추진에 의한 영농 이민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포항제철 참여 시 전문지식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장기 식량기지 확보라는 해외농업 투자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 제시

- 장비는 일부 수리가 필요하고 양호한 상태이나 곡물류 생산에 적합하여 기종 활용, 시기 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2. 주브라질대사는 1985.5.18. 해외협력위원회는 농업 합작투자와 농장 장비 처리 문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고 주재국 INCRA(이주 및 농지개혁위원회) 측이 동 농장 토지를 일반에게 배분할 계획이므로
다음과 같은 장비 처리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브라질리아로 운반, 수리 후 현지 농기구 판매상에 위탁 판매(위탁 수수료: 판매가의 10%)
현지화를 미화로 예치한 후 세입 조치

3. 외무부는 1985.6.1. 동 매각 방안을 승인하였으며, 주브라질대사관은 85.11.20. 당초 견적가보다
14.6% 초과된 Cr$1,725,634.100에 판매 완료했음(1985.11.7.)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브라질대사관은 1986.4.15. 농장 관계 보유자금 243,874.80달러를 외환은행에 반납 조치하였음
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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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칠레대사는 1979.11.5. 주재국 토지성 장관을 두 차례(10.10. 및 10.30.) 면담, 대칠레 이민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장관은 한국인의 이주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보건사회부는 1980.7.1. 농업이민사업 수행을 위해 칠레에 한국해외개발공사 직원 1명을 현지에
상주 파견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

- 8.5. 동 공사 직원 1명 칠레 산티아고에 부임
주칠레대사는 12.11. 산티아고 남방에 위치한 Teno 농장을 후보지로 선정, 건의함.

- 동 농장은 200헥타르이며 헥타르당 2,700달러로서 과수단지로서 1급지
- 주칠레대사는 1981.1.15. 동 농장 매입 계약을 1980.12.29. 체결(소유인 명의: 한국해외개발공사 지사)하고
세금 관계 등을 수속 중임을 보고

2. 주칠레대사는 1981.1.21. 신이민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형식(집단
이민이 아닌 계약초청 이민형식)으로 소수 세대(10~20세대)를 농지 소유주의 명의로 초청하면 이민
사증을 발급하기로 주재국 이민 당국과 양해가 이루어져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7.25. 보사부가 8월 중 11세대를 동 농장에 이주 송출 예정임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외무성 등의 견해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은 8.4. 주재국 외무성 영사국장과의 만찬 시 한국 측 11세대가 이미 선발되어
비자 발급을 대기 중인바, 엄선된 새마을 지도자들로서 칠레 농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동 국장은 현재 동 건이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언급
신임 주칠레대사는 9.16. 주재국 Rojas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계기에 11세대 농업이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동 건을 특별히 검토해 왔으며 남아공 및 호주로부터도
이민 요청을 받았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허가 시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외무부는 10.21. 동 농장에 입주할 11세대가 4개월 이상 출국 대기 상태에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많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하고 교섭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
주칠레대사는 주재국 고위인사(토지성장관, 외무성 영사국장, 내무상, 농무상, 외무성 행정차관보
등)를 연쇄 면담, 협조 요청
주칠레대사관은 12.11. 주재국 외무성은 현 주재국 고용 실정 등을 이유로 11세대 농업이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한(12.9.)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주칠레대사는 12.21. 주재국 외무성 부장관을 면담, 동 공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동
부장괸은 당초 칠레 정부 당국과 합의가 있었다고 하나 합의 문서를 발견할 수 없고 토지성 장관은
교섭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장관이 아님을 지적

15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무부는 12.18. 동 농장을 매입 조치토록 주칠레대사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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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부는 1981.12.30. 칠레의 농업이민 비자발급 불허 조치에 따른 재추진을 위해 12.23.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시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기관은 최선을 다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었음을
외무부에 통보
주칠레대사는 1982.1.14. 주재국 외무성 정무차관보를 면담, 11세대 농업이민 사업 관련 주재국의
비자발급 불허 조치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차관보는 동 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주재국
정부의 정책 결정임을 양해해 달라면서, 외무성과의 구체적 합의도 없이 토지 구입 및 이민
1510

후보자 선발 등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
보건사회부는 2.1. 동 농장 소유권 명의 이전 등기는 한국해외개발공사 칠레 지사 명의로 하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주칠레대사는 2.11. 대통령비서실장을 면담, 11세대 칠레 입국 관련 협조 요청
외무부는 2.18. 동 농장의 금후 처리 및 운영 방안을 보고토록 주칠레대사관에 지시

- 주칠레대사관은 3.10. 가까운 시일 내 주재국의 정책 변경 기미가 없으므로 매각 처분이 합당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 교민 및 상사에 일시불 매각 또는 인수 의향을 갖고 있는 현지 교민에게 분할
상환조건 매각 방안을 건의
- 보건사회부는 3.31. 별도 조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 농장 매각을 보류토록 주칠레대사관에 지시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한국해외개발공사는 9.16. 동 공사 칠레 지사 명의로 3.4. 꾸리꼬 소재 행정문서 보관소에 농장
등기를 필하고 소유권 증명서도 발급받았음을 보건사회부에 통보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1.8. 11세대 중 5세대를 파라과이 산 페드로 농장으로 이주 조치하였음을
보건사회부에 통보

2. 1982.11.8.~9.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회의 시 한국 측(수석대표: 노재원 외무부
차관)은 잔여 6세대에 대한 칠레 입국 허용을 요청한 데 대해 칠레 측(수석대표: Covarrubias 외무차관)은
한국 측 요망을 관계 기관에 전달,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2.12.27. 잔여 6세대 중 아르헨티나 루항 농장 매입을 희망하는 2세대에게는
매각 이주토록 하고 4세대는 아르헨티나 산 하비에르 농장에 이주하는 방안을 보건사회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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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칠레대사관은 1983.1.19. 유휴 상태에 있는 Teno 농장을 현지인 또는 교민에게 임시적으로 임차
관리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보고함.
보건사회부는 4.1. 칠레 이주 예정 잔여 6세대 중 4세대는 아르헨티나 산 하비에르 농장 이주, 루항
농장 매입 이주 희망 2세대에 대해서는 동 농장을 임대 이주토록 한국해외개발공사에 통보
외무부는 4.30. Teno 농장 관리는 임대 조치하되 농업이민자 입국 시에는 임대계약 해약을
전제로 하고 임대기간 1년 단위 등 임대조건을 주칠레대사관에 지시

외무부는 1984.7.5. 정부는 남미 농업이민 농장문제 관련, 해외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Teno 농장
대책으로 칠레 정부와 이민 추진을 교섭키로 하였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

- 주칠레대사관은 8.2. 주재국도 참여하는 새마을 시범농장 건설 방안 등을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대책으로 보고

2. 주칠레대사관은 1984.11.23. Teno 농장(185헥타르)의 일부 토지(70.10헥타르)가 1970년대 초 주재국
정부가 실시한 농지개혁 토지로서 아직도 상환할 금액(약 56,500달러)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대사관은 12.18. 동 농장 최종 판매자가 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을 보고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5.3.14. 동 상환금액 관련 다음 요지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70.10헥타르는 1965년 칠레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개인에게 장기상환 조건으로 불하한 농지로 최근 밝혀
졌으며 1984.11월 상환금 미상환 농지에 대한 칠레 정부의 탕감 조치 등으로 약 4만 달러(16년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채무 확정
- 전 농장주와 전전 농장주 간 부채 문제는 완불하였음에도 단지 등기 서류상의 정리가 미필된 것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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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칠레대사관은 6.9. 동 농장 임대를 위한 광고를 게재했으며 최적격자를 선정, 임대조치 계획임을 보고
- 주칠레대사관은 7.12. 현지 교민 현창섭 씨만이 응모함에 따라 동인과 임차계약 체결 예정임을 보고
(임대기간 1년 및 연장가능, 미개간지 중 1차연도 20헥타르 개간, 1년생 단기작물만 재배, 보증금 2만
달러, 연간 임차료 대신 농지세 등 농장 관련 제반 세금 납부 등)
- 보건사회부는 7.28. 주칠레대사관의 임대 방안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주칠레대사관은 9.29. 동 농장 소유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 칠레 지사와 상기 현지 교민 간에 9.28.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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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1885.5.2.~3. 칠레 내무성 이민국장과의 회담에서 동 농장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바, 칠레 측은 주로 동양계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정 전 농장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한국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면서 주재국 외상과 내무차관의
방한을 현안 문제 타결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동 이민국장은 6.26.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에게 피노체 주재국 대통령이 Cardemil 내무차관에게
방한을 1986년으로 연기토록 지시했다고 언급
1512

- 동 국장은 연기 배경으로 최근 국내 정세(좌익 테러분자들의 공공시설 파괴 행위 급증)와 지난 5월 주재국
외상의 방한이 있었으므로 다소 시차를 두고 방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위층의 판단 등을 거론

2. 칠레 내무성 이민국장은 1985.6.26.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에게 Teno 농장 문제 등에 대해 자본, 기술
소유 이민 접수를 위한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바, 한국에 대해서는 매년 30세대를 접수할 계획이며
초기 단계에 9세대 농업이민 접수 후 매년 2세대씩, 최종적으로 18세대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7.24. 동 농장 건은 30세대 이민쿼터 설정 계획과는 별도 추진되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과수 11세대 송출 후 그 결과를 보아 잔여 7세대 송출을 검토코자 함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함.

3.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6.3.13. 해외협력위원회의 1984.6월 현지조사 결과 Teno 농장은 적정 시기에
재교섭을 통한 이주 추진이 정부 방침이었으며 이에 따른 동 농장 농축산 농업이주 3개년 개발계획서
(1차 연도인 86년에 농업이주 2세대 추진)를 수립, 칠레 당국과 접촉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4.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5.9.20. Teno 농장 토지 불하 대금 상환 문제 및 저당권 설정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토지불하 대금 상환 문제

- 동 대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며 동 농장은 칠레 지시장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나 동
지사의 법인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지 변호사와 협의, 법인 등록 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
조치
저당권 설정 문제

- 전 농장주와 전전 농장주 간의 문제이나 동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농장 소유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적절히 정리되도록 추진

캐나다 이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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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투자이주비 지급절차 보완 방안(분할지급) 관련, 외무부는 1986.3.14. 주캐나다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동 방안이 투자이주 계약 불이행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나 다음의 문제점을 고려, 투자이주비는 당분간 현행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통보함.
투자사업 관련 업무가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공관의 관할지역 또한 광대하여 각 투자
사업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움
동 이행 문제를 위요하고 공관과 투자이주자들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되어 교민 선도의 측면
투자이주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주 초기에 상당한 사업 착수 자금 필요
주에 따라 현지 도착 후 주정부의 승인을 득해 당초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투자사업 이행 여부 확인의 의미 없음

2. 주토론토총영사관은 1986.6.23. 주재국 연방하원 노동·고용 및 이민분과위원회는 다음 요지의 이민
정책 관련 건의안을 상정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가족 이민범위 확대

- 현행법상 형제, 자매, 21세 이상 자녀의 이민초청은 스폰서가 있고 직장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나,
동 건의안이 채택되어 이민법이 개정될 경우 스폰서가 있고 직업훈련만 마련되면 이민자격 부여
이민 수속 기간을 평균 232일에서 8주로 단축 등

3. 주캐나다대사는 1986.7.28. Gerry Weiner 신임 이민장관을 예방, 한국으로서는 주재국에 대해 외환통제를
철폐, 30만 달러의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재국 사회에 정착,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민을 엄선해 보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동 장관은 캐나다로서도 인구, 경제적 견지에서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환영하며 특히 투자이민을 환영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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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역효과 초래 우려

알제리 내 한국선원 억류사건, 1986

| 86-140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102 / 6 / 1~93(94p)

1. 1986년 알제리 내 한국 선원 억류사건 관련 12.5. 외무부 중동국 작성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사건 경위

1514

- 1986.6.4. 알제리 Skikda 항에서 원유를 선적하던 바하마 선적 유조선 Southern Cross호(선주: 미국 회사)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로 화재 발생
- 승선 선원 총 27명(전원 한국인) 중 3명 사망
- 생존 선원 24명 중 18명은 두 차례로 나뉘어 귀환했으나 선장 등 6명은 과실방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알제리
당국에 의해 구속 기소
석방교섭 활동

- 외무부는 알제리와의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방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 석방 노력 시도
- 7월 말 재외공관 관계관 1명(주프랑스대사관 박창일 참사관)을 알제리에 파견, 사체 3구 송환 교섭
(1986.8.20. 송환) 및 언어 불통으로 인한 선원 진술내용과 기소장 내용의 차이점 정정 조치 등 활동
재판 과정

- 알제리 사법당국은 선주 출두 등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1986.11.26. Skikda 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을 개정
-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 박창일 참사관 및 본부 마그레브과 직원을 재차 알제리에 파견, 조속한 석방
노력 경주
- 동 법원은 12.3. 선고공판에서 한국 선원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

2. 동 무죄판결 이후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동 선박 선장은 1986.12.9. 주프랑스대사관에 전화, 스키다-아바나 공항 간 통행증 발급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검사의 항고로 인해 한국 선원 6명 전원이 12.15. 2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
주프랑스대사관은 12.15. 2심 재판에서 선장 및 1항사에 대해서는 4개월 징역(형기 만료), 잔여
4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보고
외무부는 12.18. 영국 보험회사는 한국 선원 송출회사인 우양탱커(주) 측에 알제리 검찰이 동 판
결 직후 법원에 선원들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함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
주프랑스대사관은 12.18. 동 조치는 최종 법률심 상고기간을 상정,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임을
외무부에 보고
주프랑스대사관은 12.25. 6명의 한국 선원이 출국허가를 받아 12.26. 알제리를 출발 예정임을 보고

- 동 선원들은 파리 경유, 12.28. 한국 도착

가이아나의 한국어선 나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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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수리남대사관은 1984.3.3. 현지 흥영수산 기지장 보고에 의하면 3.2. 17:00경 어선 3척(동사 소속 세종
10, 22호 및 IOE 소속 마칸드라 2호)이 가이아나 접경 수역 조업 중, 가이아나 경비정에 나포되었으며,
동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갑판장은 경비정에 총격을 당함).
외무부는 3.4. 가이아나 및 수리남 정부에 동 건 해결을 위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토록 주수리남
대사관 및 주베네수엘라대사관(가이아나 겸임)에 지시
주수리남대사관은 3.4. 흥영수산에 의하면 총격을 받은 갑판장은 사망하였다고 함을 보고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3.5. 현지 가이아나대사관 측이 본국 정부로부터 동 사건에 관한 다음

- 3.3. 일상적인 초계 업무를 수행 중이던 가이아나 해상경비대는 항공 초계부대에 의해 발견된 50여 척의
침범 어선 중 3척을 나포했으며 선박을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발포할 수밖에 없었음.

2. 주수리남대사는 1984.3.7. 주재국 Amanh 외무차관을 면담, 주재국 관할수역(가이아나와 중복수역)내
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정당하게 조업한 한국어선 나포 및 선원 1명 사망을 지적하고 주재국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84.3.8. 다음 입장을 현지 주재 가이아나대사에게 전달토록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지시함.
나포 당시의 해역이 가이아나와 수리남 양측의 분쟁 해역이라 하나 동 어선은 수리남 정부의
허가를 득한 적법한 조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본건의 조속한 해결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지극히 필요하며 인도적 견지에서 우선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방면 요망

4. 주수리남대사관은 1984.3.9.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 8명은 3.8. 석방되어 3.11. 서울 도착 예정이며
3.10. 1차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함.
5. 주수리남대사는 1984.4.16. 주재국 수상 겸 외상이 4.12. Jackson 가이아나 외상에게 전화, 자국 관할
수역 내 어선 피랍 및 비무장 어선에 대한 발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가이아나 외상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나 수리남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함을
보고함.
6. 주수리남대사관은 1984.8.27. 흥영수산에 의하면 8.24. 재판에서 선장 1인당 12만5천 현지화
(약 1만 달러)의 벌금과 선박 압수의 판결이 있었다고 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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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의 전문을 입수했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V.1 19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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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1.16.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1.6. 이라크 건군 기념일 연설을 통해 페르시아 만
(걸프 만)을 항행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해 이라크 측이 선포한 일정 군사수역 내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재언급, 이란에 대한 해상전쟁 주력방침을 시사하고 있음을 상공부 및 항만청에 통보하고,
이란 항구(반다르 호메이니, 부세르 등)를 출입하는 한국 선박 및 교역 상품에 대한 보험가입 등 인명,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요청함.
1516

2.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4.2.1. 이라크 최고사령부가 이라크 공군 및 해군이 1.31. Khon Mousa
이란 항 주변수역에서 5척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발표했으며,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1.28. 이란 해역에
출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4.5.20. 최근 걸프 수역에서의 선박 피격 사태에 비추어 한국 선박을 포함한 각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주재국 측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토록 주이란대사관에 지시함.
주이란대사대리는 5.22. 외무성 Ahani 정무총국장을 면담, 필요조치 강구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총국장은 유조선의 안전 항행을 위해 주재국 해군 및 공군의 엄호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 측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 유념하겠다고 언급

4. 주이란대사관은 1984.5.25. 주재국 반다르 부세르 항에 대기 중인 한국 선원의 제보에 의하면 동일 정오경
반다르 호메이니 항에서 출항하던 자이언트호가 피격을 받아 침몰했으며 한국 선원은 무사하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대사관에 통보된 걸프 만 항해 예정 선박에는 동 선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선박 국적 등 관련 사항을 알려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5.26. 동 선박은 Giant Kim호(선적: 라이베리아, 선주: 일본)이며 선장 포함 25명의 한국
선원이 송출되었고 동 선원 전원이 무사하다고 함을 주이란대사관에 통보
주이란대사관은 5.27. 동 선박 선장과 통화 결과, 선장 등 선원 전원이 무사하고 반다르 부세르
항에서 대기 중이며 동 선박은 5.25. 02:10 반다르 호메이니 항 출항, 06:53 엔진룸, 07:25 엔진룸
근처를 공격받았다고 함을 보고(동 선원은 5.29. 한국 도착)

5. 1984.5.28. 외무부 중동국장 주재 걸프사태 관련 선박안전 긴급대책회의(동자부, 항만청, 선주협회
관계관 등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현행 안전 대책: 선사에 최대 안전대책 강구 지시, 반다르 호메이니 항 입출항 제한 기권고 등
향후 대책: 유조선의 경우 걸프 내 운항 중인 2척이 5.31. 호르무즈를 통과할 시 6월 말까지는 운항
계획이 없으며 그 이후 위험 시에는 외국 선박 용선 계획, 화물선의 경우 항만청 주관으로 대책 협의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조치,
1984-85. 전2권, V.2 1984.6-1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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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이라크전에 따른 한국 선박 안전조치 관련 외무부는 1984.6.7. 다음 요지의 항만청 주재 한국
선원 안전대책회의(6.4. 선원송출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관 등 참석) 결과를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함.
이란·이라크 전쟁 구역(걸프만 북위 27도 30분 이북 해역) 취항은 현지 사정을 감안, 승선
선원이 선주 및 대리점과 협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해당 대리점은 전쟁구역 취항 선원에 대한 전쟁보험 가입, 각종 보상금 지급 등 대책을 사전 강구
대리점과 전쟁구역 취항 선원은 입항국 한국 공관과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정확한 상황을 판단토록 함.

선주협회 관계관 등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걸프 만 사태로 선박 운항에 위험이 있으나 한국 원유수급 및 수출문제 등에 비추어 현재 걸프 만
항해 금지는 시기상조
걸프 만 항해 선박이 이란 전관수역을 준수토록 선사에 조치 등

3. 외무부는 1985.1.10. 이라크군의 해상공격이 최근 악화일로에 있으며 1.8. 한국 화물선 한림 마리너호가
이라크 공군기에 의해 피격된 사고가 발생한바, 이라크 측의 공격 강화 추세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이란 측의 공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항만청 및 동자부에 요청함.
외무부 중동국장은 1.16. Majid 주한 이라크영사를 초치, 동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 데 대해 동
영사는 이라크의 책임이 없다는 등 기존의 이라크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입장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

4. 한국 유조선 피격 관련 1985.2.25.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 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5.2.18. 15:40(현지 시간) 걸프 만 Lavan 섬(이란령) 남방 약 75마일 지점에서 대양선박 소속
유조선 Royal Colombo호가 이란 전투기로 보이는 전투기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아 통신실 손상
등 피해를 입은 사고 발생(인명피 해는 없음.)

- 동 선박은 사우디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목적지인 스리랑카로 항해 중 피격
외무부(중동국장)는 2.23.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초치, 항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촉구

5. 외무부는 1985.7.29. 이란 해군사령관이 7.23. 걸프와 오만 만을 통과하는 이라크행 화물을 몰수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한국 선박의 각별한 유의를 해운항만청에 요청함.

15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4.6.12. 외무부 중동국장 주재로 개최된 걸프사태 관련 선박안전 긴급대책회의(동자부, 항만청,

이란·이라크전 관련 해우소속 Royal Colombo호
피격사건, 19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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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9.17. 외무부 작성 한국 선박 피격 사고에 관한 보고 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9.16. 15:20경(한국 시간) 스리랑카 석유공사에 용선된 한국 해우선박 소속 유조선 로얄 콜롬보호가
사우디 원유를 선적한 후 스리랑카로 항해 중 카타르 동쪽 해상에서 국적 미상의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 선교 일부가 파손되고 한국 선원 28명 중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동 사고와 거의 동일한 시간에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 메드 헤론호도 원유 적재차 사우디
항구로 항해 중 역시 국적 미상기의 공격을 받고 한국 송출선원 19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은
1518

것으로 보이며 동 선박은 사고 후 바레인 항으로 항해 중
금번 사고는 피격 위치 등 제반 상황으로 보아 이란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 걸프 만 항해에 따른 안전조치를 보다 더 강화토록 할 예정

2. 1984.9.17. 외무부 중동국장 주재 걸프 만 선박사고 관련 실무자회의(동자부, 항만청, 선주협회,
해우선박 관계관 등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항만청 및 선주협회는 다음 대책 강화 방안을 검토, 각 선사에 권고

- 이란 측 설정 제한수역 남방해로(최대 20마일 남하) 운항 방안 및 신항로 개설 등
부상 선원 치료 및 보상에 만전

3. 외무부는 1984.9.20. 로얄 콜롬보호가 한국 국기를 게양하고 이란 측 제한수역 밖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었으며 외신이 이란 공군기의 공격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된
일로서 제한수역 밖을 항해하는 제3국의 순수한 일반화물 수송 민간선박의 항해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토록 주이란대사관에 지시함.
주이란대사대리는 9.24. 외무성 No-Parasti 법무총국장이 이란으로서는 제3국 민간선박에 대해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국이 이란·이라크전 발발 후에도 대이란 물자 수송에 협력
해 준 데 대해 사의 표명

4. 외무부는 1985.2.21. 상기 사건 발생 사실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 전투기가 공격한 것으로 확실시
되므로 본부는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해 항의할 예정임을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함.
외무부 중동국장은 2.23.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초치, 사전 정찰을 통해 선적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공해상에서의 중립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제 위법 행위로서
동 선박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권을 유보한다는 입장 표명

공해상에서의 한·일본 어선 충돌사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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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베리아 탱커(한국인 선원 승선)와 일본 어선 충돌 사고(1985.3.30.)
사건 개요

일본 측의 통보(1985.5.1.) 내용

- 본 충돌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일본으로서는 동 선박의 국적국인 라이베리아 및
승무원이 소속한 한국에 대해 본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동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한국-일본 어선 충돌 사고(1986.8.19.)
사건 개요

- 1986.8.19. 일본 미시마 북서방 23마일 공해상에서 한국 장어통발 어선과 일본 저인망 어선 간 해상 충돌
사고 발생
한국 측의 항의(1986.8.19.)

- 외무부 동북아1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일본 어선이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을 고의로 들이
받아 선체를 부수고 선원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 전달
- 현재 한국 관계 당국에서도 자세한 사건 내용을 조사 중인바, 일본 정부에서도 동 사건을 조사하여 책임 있는
해명을 해 줄 것을 요청
일본 측의 해명(1986.8.29.)

-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이 외무부 동북아1과장에게 일본 측의 진상조사 결과 통보
-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고의로 일본 어선 앞으로 뛰어들어 야기된 충돌사고이며, 한국 선원을 바다에 집어던
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으며, 안전에 대한 배려가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
- 피해 보상 문제는 민간어업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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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3.16. 라이베리아 선적 탱커 월드 콩코드호(38,828톤, 한국인 선원 26명 승선)가 LPG 45,805톤을
적재하고 아랍에미리트의 다스아일랜드 항을 출발하여 일본 향발
- 1985.3.30. 월드 콩코드호가 12:00~13:00 사이에 오키나와 앞 해상에서 일본 어선(17.6톤, 선원 5명)과
충돌하여 일본 어선이 전복되고 선원 전원이 실종되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나, 월드 콩코드호 측은 충돌
사실이 없으며 동 일자에는 동지나해를 통과하였다고 주장
- 1985.4.2. 월드 콩코드호가 일본 사카이데 항에 입항(기관 고장 수리)
- 1985.4.29. 월드 콩코드호가 일본 사카이데 항을 출항(한국 선원 귀국)
- 1985.5.2. 월드 콩코드호가 일본 가라츠 항에 입항하여 LNG 하역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986. 전2권, V.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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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5월간 한국 어선의 일본 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 어선 나포에 관한 내용임.
1. 제11 유성호, 제16 아진호가 일본 영해 내 조업 중 나포되어 마이쓰루 항에 강제 입항(1986.1.8. 주오사카
총영사관 보고)
2. 동호호 등 한국 어선 3척이 나포되어 이즈하라 항에 억류(1986.2.7.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1520

3. 부영호 등 한국 어선 2척이 이즈하라 항에 억류되어 조기 귀항을 위한 제반조치 건의(1986.2.21.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4. 1985년 중 한국 어선의 일본 영해, 전관수역, 금지구역 침범 동향 자료(1986.2.25. 주후쿠오카총영사
관 보고)
5. 일본 수산청 구주어업 조정사무소 연락에 의하면 한·일 어업협정 제8항(C)에 의거, 1986.2월중 한국
어선 231척이 선명, 등록번호를 은폐,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1986.3.28.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6. 1986.4.22. 일본 제10관구 해상보안부 연락에 의하면 한국 어선(평림호)이 일본 영해 침범으로 나포되어
우시부가시 항에 억류 중이니 조기 귀항을 위해 벌금 등이 조속 송금되도록 조치 건의(1986.4.22.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7. 1986.3월중 한국 어선 372척이 선명, 등록번호를 은폐, 조업 금지구역 침범(1986.5.9.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보고)
8. 효종호는 1986.5.17. 약식 재판 결과 부과된 벌금 20만 엔을 지불하고 5.18. 부산항으로 출항(1986.5.19.
주나고야총영사관 보고)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986. 전2권, V.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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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12월 한국 어선의 일본 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 어선 나포 등에 관한 내용임.
1. 1986.6.3.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연락에 의하면 한국 소형 저인망 어선 봉길호가 전관수역 침범으로
나포되어 이즈하라 항에 억류(1986.6.3.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2. 1986.6.24.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연락에 의하면 경일호가 영해 침범으로 나포되어 이즈하라 항에
선박 압류 또는 선원을 장기 억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 어선에 대한 감독 강화 건의(1986.6.25.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3. 일본 수산청 구주어업 조정사무소 연락에 의하면 1986.5월중 한국 어선의 영해 침범 3건, 전관수역
침범 없음(1986.6.26.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4. 일본 수산청 구주어업 조정사무소 연락에 의하면 한·일 어업협정 제8항(C)에 의거, 1986.5월중 한국
어선 27척이 선명, 등록번호를 은폐, 일(조업) 금지구역을 침범(1986.6.26.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5. 1986.10.30. 나가사키 해상보안부 연락에 의하면 제11 남영호가 영해 침범으로 나포되어 나가사키 항에
억류(1986.10.31.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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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중이며 동 어선은 일본 측이 6.10. 벌금 대폭 인상 후 처음 나포된바, 벌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한국 선박 필리핀 억류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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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102 / 14 / 1~9(9p)

1. 필리핀 세관당국은 1986.5.3. 한국의 두양상선 소속 선박‘두양다이어먼드호’
를 필리핀산 원목을
밀수출한 혐의로 선원과 함께 억류함.
필리핀 세관당국은 3천 톤급 한국 화물선인‘두양다이어먼드호’
가 필리핀 수역에 허가없 이 들어와
1986.2.16.~18. 기간 중 원목을 불법 선적한다는 이유로 억류함.

- 동 선박에는 24명의 한국 선원이 승선

1522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86.5.23. Tanada 필리핀 관세청장을 접촉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선박과 선원에 대한 억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동 관세청장은 동 사건에 대한 심문
종료 후 제출될 권고안에 따라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해 주겠다고 언급함.
두양상선 측에서는 정경섭 이사를 현지에 파견,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동 사건 해결에 임함.

3. 주필리핀대사는 1986.6.6. Maceda 필리핀 자원장관을 면담하고, 동 장관과 한국 선박 억류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이어서 주필리핀대사는 Sebastian 세관 경찰국장과 Tanada 관세청장을 각각 만나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바, 동인들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우호적인 해결을 확약함.

소련의 한국 어선(제101화동호) 나포사건, 1986

| 86-14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102 / 15 / 1~220(220p)

1. 사건 경위
1986.10.7.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이 일본 북해도 동남방 120마일 해역에서 조업 중 소련 함대에
의해 북쪽으로 예인됨.

- 어선명: 부산 화동수산 소속 101 화동호(295.3톤)
- 선원 수: 26명(선장: 천용진)
- 사고 추정 위치: 북위 41도 24분, 동경 147도 02분(소련 경제수역 외측 한계 부근)

정부는 소련과 국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 발생 이후 일본 및 오스트리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선박 및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함.
1986.11.8. 소련 외무성은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다음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함.

- 한국 어선 101 화동호는 소련 극동 경제수역 내에서의 불법어로를 이유로 소련 관계 당국에 의해 시코탄
섬의 크라와보와자 만에 예인되어 재판을 받음.
- 소련 남쿠릴 지역 인민재판소는 1986.10.23. 선장에 대한 벌금 5만 루블(약 7만 달러), 소련 경제수역
내 생물자원에 미친 손해배상 165,556루블(약 24만 달러), 어로 장비 및 어구의 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림.
- 선원 전원은 건강하며, 동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손해배상 총액 215,556루블(약 31만 달러)을 송금하는 대로
석방할 것임.
외무부는 소련 측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손해배상 지불 문제에 관해 수산청 등 관계부처 및 선박회사
(부산 화동수산)와 협의한 결과, 선박회사 측은 소련 측 판결 금액을 지불키로 결정함.
정부는 1986.11.14. 오스트리아 정부에 선박회사 측이 소련 측 판결금액을 지불키로 결정하고 송금
준비 중임을 소련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선박회사가 1986.11.15. 소련 측 판결금액 21,556루블(한화 2억7천만 원 상당)을 소련 측에 지불함.
소련 측은 1986.11.20. 시코탄 섬 현지에서 선박 및 선원 전원을 석방하였으며, 동 선박은
1986.11.26. 부산항에 입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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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처리 과정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검토,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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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3 / 2 / 1~161(161p)

1. 외무부는 1981.4.29.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사, 관저 및 직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액을 보고토록 지시함.
부지: 외교단지 내 99년간 임차(상호주의 약속, 연 임차료 3천 달러)
관저: 1981년 중 신축, 청사: 1983년 중 신축, 직원주택: 1982~83년 신축

2.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981.5.5. 다음과 같이 신축 소요 예산을 보고함.
1524

관저(200평): 90만 달러, 청사(300평): 99만 달러, 직원주택(5동): 73만 달러

3.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981.5.7.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임차 계획을 건의함.
위치 및 규모: 외교단지 내 부지 1,686평
조건

- 99년 장기 임차(연 임차료 3천 달러)
- 상호주의 원칙하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상주공관 개설 시 같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각서
제출

4.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직원 주택 신축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81.5.16. 관저 및 청사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보고함.
1981.5.24. 관저 신축 예산을 212평, 96만 달러로 정정 보고

5.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984.5.16. 아랍에미리트 시청으로부터 한국 대사관 및 관저용 대지
(200x300 피트) 사용 동의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았으며, 신축 예산 규모를 5.20. 다음과 같이 정정 보고함.
신축 규모: 500평(청사 300평, 관저 200평)
소요 예산: 350만 달러

6.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985.2.8. 재외공관 청사·관저 신축사업 계획서를 작성, 보고함.
7. 주아랍에미리트대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기간 중인 1986.3.23. 외무부장관 개별 면담 시 현지 건물
신축지 부근의 제반 부대시설이 미완성 상태이므로 여건이 유리해질 때까지 신축 사업을 연기하도록
건의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이전 검토,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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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3 / 3 / 1~62(63p)

1.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3.6월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인근에 고층 상가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완공(1984.6월) 이후에는 보안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을 들어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이전을 건의함.
현 청사와 관저를 처분하여 타 지역에 대지를 물색하여 신축하는 방안 제시

2. 외무부는 1983.7.14.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건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1983년 및 1984년
국고채무 부담행위 예산이 기확정되었으므로 1985년 이후 동 사업을 검토 예정이라고 통보함.

외무부에서 부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반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지역: Damansara
면적: 33,122평방 피트(931평)
예상 시가: 576천 달러(미화)
소유주: 공무원 주택공사

4. 외무부는 1984.10.22.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건의에 대해 관저용 부지의 적정성 여부는 대사관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되 매입 예산은 1985년 국고채 예산 사정 변경 시 조정, 추진할 방침임을 통보함.
5.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5.4.2. 외무부에 대사관 청사 및 관저의 타 지역 이전 신축 시 현 공관 및
관저 판매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1986년도 국고채무 부담행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4.10.17. 우선 다음과 같이 관저용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을 건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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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리타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매입,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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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3 / 4 / 1~68(68p)

1. 주모리타니대사관은 1983.3.14. 동 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외무부에
보고함.
부지 매입

- 위치: 외국공관 신축 예정 지역 중 도심 및 주거지로부터 최단 거리
- 규모: 3,188평(10,540평방미터)
- 가격: 52,700달러(미화)(2,635,000우기아)
1526

신축 규모

- 청사: 121평(400평방미터)
- 관저: 148평(148평방미터)
- 직원 주택(3동): 227평(750평방미터)
소요 예산(총 1,674,700달러)

- 부지 매입: 52,700달러
- 설계·감리 용역: 92,000달러
- 공사비: 1,530,000달러

2. 주모리타니대사관은 1984.8.1.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수정
건의함.
부지 규모

- 3,163평(10,438평방미터)
소요 예산

- 63,258달러(4,175,000우기아)
특기 사항

- 1983년에 비해 토지 가격 상승

3. 외무부는 1984.8.28.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가격을 60,000달러로 인하 교섭토록
주모리타니대사관에 지시함.
동 대사관의 교섭을 통하여 부지 매입 가격이 52,248달러(4,023,100우기아)로 조정

4. 모리타니의 재무·상무성이 1985.3.23. 주모리타니대사관의 부지 매입을 허가함에 따라 동 대사관은
1985.9.24. 모리타니 재무성 토지국에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함.

주네팔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검토, 1984-85

| 86-1414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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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3 / 5 / 1~15(15p)

1. 주네팔대사관이 1984.3.27. 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대사관 청사

- 위치: 시내 중심가 외국공관 청사 건물 위치 지역
- 대지: 약 450평
- 건평: 약 170평
- 가격: 약 22만 달러(미화)
관저

2. 외무부는 주네팔대사관의 건의에 대해 1985년도 국유화사업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현 시점에서
예산에 반영키 어렵다는 입장을 1984.4.2. 동 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주네팔대사관의 청사 및 관저 매입을 위한 예산 137만 달러를 확보하고 1985.1.14. 동 대사관에
청사 및 관저 매입을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동 대사관은 1985.2.21. 외무부에 매입 대상 건물들이
구입 후에도 대대적인 증개축을 해야 하는 등 과다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 청사 및 관저 매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고함.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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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후보지: 대지 약 2,300평, 건평 약 500평, 가격 약 110만 달러
- 제2 후보지: 대지 약 3,000평, 건평 약 300평, 가격 약 115만 달러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1-86.
전2권, V.1 1981.1-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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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6 / 1~186(187p)

1. 주카타르대사관은 1981.6.24.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신축계획 개요

- 위치: 카타르 수도 도하시 West Bay 지역 New Doha 개발구역 내 외교단지
- 부지 면적: 4,500평방미터(약 1,364평)
- 사업 내용: 청사, 관저 신축 및 조경·부대시설
- 건축 연면적: 청사 857평방미터(약 260평), 관저 507평방미터(약 154평)
1528

예상 소요예산

- 순 공사비: 280만 달러
- 가구설비 및 집기 구입비: 50만 달러
- 설계 및 감리 용역비: 30만 달러
- 합계: 360만 달러

2.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사업에 관한 신축규모, 소요예산 등의 현지 검토 및 동 대사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외무부 재외공관용 부동산 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일행이 1981.12.5.~7. 카타르를 방문함.
3. 주카타르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사관 청사 및 관저 규모를 각각 200평으로 조정할 경우
소요되는 총 공사비 및 소요 예산을 1982.3.10. 외무부에 보고함.
총 공사 소요 비용(2,646,119달러)

- 설계 및 감리 비용: 180,000달러
- 현장 측량 및 지질조사 비용: 15,870달러
-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 경비: 2,450,249달러
연차별 소요예산

- 1982년도: 1,298,482달러
- 1983년도: 1,225,125달러
- 1984년도: 122,512달러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1-86.
전2권, V.2 1982.4-1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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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7 / 1~274(274p)

1. 주카타르대사관은 외무부의 승인하에 1982.6.15.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공간연구소(대표 김수근)와 체결함.
계약 금액

- 설계 용역비: 119,532달러
- 감리 용역비: 60,142달러
- 총계: 179,674달러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됨.
제1차 공개경쟁 입찰

- 1983.1.13. 입찰 공고: 카타르 진출 5개 한국 업체 초치, 공고 전달
- 1983.1.26. 현장 설명: 4개 업체(현대, 대림, 덕산, 정우) 참가
- 1983.1.30. 입찰 실시: 입찰자가 없어 자동 유찰
제2차 공개경쟁 입찰

- 1983.1.31. 재입찰 공고
- 1983.2.12. 재입찰 실시: 2개 업체(대림, 덕산) 참가
- 2개사의 응찰액 모두 예정가 이상이기 때문에 유찰

3. 주카타르대사관은 외무부의 승인하에 1984.12.27.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시설 공사 계약
(수의 계약)을 한국건업주식회사와 체결함.
계약 금액

- 3,270,000달러
신축 규모

- 청사: 약 791평방미터(약 240평)
- 관저: 약 840평방미터(약 254평)
- 부대시설: 약 35평방미터(약 11평)
공사 기간

- 1년

4.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및 관저 건축이 완료되어 1984.12.31. 청사 및 관저 이전이 이루어짐.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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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카타르대사관은 1983년 중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2차례의 공개경쟁

주칠레대사관 청사 매입,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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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9 / 1~218(218p)

1. 주칠레대사관은 1983.1.5. 다음 건물을 대사관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것을 외무에 건의함.
위치

- 외국공관 다수 소재 지역인 Providence 지역
규모

- 대지: 1,000평방미터 (약 303평)
- 건물: 700평방미터 (약 212평)
1530

구조: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매입 가격: 70만 달러

2. 주칠레대사관은 1984.10.23. 다음과 같은 새로운 건물을 대사관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위치

- 외국공관 다수 소재 지역인 Providence 지역
규모

- 대지: 3,006평방미터
- 건물: 1,015평방미터
구조: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매입 가격: 80만 달러

3. 외무부는 1984.12.28. 상기 건물의 매입을 승인함.
매매 가격(775,000달러)

- 건물 가격: 625,000달러
- 수리비: 150,000달러

4. 주칠레대사관은 1985.4.16. 대사관 청사 매입계 약을 체결하고 동 매입 대금 625,000달러를 지급함.
5. 주칠레대사관은 외무부의 승인하에 1985.10.3. 대사관 청사 수리공사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
소요 예산: 143,100달러 상당

6. 주칠레대사관은 동 청사 수리공사를 완료하고 1986.6.6. 주재국 당국의 준공검사를 마침.

주제네바대표부 청사 매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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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10 / 1~213(213p)

1.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가 다음과 같이 건의한 대표부 청사 매입 계획을 1985.10.10. 승인함.
위치

- 제네바 국제기구 소재지
규모

- 대지: 2,840평
- 건물: 2층 콘크리트조 방 17개(1950년대 건축)
합의 매매가격
수리비 기타

- 80만 프랑(약 36.8만 달러)
증축액

- 100만 프랑(약 45.9만 달러)

2. 주제네바대표부는 건물 소유주와의 재교섭을 통해 매매 가격을 750만 프랑에서 737.5만 프랑으로
인하, 합의하고, 1985.10.31. 제네바 주정부에 매입 허가 신청서를 정식 제출함.
주제네바대표부는 향후 소요비용을 1985.11.1. 다음과 같이 수정 보고함.

- 매입 가격: 737.5만 프랑
- 본건물 입주 시 기본 수리비: 약 30만 프랑
- 부속건물 신축 비용: 약 100만 프랑
- 부동산 매입등기, 공과금 등: 약 20만 프랑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11.1. 다음 관계서류를 외무부에 제출함.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조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계획서
주재국 정부에 대한 매입허가 신청서

4. 주제네바대사는 1985.11.7. 제네바 주정부 경제부 법률국장을 면담하고 동 청사 매입을 조속 승인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도 1985.11.11. 주한 스위스대사를 접촉하여 스위스 측의 협조를
요청함.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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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만 프랑(약 344만 달러)

주홍콩총영사관 청사구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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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03 / 11 / 1~236(236p)

1. 외무부는 홍콩의 장래에 관한 영국·중국(구 중공) 간 협정 발효(1985.5.27.)로 홍콩이 중국에 귀속될
예정임에 비추어“홍콩 내 토지를 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향후 중국에 대하여 홍콩 내 기득권 확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1985년 이후 홍콩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구입안을 검토함.
2. 외무부가 1986.1.17. 주최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홍콩 부동산 구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1532

홍콩에 대한 투자는 2가지 방법으로 검토함.

- 명실상부한 코리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의 구입문제는 중장기적 견지에서 계속 검토 필요
- 단, 주홍콩총영사관의 중요성, 대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 표시 및 향후 대중국 기득권
확보의 견지에서 우선 공관 건물 2~3개 층을 정부 재산으로 구입

3. 주홍콩총영사관은 1986.3.12. 다음과 같이 공관 건물 구입을 건의함.
건물 위치

- 홍콩 중심가에 인접한 신흥 사무실 건물 구역 소재 Far Eastern Financial Centre 빌딩
건축 연도: 1982년
면적: 층당 10,800평방피트
매매 대상층: 5~6층 및 16층(이 중 2개 층 구입)
요구 가격

- 평방피트당 2,200홍콩달러
조건

- 홍콩정청의 획일적인 방침으로 75년간 임대 후 75년간 재임대 가능

4. 주홍콩총영사는 외무부의 승인하에 1986.9.30. 상기 건물주와 다음 내용의 공관 청사 구입계약서에
서명함.
구입 건물

- Far Eastern Financial Centre 빌딩 5층 및 6층
구입 가격

- 38,815,200홍콩달러(약 4,970,308달러)
조건

- 1980.7.23.(판매조건 일자)부터 75년간 임대로 하고 75년간 재연장권 유보

주오사카총영사관 청사 건물 등기문제, 19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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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12 / 1~192(192p)

1.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74.11월 청사 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하면서 동 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등기를 필하였으나, 건물을 등기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등기하는 경우 입주 당시부터 동 건물의 1층
및 2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외환은행 오사카 지점의 계속 존치 가능 여부 및 점유 부분에 대한
주재국의 세금(자산세 등) 과세 문제로 이를 보류해 옴.
2. 관할구청은 1980년경부터 주오사카총영사관이 외교공관 건물로서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이는 총영사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서 과세에 목적이
있으나,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외환은행의 입주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동 사용 구분도
제출을 회피함.

3. 관할구청이 1982년 이후 외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서를
부가함에 따라,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주재국 관계 당국과 교섭하여 1982년도분의 비과세 처리 입장을
확인 받고 연이어 1983~85년도분에 대해서도 면세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이와 함께 외환은행 오사카 지점도 1985년도 상반기 내에 이전하기 위하여 일본 대장성에 점포
이전 승인서를 신청함.

4. 주오사카총영사관 건물의 1층 및 2층을 임대, 사용해 온 외환은행은 1985.4.13. 이전하였으며, 주오사카
총영사관은 1986.12월 동 건물의 등기를 완료함.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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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과 아울러 공관 건물의 사용 구분도 제출을 요청함.

주Los Angeles(미국)총영사관 이전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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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13 / 1~72(72p)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6.1월 및 4월 다음과 같이 로스앤젤레스 Korea Town에 위치한 건물을
구입, Korea Center를 설립할 것을 건의함.
로스앤젤레스 Korea Town의 중앙에 위치한 TEXACO 건물을 구입, Korea Center를 설립하여,
총영사관, KOTRA, 외환은행지점, 캘리포니아 외환은행(현지법인) 본점, 관광공사 지점 등을
입주시킴.
동 건물은 1,400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캘리포니아
1534

외환은행(현지법인)이 1,000만 달러를 들여 신축 중인 사업 대신 동 건물을 매입하여 상기와 같이
활용함.

2. 한국외환은행은 TEXACO 건물을 구입, Korea Center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사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캘리포니아 외환은행(현지법인)이 이미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중단이 곤란함.
캘리포니아 외환은행(현지법인) 본점과 한국외환은행 지점의 공동 사용분을 제외한 약 4,000평의
임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관리 전문회사 용역 시 용역비 과다 및 관리 소홀 우려
TEXACO 건물 1층에 FIB(First Inter-state Bank)가 영업하고 있어 영업 경쟁상 불리함.
Capital Adequacy 문제가 있음.

- 건물 구입비 1,400만 달러에 추가로 600만 달러의 보수비가 필요
- 은행의 고정자산 투자는 자본금의 75%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캘리포니아 외환은행(현지법인) 본점 및 Whole sale 취급 점포인 한국외환은행 지점은 그 영업
및 기능상 금융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성이 큼.

- 캘리포니아 외환은행(현지법인) 본점 신축 부지는 Korea Town과 금융 중심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TEXACO 건물은 Korea Town에 위치함.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관저 매입, 19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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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 / 14 / 1~350(350p)

1.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0.8.28. 관저용 건물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한 공증 문서에 조인함으로써
동 부동산을 인수함.
동 관저 구입 계약일은 1980.7.29.임

2. 동 관저 매입 예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1980.9.20. 현재).
총 차입액: 1,529,000달러(외환은행 뉴욕지점)
총 지출액: 1,523,458.64달러
지출 내역

- 건물가: 1,450,237.03달러
- 법적 부대경비: 29,221.61달러
- 수리비: 44,000달러

3.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6.9월 관저 식당의 수리·증축을 위한 예산 20,000달러를 신청함.

15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잔액: 5,541.36달러(반납 예정)

주카메룬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 86-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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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 / 1 / 1~184(184p)

1. 주카메룬대사관은 1985.2.11. 현 임차 사용 관저의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함.
현 관저 매입 이유

- 주재국 내 여타 외교사절 관저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1978.9월 신축 당시부터 한국대사의 관저로 널리
알려져 있고 향후 필요시 매각 용이
- 신축 시 고급주택 지역 대지 확보 불가능

1536

2. 외무부는 1985.3.21. 내부건의를 통해 상기 관저를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985년도 국고채부담행위 예산으로 매입 승인키로 결정함.
관저 규모

- 대지 1,968m²
, 건물 558.40m²
건물 형태: 2층 양옥
감정 가격: 268,453,855프랑세파(548,862달러)
매입 소요예산: 455,534달러

- 계약금액(대지, 건물 및 수리비): 225,367,000프랑세파(450,734달러)
- 부대경비: 2,400,000프랑세파(4,800달러)
양도 시기: 대금지불과 동시 현 점유 부동산 인수 및 소유권 등기

3. 본 문서철에는 매매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평가조서, 관저 사진, 부동산 등기부, 자금 집행 내역,
수리공사 설계도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독일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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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 / 2 / 1~209(209p)

1. 주독일대사관은 1981.5.21. Bad Godesberg 지역 소재 주택을 대사관저 후보 건물로 외무부에 다음
요지로 보고함.
동 지역은 보안이 양호하며 주재국 유력인사가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인근에 수개의 외국 대사
관저도 소재
대지 4,108m²
, 건평 810m²
, 경비는 6,385,000마르크 소요 예상되며 아랍 산유국 공관에서 동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니 조속 조치 필요

관저 매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추진키로 의결되었음을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하고 적정 건물을
계속 물색하되 1982년 예산 확정 후 추진토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82.1.27. 주독일대사의 귀국 중 대사관저로 매입 건의한 바 있는 Venusberg 지역 소재
건물 내역을 보고토록 주독일대사대리에게 지시함.
풍치보존지구에 위치한 동 부동산은 대지 10,458m²
, 연건평 500m²
, 매입가 6,500,000마르크 소요
예상

4. 외무부는 1982.2.11. 관저 매입 건의 건물의 적정성 등에 관한 현지 검토를 위해 부동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 2.17.~20. 현지 출장 예정임을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함.
동 자문위원은 출장보고에서 동 건물은 수리, 개조, 증축 시 여타 공관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이며
한국 측의 확정적 매입의사를 3월 중순까지 회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5. 외무부는 1982.3.5. 관저 구입을 금년도 국고채 예산으로 매입하는 데 대해 예산 당국의 원칙적 동의를
득했음을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하고 본부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함.
6. 본 문서철에는 주독일대사 관저 후보 건물 사진, 상기 Venusberg 소재 부동산의 개조, 증축 계획서,
도면 등도 수록되어 있음.

15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1.6.8. 재외공관 부동산관리위원회의 금년도 국유화사업 조정 심의에서 주독일대사

주독일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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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 / 3 / 1~167(167p)

1. 1982년 주독일대사관의 대사관저 매입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독일대사관은 7.5. 그간 매입 교섭을 해오던 Venusberg 소재 건물 관련 법적 및 가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오던 중 다음 후보건물이 새롭게 나타났으며 동 건물이
가격이 비슷한 데 비하여 대지 및 건평이 훨씬 크므로 동 건물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

- Bonn-Bad에 소재, 대지 6,000평, 건평 330평, 매입소요 총액 760만 마르크(약 320만 달러)
- 1층 전체를 응접실 및 식당으로 개조 필요 등
1538

외무부는 7.8. 긍정적으로 검토코자 하니 관련 서류 보고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주독일대사관은 9.2. 건물주는 가족 내부문제(유산 상속)를 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소개업자 및 변호사 등과 협의, 10.9.한 한국 정부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성안, 내주 공증 예정임을 보고
9.10. 주독일대사관은 10.9.한 한국 정부 승인 및 부동산 매입 권한 위임을 계약 유효조건으로 하
는 매매 계약서에 9.9. 서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 송부
외무부는 9.27. 재외공관 국유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동 관저
매입을 검토코자 함을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하고 가계약 기간을 1개월간 연장 교섭토록 주독일
대사관에 지시

- 주독일대사관은 10.4. 건물주 측이 제반 사정상 당초 기일보다 3일 연장된 10.12.까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함을 보고
외무부는 동 부동산 매입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10.12. 매입 불가 방침 결정
외무부는 10.13. 다각적으로 검토 결과, 동 부동산 규모가 과대하므로 적정 규모의 여타 대상건물을
물색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관저 후보건물의 도면, 평가조서, 수리계획 자료, 매매가 계약서,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
자금 차입 및 상환 계획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독일대사관 관저 매입, 1982-86. 전3권,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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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 / 4 / 1~214(214p)

1. 주독일대사관의 대사관저 매입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독일대사관은 1984.1.6. Bonn 시에서 A급 주택지로 알려진 Venusberg 소재 주택(수리비 포함
약 110만 달러) 매입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
외무부는 1.17. 동 매입 교섭을 추진하고 최종 매입가격 전망을 보고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주독일대사관은 1.23. 동 건물주 측이 제시한 수리내역 및 견적에 따르면 현 건물가격(160만
마르크)을 상회하는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입 추진을 당분간 보류해 줄 것을
건의
적정 건물이 나왔을 경우에도 각 공관 등 구매자들 간의 매입 경쟁이 치열한 실정에 비추어
200~250만 달러 한도의 적정 매물이 나왔을 시 이를 우선 commit할 수 있도록 사전 위임을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6.23. 동 한도에서 적정 건물이 있을 경우 매입 추진 지시
주독일대사관은 7.26. 매입 추진한 바 있는 Bad Godesberg 소재 관저후보 건물 소유주로부터
새로운 매입조건(매입가의 파격적 인하) 제의를 받고 검토 결과, 동 건물을 매입코자 함을 보고

- 1982년 320만 달러로 가계약한 바 있는 동 건물을 현 시점에서 매입할 경우 약 240만 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 및 마르크화 환율 차이 등에 기인
외무부는 8.29. 매입 가격은 240만 달러로 하되 대지 및 건물대금은 170만 달러를 지급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기타 부대경비 70만 달러는 공관 책임하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계약토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
주독일대사관은 9.10. 동 건물에 대해 10.7.한 한국 정부 승인 및 부동산 매입 권한 위임을 계약
유효조건으로 하는 매입 계약서에 9.7. 서명하였음을 보고
외무부는 9.26. 내부결재를 통해 상기 주독일대사 관저를 매입키로 결정

- 규모: 대지 5,569평, 연건평 391평(지하 1층, 지상 3층)
- 건축연도: 1880년(1907년 및 1950년 증축, 1978년 개조수리)
- 매매가: 총 240만 달러(순부동산가: 167만2천 달러, 수리, 조경공사 등: 72만8천 달러)
주독일대사관은 1985.2.22. Bonn 지방법원은 1985.2.12. 동 건물 소유권이 동 대사관에 이전되었음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2. 본 문서철에는 매매 계약서, 동 관저 사진, 등기부 및 예산 집행현황 관련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15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독일대사관은 6.9. Bonn의 특수 사정상 관저로서의 적합한 건물이 극히 희소할 뿐만 아니라

주필리핀대사관 관저 부지 매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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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86년 주필리핀대사 관저 부지 매입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필리핀대사관은 1985.1.14. 관저를 물색해 왔으나 주재국 형편상 적어도 150만 달러는 주어야 하고
그나마 주택과 정원 구조가 공적 활동에 적합한 것이 없어 대지를 구입한 후 적당한 시기에
관저를 신축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
외무부는 4.1. 관저 신축은 현 관저 임차 기간을 감안, 1986~88년까지 관저가 완공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동 소요액을 연도별로 구분, 1986년 국고채 예산 요구 시 제출토록 주필리핀대사관에
1540

지시
주필리핀대사관은 10.9. 관저 부지 최적 후보지 2곳을 보고
주필리핀대사관은 1986.3.15. 주재국 정세로 지연되어 왔던 관저부지 매입 계약을 3.14. 체결하고
동 부지 구입비 688,400달러를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서 차입, 지불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3.2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공관장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구비서류 제출 후 본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동 절차를 취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대금 지불은 동 시행령 위반임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우선
제출토록 지시
외무부는 4.7. 내부결재를 통해 동 부지 매입을 승인키로 결정

- 위치: Metro Manila Market Forbes Park의 Harvard가 2번지 소재
- 규모 및 계약금액: 대지 6.884m²
, 688,400달러(8,000,000페소)
외무부는 4.8. 상기 관저용 부지 매입 승인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하고 본부 승인 없이 계약서
서명 및 대금 완불하게 된 사유를 보고토록 지시

- 주필리핀대사관은 4.14. 주재국의 2.25.~28. 정변으로 신정부 수립 후 외국인 투자전망 등이 밝아지자
소유주는 당초 합의와 달리 매각 의도 자체를 포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자
즉각적인 계약서 서명 및 대금 완불을 요구하였음을 동 사유로 보고
주필리핀대사관은 5.30. 관저 신축을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측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데
대한 방침 회보를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6.13. 관저 신축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년 중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명년도에 추진할 것을 지시

2. 본 문서철에는 부지 관련 자료, 매매 계약서, 감정서, 경비 총액 설명서, 자금차입·상환 계획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전3권,
V.1 1985.10-12

| 86-142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4 / 6 / 1~131(132p)

1. 1985년 주우루과이대사 관저 매입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985.12.9. 대부분의 현지 주재 외국대사들의 관저들이 집중해 있는
Carrasco 지역 소재 관저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985.12.13. 동 건물 매입에 수리 및 부대경비 포함 660,500달러가 소요
예상되며 건물주는 명년 1.15. 이전 본 계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1985.12.30. 관저 매입비 700,000달러를 배정하니 자금 소요 시기별로 외환은행
파나마지점에서 차입토록 주파나마대사관에 지시

- 차입 조건: 원금상환은 차입 익년부터 10년간 균등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Libo Rate +1.5% 이내

2. 본 문서철에는 매입 예정 관저 도면 등도 수록되어 있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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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4,200m²
, 건평 1,000m²
, 프랑스식 2층 건물, 매입예정가격 65만 달러
- 현 관저의 임차계약이 1986.6.30. 만료되며 동 건물주는 매각처분 계획 중으로 주재국 사정상 새로운
주택 건설이 없어 주택 임차료 급등
- 구매능력 부재 및 고정환율제 폐지로 대규모 주택의 구입 가격은 과거에 비해 최저 가격으로 하락 (3년 전
가격의 1/3 가격에 구입 가능)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전3권,
V.2 1986.1-2

| 86-142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4 / 7 / 1~112(112p)

1. 1986년 주우루과이대사관의 대사관저 매입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6.1.13. 내부결재를 통해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을 승인키로 결정

- 매매합의 가격: 580,000달러, 수리비, 변호사비, 소개료 등 부대경비: 120,000달러
- 건물 구조: 2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부동산 규모: 대지 1,272.72평, 건평 303평
- 예산 조치: 1985년도 국고채예산 70만 달러 배정(1985.12.30. 배정)
1542

외무부는 1986.1.16. 관저용 부동산 매입 승인을 주우루과이대사관에 통보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986.1.21. 외환은행 파나마지점 측이 다음 대출조건을 제시함을 보고

- 금리: Libo Rate +1.5%, 대출기한: 10년, 원금: 10년간 균등 분할상환, 이자: 1년 후불
외무부는 1986.1.30. 동 대출조건을 승인함을 주우루과이대사관에 통보

2. 본 문서철에는 주우루과이대사관이 1986.1.8. 외무부에 보고한 가계약서, 본계약서(안), 평가조서의
영문 번역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우루과이대사관 관저 매입, 1985-86. 전3권,
V.3 1986.2-12

| 86-143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4 / 8 / 1~215(216p)

1. 1986년 주우루과이대사관의 대사관저 매입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986.2.24. 대사관저 매매계약 체결 관련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서류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주재국 등기소의 더딘 행정절차 및
파업으로 소유권 등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 부동산의 표시와 그 도면, 매매 계약서, 자금대차 계약서
주우루과이대사관은 3.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매매 계약서를 외무부에 송부
주우루과이대사관은 5.15. 관저를 판매자 측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2,800
주우루과이대사관은 6.13. 차입 금액 639,600달러, 집행 잔액 13,990달러임을 보고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2.9. 관저 누수부분 수리(3,000달러) 및 2개 목욕탕의 신수도관 교체(8,000달러)
등을 위해 기승인 배정액에서 차입 승인 건의
외무부는 12.11. 동 차입 승인을 주우루과이대사관에 통보

2. 본 문서철에는 주우루과이대사관이 1986.6.18. 외무부에 보고한 차입금 집행 현황 및 증거 서류 등도
수록되어 있음.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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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위약금으로 징수하였음을 보고

주카타르대사관 직원주택 신축 검토, 1985-86

| 86-143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6-104 / 9 / 1~74(74p)

1. 1985~86년 주카타르대사관의 직원주택 신축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카타르대사관은 1985.2.6. 동 대사관의 직원주택(3세대) 신축 또는 매입계획서를 외무부에
보고하고 추진 기본 방안 승인을 건의

- 85만 달러 소요
- 국유화 방법: 외교단지 내 신축
- 설계·감리: 정일 엔지니어링(주)과의 수의계약 추진
1544

외무부는 2.26. 직원주택 신축을 동 대사관의 안대로 추진하고 부지 확정 후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설계 및 감리용역 수의계약 승인을 득할 것을 주카타르대사관에 지시
주카타르대사관은 5.1. 주재국 측과 직원주택 신축부지 임차계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정일엔지니어링 측과의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승인을 건의
외무부는 5.9. 내부결재를 통해 동 계약 체결(설계용역비: 31,500달러, 감리용역비: 24,434달러)
승인을 결정

- 주카타르대사관은 6.1. 동 계약 체결
주카타르대사관은 12.1. 직원주택 신축 예정 부지인 주재국 외교단지에 진입로도 나 있지 않고
하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으로 금년 중 추진이 불가능함을 보고
외무부는 1986.11.21. 직원주택 신축 관련 소요예산 확보에 참고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
보고토록 지시
주카타르대사관은 11.21. 직원주택 신축 계획이 없으며 이미 계약 체결된 설계비 잔액만 지불하면
설계비 전액 지급됨을 보고
외무부는 11.26.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부지의 조기임차로 인한
불필요한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됨을 지적하고 추진불가 사유 등 보고토록 지시
주카타르대사관은 11.27. 주재국 외교단지 진입로가 나 있지 않은 벌판상태에 있고 주택신축
외국공관도 없으며, 대지 할당에 따른 임차료는 없고 대지 신축 사용 시부터 임차료가 지급됨을
보고

- 설계 추진 경위로 사우디, 요르단 주재 한국 공관 직원주택 설계와 동시에 유사하게 설계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하였으며 완성된 설계는 보관 후 추세를 보아 별도예산 편성 건의 추진코자 함을 보고
주카타르대사관은 12.27. 보완된 설계 도면을 외무부에 보고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정일엔지니어링 측과의 계약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예

| 8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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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제문은 금번 비공개 문서의 재심의 시 공개로 분류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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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81년도

대중공 외교관 직접 접촉, 1981

| 86-1432 |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105 / 8 / 1~123(124p)

1. 주일본대사관 직원이 1981.3월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입수한 중국(구 중공)의 한국외교
관리접촉 방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이 한국 외교공관과의 접촉방침에 관하여 새로운 훈령을 시달함.
새로운 훈령은 종래의 제3국 리셉션 등 기회에 악수, 인사하는 것에 추가하여 제3국의 대사가
주최하는 외교단 만찬에 한국 대사가 초청되었고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중국 대사 측에 알려진
경우, 동 만찬에 참석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임.

- 제3국 대사가 초청하는 경우라도 동 행사가 한국 대사를 위한 경우는 참가 불가(주한 일본대사관 제보)

종래의 냉담한 태도와는 달리 중국 대사들이 한국 대사에게 자진 접근하여 대화를 걸거나,
부드럽게 인사를 나눔.
주자메이카대사의 신임 예방 요청에 대해 외교단장 대리인 중국 대사는 동 예방을 접수함.
주제네바중국대사는 1981.7월 한국 대사 앞으로 중국 간행물 Beijing Review를 자신의 명함과
함께 송부함.

- 주제네바대사는 1981.3월 중국 대사와 첫 인사 후, 사교행사 시 수차 환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상기와 관련, 주프랑스, 주캐나다대사관 등 20개 공관에서 중국 외교관의 대한국 태도 변화를 보고함.

1547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7 국별 교섭 - 인도네시아 IV

| 86-1433 |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실/의전1과

MF번호

2016-106 / 9 / 1~210(212p)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1981.6.25.~7.9.) 관련 인도네시아 방문 시 경호, 숙소, 차량 및 항공기,
선물 등의 내용임.
1. 경호
경호 자료

- 교민 관계, 북한 침투 현황, 치안 및 경호 제도
1548

경호용 무기 반출입 및 주파수 허가 신청 자료

2. 숙소
영빈관 및 만다린 호텔 방 배치
대통령궁 및 영빈관 내부 사진
발리 숙소 배치

3. 차량 및 항공기
차량

- 공항-숙소-대통령궁 간 배차계획
항공기

- 항공기 이착륙, 귀빈실 사용, 화물 간이 통관

4. 선물
수하르토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물함.

- 대통령: 자수병풍, 홍삼, 기념메달, 기념우표, 존영(교환)
- 부인: 자수정세트, 화각좌경, 화각패물함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10 국별 교섭 - 말레이시아 III

| 86-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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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06 / 10 / 1~73(285p)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1981.6.25.~7.9.) 관련 말레이시아 방문 시 서훈, 숙소, 차량 및 항공
기, 선물 등의 내용임.
1. 서훈
훈장 교환

- 한국은 말레이시아 국왕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말레이시아는 전두환 대통령 부부에게 The Most Exalted Order of Mahkota Negara 수여

숙소

- 영빈관 및 힐튼호텔 방 배치
숙소 및 행사장 약도

- 영빈관, 힐튼 호텔, 답례 만찬장, 국왕 주최 만찬장, 교민 리셉션장, 의사당 환영행사장 및 현충탑

3. 차량 및 항공기
차량

- 공식 수행원 행사별 배차계획
항공기

- 항공기 이착륙, 귀빈실 사용, 화물 간이 통관, 주파수 사용 및 무기 반출입 허가 신청 등

4. 선물
말레이시아 국왕 부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물함.

- 국왕: 금관, 홍삼, 기념메달, 기념우표, 존영(교환)
- 왕비: 화각좌경, 화각패물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숙소

1549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13 국별 교섭 - 싱가포르 III

| 86-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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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06 / 1 / 1~230(230p)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1981.6.25.~7.9.) 관련 싱가포르 방문 시 연회, 경호 등의 내용임.
1. 연회
교민 리셉션

- 칵테일 뷔페
- 한인회장단 및 간사, 은행·상사 주재원 등 340명 초청
1550

영빈관 비공식 오찬

- 부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동자부장관, 대사 등
대사 주최 비공식 오찬(대사관저)

- 대통령 부부, 부총리, 외무부장관, 교민회장, 대사관 직원 등

2. 경호
경호와 관련되는 싱가포르 법규

- 화기·폭발물 관계법
- 개인 방어의 권리에 관한 형법 조항
- 긴급(비상)법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17 국별교섭 - 태국 III

| 86-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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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7 / 2 / 1~230 (230p)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1981.6.25.~7.9.) 관련 주태국대사가 보고한 주재국의 의전 일반 및
경호 사항 등의 내용임.
1. 의전 일반 자료
의전 관례

- 외국 원수의 국빈 방문 및 공식 방문 시 의전 관례
행사 관련 사항

2. 경호 자료
경호 참고 자료

- 교민 현황, 북한 침투 현황, 치안 및 경호 제도, 수도 및 지방도시 상세 지도
국왕 경호와 관련한 수상실 규칙
경호 업무 자료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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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행사 시 통역, 출입국 시 비자·방역, 주한대사 동행 여부, 특별기 이착륙 허가 신청 시 필요사항, 숙소의
평면도 및 각종 시설, 연락 전화번호, 행사장이 표시된 시가지 약도, 주재국의 차량 제공 범위, 선물 및
훈장 교환, 양국 원수 자서 존영 교환 여부, 연회장 예약, 비표 제작 여부, 주요 면담 인사의 사진 및 약력
- 행사별 착용 복장, 방문 기간 중 기상상태, 영접위원회 구성, 외국 원수의 ESCAP 방문 사례, 영부인 복장, 숙
소 게양용 및 차량용 봉황기 소요량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 1981.6.25-7.9.
전38권, V.21 국별 교섭 - 필리핀 III

| 86-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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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7 / 3 / 1~244(244p)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순방(1981.6.25.~7.9.) 관련 필리핀 방문 시 서훈, 연회, 경호, 숙소, 차량 및
항공기, 선물 등의 내용임.
1. 서훈
훈장 교환
1552

- 한국은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필리핀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외국 원수에게 수여되는 최고훈장, 영부인에게 외국 대통령 영부인 또는
왕국의 왕비에게 수여되는 최고훈장 수여

2. 연회
대통령 주최 답례 만찬

- 필리핀 대통령 부부 등 250명 정도 참석, Manila 호텔에서 개최
교민 리셉션

- 교포 및 진출업체 임직원 등 약 350명 참석
대사 주최 비공식 오찬(대사관저)

- 대통령 부부, 외무부장관, 경호실장, 의전수석, 공보수석 등

3. 경호
경호 자료

- 필리핀 소개 책자. 지도, 대사관 및 대사관저 평면도, 친한 단체, 테러 집단, 공산국 공관 현황, 주요 인사
명단 및 약력, 주요 명소

4. 숙소
영빈관 및 힐튼호텔 방 배치

5. 차량 및 항공기
차량

- 행사별 탑승 계획
항공기

- 항공기 이착륙, 귀빈실 사용, 화물 간이 통관, 주파수 사용 및 무기 반출입 허가 신청

6. 선물
대통령과 영부인이 필리핀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통령 전용기 편 송부

Levi, Noel 파푸아뉴기니 외무통상장관 방한,
1981.3.16-18

| 86-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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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1년 Noel Levi 파푸아뉴기니 외무통상장관의 방한 경위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0.12.16. 주재국을 공식 방문한 파푸아뉴기니 수상을 위한 현지 주재
파푸아뉴기니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12.12.), 동 리셉션에 참석한 Levi 외무장관에게 한국
외무장관의 신년 인사를 전달한 데 대해 동 장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 적절한 기회에 방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리셉션에서 Matane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은 동 장관 방한을 위해 한국 측에서 공식 초청장을 송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

2. Levi 외무장관의 1981.3.16.~18. 방한 주요 일정 등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수행원:
Matane 외무차관 등 3명
주요 일정

- 외상회담, 삼성전자 시찰, 외무장관 주최 만찬(3.16.), 국립묘지 충혼탑 헌화, 상공장관, 국무총리
예방, 국무총리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3.17.), 만도기계, 대성목재 시찰, 상공장관 주최 오찬

3. 한·파푸아뉴기니 외상회담(1981.3.16.) 결과에 관한 1981.3.17. 외무부 작성 대통령 앞 보고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반도 정세 설명

- 한국 측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대통령의 1.12. 대북 제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
- 파푸아뉴기니 측은 한국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자국의 외교정책과도 부합함을
지적 및 1.12. 대북제의 지지 표명
주파푸아뉴기니 상주공관 설치 문제

- 파푸아뉴기니 측은 한국의 주파푸아뉴기니 상주공관 설치를 환영한다고 하고 한국 측이 원하는 시기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것을 제의
경제협력 강화

- 파푸아뉴기니 측은 농업, 어업, 임업 및 각종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 측의 협력을 요망하고,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 조사, 발굴을 위한 한국 측의 경제협력조사단 파견 용의 표명 환영

4. 본 문서철에는 상기 외상회담 요록, 1981.3월 외무부 작성 Levi 장관 면담 자료, 노신영 외무장관의
만찬사, 방한 일정 책자, Levi 외무장관의 1981.4.1. 노신영 외무장관 및 서석준 상공장관 앞 감사 서한 등도
수록되어 있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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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0.12.23. 노신영 외무장관 명의 Levi 장관 앞 방한 초청 서한을 파푸아뉴기니 측에
전달토록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지시
Diya 파푸아뉴기니 외무성 차관보는 1981.3.3. 동국에 출장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배병승 공사
면담 시 동 장관의 방한 시기는 3.16.~18.이 될 것이라고 언급

Lee Lam Thye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사무차장 방한, 1981.4.25-5.7

| 86-1439 |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실

MF번호

2016-107 / 6 / 1~26(27p)

1. 1981년 Lee Lam Thye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사무차장의 방한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1.1.6. 주재국 야당인 민주행동당의 Lee 의원이 1980.12.30. 동 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 시찰을 위해 방한을 희망하면서 한국 정부의 초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1554

- 동 의원은 민주행동당의 사무차장 겸 원내 부총무직을 맡고 있으며 S.I. 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에 중요한 인물로 1980.9.18. 김대중 사형 언도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 온 바 있음.
외무부는 1981.1.16. 동 의원이 야당의원임을 감안, 정부 초청보다는 같은 사회주의 계열 정당인
민사당 명의 방한초청 방안을 검토 중임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
동 의원은 1.27. 주말레이시아대사와의 오찬 시 동 대사가 민사당 명의 방한초청 계획을 설명한 데
대해 4.20.경부터 1주일 정도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1.4.21. 동 의원은 방한 인사차 대사관을 방문, 10일간 체한하는 동안 국회
외무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의 의견 교환과 소규모 새마을공장 및 임해단지 시찰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 동 의원은 4.25. 서울 도착

2. 본 문서철에는 1981.4.30. Korea Times지의 Democratic Socialism Taking Root 제하 동 의원의 방한
관련 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비동맹 전체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1.2.4-13. 전10권, V.4 기본대책 IV: 장관친서

| 86-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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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08 / 10 / 1~285(285p)

1. 외무부는 뉴델리 비동맹 외무장관회의(1981.2.4.~13.)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1981.1.20.자)을 49개국 외무장관에게 발송함.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은 4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함.

- 외무부장관 방문국(6개국), 최근 장관이 방한한 국가(1개국) 및 여타 지지교섭 대상국(42개국)의 외무장관
(총 49개국)
- 외무부장관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주유엔 스리랑카대사
외무부는 해당 국가 주재 공관장에게 주재국 대표단의 뉴델리 향발 전에 주재국 외무장관을 직접

2. 상기 외무부장관 서한에 대한 답신이 다음과 같이 접수됨(1981.3.31. 현재).
싱가포르, 파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외무장관
주유엔 스리랑카대사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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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상기 서한을 수교하고 최종적인 한국 지지(가급적 발언) 교섭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함.

비동맹 전체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1.2.4-13. 전10권, V.10 회의문서, 연설문

| 86-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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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9 / 5 / 1~286(286p)

뉴델리 비동맹 외무장관회의(1981.2.4.~13.)의 회의문서 및 연설문을 내용으로 함.
1. 회의 문서
각국 수석대표 명단, 회의 일정, 선언문 초안, 고위급 회의 보고서, 20주년 기념행사 시 채택 결의안
초안, 북한 외교부장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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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설문
간디 인도 수상 개막식 연설문, 회의 의장 연설문
각국 수석대표 연설문, 스리랑카 대통령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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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1967.2.9 발효
(조약 232호), V.41 비준 및 발효 조치, 1966.8월-1967
생산연도

1952~1967

생 산 과

미주과/조약과

MF번호

2016-118 / 10 / 1~198(198p)

1. 1965년도 일반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지시 관련 외무부 구미국이 1966.8.29.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에
제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교섭 관계 보고자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처리 현황

- 1965.6.7. 제81차 교섭회의 개최 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형사재판권, 노무, 청구권 등 미합의
조항에 관해 접촉을 계속한 결과, 협정안 전반에 대한 비공식 합의를 본 바 있음.
중요 합의내용의 수정을 위한 교섭 계속 제의

2. 박정희 대통령은 1966.10.21. 동 협정 비준 및 발효를 위한 외무부의 다음 요지 건의를 재가함.
1966.10.14. 제58회 국회 제29차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동 협정 비준
동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로서 비준 사실을 미국 정부에 통고하고, 통고 후 3개월 만에 발효되므로
발효되는 날에 공포

3. 외무부는 1966.11.8.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주 외무장관대리는 11.9. 외무부에서 Brown 주한
미국대사에게 비준 사실을 통고하는 각서를 수교하였으며 동 협정은 1967.2.9.부터 발효함을 공지함.
4. 본 문서철에는 동 협정 본문 및 합의 의사록 등의 오타 등 일부 정정을 위한 1966.8.24. 외무부 내부결재
문서, 동 협정 단행본 책자, 1966.10.11.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원 외무장관의 동 협정 제안설명서,
1966.11.9. 한미행협 1967년 2월 9일 발효 제하 서울신문 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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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합의내용을 토대로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1965년 말경부터 1966년 초에 걸쳐 수차 법조계,
학계 및 언론계 등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합의내용에 대한 수정 요망이
있었고 일반 여론 또한 대체적으로 동일
- 사계 권위자들의 요망과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한편, 한·미 간 협정이 미국이 NATO, 일본 또는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체결한 협정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
- 1966.4.15. 협정안의 핵심인 형사재판권, 청구권, 노무 등 일부 중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 계속을
미국 측에 제의하고 성의를 촉구
-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미 의회에 대한 곤란한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1966.7.8.~9. Rusk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6.30. 교섭 계속 제의를 수락하고 대안을 제시
- 연일에 걸친 대미교섭 끝에 1966.7.8. 제82차 교섭회의에서 협정 전반에 관해 완전 합의에 도달하고
7.9. 한국 측을 대표하여 이동원 외무장관 및 민복기 법무장관과 미국 측을 대표하여 Rusk 국무장관
및 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대사 간에 동 협정 서명
- 1966.7.12.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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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3 민사청구권 관계자료, 1964-66
생산연도

1952~1967

생 산 과

미주과/조약과

MF번호

2016-120 / 3 / 1~346(346p)

본 문서철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관계 자료, 미국의 여타 국가들과의
SOFA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예시).
1. 민사청구권 조항해설 원고지 자료
2. 1963.5.13. 미국 육군성 발간 Claims Incident to Use of Government Vehicles and Other Property of
1558

the United States Not Cognizable Under Other Law
3. 1957.4.26. 미국 육군성 발간 Claims Arising in Foreign Countries
4. 1963.1.8. 미국 육군성 발간 Claim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Reasonable Value of Medical
Care Furnished by the Army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독일 보충협정 개요
6. 법무부 발간 국가배상금에 대한 관계 법령
7. 1949년 International Claims Settlement Act 개정법안 등 관련 1965.8.4.~5.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관 소위원회의 청문회 자료
8. 청구권 관련 미국의 NATO, 일본, 에티오피아, 아이슬란드 등과의 SOFA 규정
9. 1954년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SOFA 관련 문서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문제,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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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중미담당관실

MF번호

2016-121 / 13 / 1~36(36p)

1. 주한 영국대사관 Lockton 1등서기관은 1981.5.20. 외무부 서구담당관을 면담,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과테말라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이 과테말라에 다량의 무기 및 탄약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무기와 탄약은 결과적으로
인접국 벨리세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살상을 위해 사용될 것임.
이는 한·영 간의 심화된 우호관계와 한국의 대중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바, 한국이 동 무기 및 탄약 수출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신규 군수품 판매계약 체결을 삼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계약이 기체결된 부분은 계약 의무상 수출 이행이 불가피하나, 한국 정부는 영국과 과테말라 간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신규 군수품 판매계약 체결을 삼가겠음.

3. 외무부는 1981.6.16. 주과테말라대사에게 예비승인분에 대한 수출계약을 최소한 벨리세 독립과 한국의
대벨리세 수교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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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 공로명 외무부 제1차관보는 1981.6.12. Morgan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 과테말라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1

| 86-1445 |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교민2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6-123 / 3 / 1~251(251p)

1. 수산청은 1981.7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통하여 민간합작사업 계획서 및 어업이민사업계획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출함.
민간합작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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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르헨티나 어업이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시험단계로 민간기업 간에 합작사업을 선행
- 진출 회사: 한성기업주식회사
- 대방사: Productos Del Mar S.A.
- 합작 조건: 한성기업은 한국 선원 공급 및 선박 운영, 대방사는 트롤 어선 3척 제공 및 운영 자금 조달
- 사업 기간: 1981~87(6년)
어업이민사업 개요

- 사업 규모: 400세대(2,000명) 이민 송출, 선박 9척 투입, 이민주택·냉동가공공장 육상시설
- 소요 자금: 2,870만 달러(정부보조 29%, 정부융자 57%, 기업부담 14%)
- 사업 기간: 5년
- 사업 착수: 민간합작사업 추진 1년 후의 성과에 따라 결정

2. 아르헨티나 수산청장은 1981.8월 상기 계획에 대해 다음 요지의 아르헨티나 측 입장을 통보한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주재국 수산청이 종래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민간합작사업과 이민사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20~30세대의 이민 정착 및 육상시설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명시되어야 함.

생산연도
생 산 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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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외교일지
| 198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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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4.7.27.자> 만국우편연합(UPU) 헌장 제3 추가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92호)

1.1.

<1984.7.27.자> 만국우편연합(UPU) 총칙,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3호)

1.1.

<1984.7.27.자>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4호)

1.1.

<1984.7.27.자> 소포우편물 약정 및 최종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5호)

1.1.

<1984.7.27.자>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 약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6호)

1.1.

<1984.7.27.자> 우편대체 약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7호)

1.1.

<1984.7.27.자> 대금교환 약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8호)

1.1.

<1984.7.27.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약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99호)

1.2.

김재훈 제4대 주페루대사 신임장 제정

1.2.~4.

Goldwater, Barry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방한

1.4.~7.

Fugua, Don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방한

1.5.~8.

임철순 특사(민정당 의원) 라이베리아 방문
- Doe, Samuel Kanyon 대통령 취임식 참석

1.5.~17.

북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 인도 간디 국민당 창건 200주년 기념식 참석

1.6.~10.

Donford, John 미국 상원 통상·과학·운수위원장 방한

1.6.~17.

제9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국제 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New York)

1.8.~9.

제2차 남북체육회담(Lausanne, 스위스)

1.8.~13.

Marchesano Costa, Antonio 우루과이 하원의장 방한

1.8.~24.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1.12.~15.

Vidal Espaillat, Luis Felipe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 방한

1.13.~16.

Webster, William 미국 FBI 국장 방한

1.13.~16.

최영철 국회 부의장 과테말라 방문
- Cerezo Arevalo, Vinic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특사 중미 및 스페인 순방의 일환)

1.14.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890호)

1.14.~20.

 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IPDC) 회의
유
(Paris)
- 수석대표: 김윤환 문화공보차관

1971
1.15.~17.

Hatch, Orrin 미국 상원 노동위원장 방한

1.15.~18.

Gramm, Phil 미국 상원의원 방한

1.17.

제10차 인종차별 철폐 협약(CERD) 당사국 회의(New York)

1.19.~23.

Shevardnadze, E. 소련 외상 북한 방문

1.21.~24.

제9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Rome)
- 수석대표: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

1.22.

북한·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관계 수립

1.22.

송성환 주아이슬랜드대사 신임장 제정(노르웨이 상주)

1.22.

최호중 제5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1.22.~25.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22.~27.

Thompson, James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방한
이세기 대통령 특사(민정당 의원) 시에라리온 방문
- Momo, Joseph 대통령 취임식 참석

1.24.~28.
1.24.~29.

Graham, Katharine 미국‘Washington Post’
지 회장 방한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온두라스 방문
- Azcona Hoyo, Jose  대통령 취임식 참석

1.26.~2.1.

Barnechea, Alfredo 페루 하원의원 방한

1.27.~28.

제1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New Round 준비위원회(Geneva)

1.27.~30.

Jude, Raumar 우루과이 상원의원 방한

1.28.~30.

Fielding, Leslie 구주공동체(EC)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 방한

1.28.~2.3.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산림피해 전문가 회의(Bangkok)

1.28.~2.8.

국회의원 친선사절단 동남아 순방(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 단장: 이상익 의원

1.29.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발효(조약 875호)

1.29.~31.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인적자원개발(HRD) 정부간 회의(Bangkok)

1.31.

도재승 주레바논 2등서기관 겸 영사 피랍
- 1987.10.31. 석방

1.31.~2.2.

금진호 상공부장관 스위스 방문

1.31.~2.2.

유럽경영협의회(EMF)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Davos, 스위스)

2.1.~5.

Oxnam, Robert 미국 아시아협회(Asia Society) 회장 방한

2.2.~3.

Muhammad bin Hamad Al-Thani 카타르 교육문화청년장관 방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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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장성만 국회의원 미국 방문

2.3.

최동진 주스와질랜드대사 신임장 제정(케냐 상주)

2.3.~4.

제1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Singapore)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Desker, Barry 외무성 정책기획분석 2국장

2.3.~5.

한·구주의회 의원친선협회 결성 교섭 추진단 벨기에 방문
- 단장: 이세기 민정당 의원

2.3.~8.

제25차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Arusha, 탄자니아)
- 수석대표: 박수길 주모로코대사

2.3.~3.14.

제42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2.4.~7.

오재희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일본 방문
- 제1차 한·일본 국제정세 심포지엄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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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미국 및 캐나다 방문

2.5.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 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서명(1987.8.28. 발효, 조약 929호)

2.5.~9.

Montgomery, William 캐나다 외무성 동아시아국장 방한

2.6.

Puromies, Juha P. 초대 주한 핀란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6.

Al-Shewaihy, Mohammed 제2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2.6.

Lianis, George 주한 그리스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2.8.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외무부고시 116호)

2.8.~10.

Rowny, Edward 미국 대통령 군축문제담당 특별고문 방한

2.8.~14.

가봉 철광개발조사단 방한

2.9.~12.

Aubert, Mauric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 방한

2.10.~11.

한·인도 해운회담(서울)

2.10.~14.

제9차 유엔 마약위원회 특별회의(Vienna)

2.12.~3.5.

오한구 국회 경제과학위원장 미국, 캐나다 방문

2.13.~17.

김성구 주피지대사, 겸임국 솔로몬아일랜드 출장

2.13.~22.

이재형 국회의장 남미 순방(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14.

민수홍 주세인트키츠네비스대사 신임장 제정(바베이도스 상주)

2.15.~17.

Sundquist, Donald 미국 하원의원 방한

2.15.~26.

과학기술사절단 인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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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8.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Asia Foundation 초청)
- 단장: 정남 의원

2.17.~18.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Solomon, Gerald 인권 소위원회 의원

2.18.
2.18.~19.

김경원 제12대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
제6차 한·영국 경제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Hurton, A. 상공성 차관보

2.18.~21.
2.18.~3.21.

Campos Roberto 브라질 상원의원 방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간의 조약법에 관한 유엔회의(Vienna)
- 수석대표: 박쌍용 외무부 본부대사

2.19.~22.

이시영 주세네갈대사, 카보베르데 방문

2.20.

한·레소토 외교관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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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12.7. 외교관계 수립
- 1983.6.27. 관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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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

제20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동경)
- 수석대표: 이종휘 수산청 차관/사이토 다츠오 수산청 차장

2.20.~27.

제29차 아랍권 상공회의소 총회(Djibouti, 지부티)
- 수석대표: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장

2.21.

중국(구 중공) 소속 미그 19기 조종사 망명

2.22.~25.

한·미국 섬유회담(서울)

2.22.~3.12.

 석헌 외무부 본부대사 아프리카 순방(케냐,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윤
(구 자이르), 가봉, 카메룬)

2.23.~25.

Yamani Ahmed Zaki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장관 방한

2.24.

민수홍 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대사 신임장 제정(바베이도스 상주)

2.24.~25.

제4차 한·터키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차관/Pakdemirli, Ekrem 수상실 대외무역차관

2.24.~3.5.

제3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Vienna)

2.25.

김경원 초대 주바하마대사 신임장 제정(미국 상주)

2.25.~27.

제3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New Round 준비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2.25.~3.1.

유창순 한·일본 협력위원회 회장 일본 방문

2.26.

정부, 필리핀 신정부 승인

2.26.

민수홍 주도미니카연방대사 신임장 제정(바베이도스 상주)

2.27.~28.

한·미국 항공회담(Washington D.C.)

2.28.

한·독일 간의 농촌 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17호)

2.28.~3.14.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동남아 및 중동 순방

3.2.~6.

Hussein 쿠웨이트 기획부 차관 방한

3.2.~16.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동남아 순방(호주, 뉴질랜드, 피지)
- 이상옥 외무부차관 수행

3.3.

민수홍 주앤티가바부다대사 신임장 제정(바베이도스 상주)

3.3.~6.

Bioke Malabo, C. S. 적도기니 수상 북한 방문

3.3.~8.

관민합동 경제사절단 미얀마(구 버마) 방문
- 단장: 허리훈 외무부 경제심의관

1566 3.4.

정해헌 제3대 주코스타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3.4.~8.

다자간섬유협정(MFA)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북경)

3.4.~9.

Moog, Hans J.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 방한

3.5.~7.

Al-Khalifa al Sabah, Ali 쿠웨이트 석유장관 방한

3.5.~7.

Mittal, S. P. 인도 상원의원 방한

3.5.~8.

Pena, Hugo 파라과이 하원 제2부의장 방한

3.5.~9.

Jones, Alvin 라이베리아 재무장관 방한

3.5.~10.

이재형 국회의장 미국 방문

3.6.

민수홍 주세인트루시아대사 신임장 제정(바베이도스 상주)

3.7.~8.

Foglietta, Thomas 미국 하원의원 방한

3.7.~11.

Stevens, Augustin 시에라리온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3.8.~10.

Edwards, N. 영국 Wales 담당장관 방한

3.8.~11.

Castro, Fidel 쿠바 대통령 북한 방문

3.8.~12.

Tourne, Uruguay 우루과이 상원의원 방한

3.9.~10.

Harrington, John 미국 에너지장관 방한

3.9.~12.

Corti, Bruno 이탈리아 외무부 경제담당 차관 방한

3.10.~14.

Vargas Sanabria, Guillermo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3.10.~21.

제3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Geneva)

3.12.~15.

레소토 정부사절단 방한
- 단장: Letsie, Thaabe 국가위원회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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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4.

제2차 한·영국 문화혼성위원회(Oxford)
- 수석대표: 윤처원 외교안보연구원 구주연구부장/Laurence, John 영국문화원
아시아·태평양 미주담당부장

3.14.~18.

정재철 정무장관 스웨덴 방문
- Olof, Palme 수상 장례식 참석

3.14.~20.

 규효 건설부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제7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장관
이
회의 참석차)

3.17.~21.

 29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상품문제위원회(CCP)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
(Rome)

3.17.~27.

제8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신국제경제질서(NIEO) 실무위원회(Vienna)

3.17.~4.11.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4회기(Kingston, 자메이카)
- 수석대표: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878호)

3.18.~22.

Von Felth, B. 네덜란드 해군참모총장 방한

3.19.~24.

스노베 료조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3.19.~25.

Elzinga, Peter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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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회의(서울)
- 이원경 외무부장관 주재

3.21.~25.

이규호 건설부장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문

3.21.~26.

Conte, William S. 시에라리온 국회의장 북한 방문

3.21.~26.

Richardson, Robert L. 캐나다 외무성 통상차관 방한

3.22.~25.

Zaki, Ibrahim H. 몰디브 외무차관 방한

3.22.~29.

Abbasi, Mohammed K. 파키스탄 생산부장관 방한

3.23.~25.

Dymally, Mervyn 미국 하원의원 방한

3.24.~28.

A. Sanchez, Louis 페루 제1부통령 겸 상원의원 및 De Leon, Ponce 상원의원 방한

3.24.~30.

Lubis, Nuddin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 방한

3.26.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관
<GATT 덤핑 방지규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77호)

3.26.~4.2.

Romero 페루 상공장관 방한

3.27.

 ·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발효
한
(조약 876호)

3.27.~29.

T. de Montbrial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IFRI) 소장 방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18.

3.27.~30.

Bangerter, Norman 미국 유타 주지사 방한

3.27.~31.

Farah, Moumin Bahdon 지부티 외무장관 방한

3.28.~4.1.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방한

3.29.~4.3.

Sinner, George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 방한

3.30.~4.6.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 일본 방문

3.31.~4.4.

Pascal, Jean 스위스 국방장관 방한

4.1.

 yron, Terence V. 초대 주한 세인트키츠네비스대사 신임장 제정(세인트키츠네비스
B
상주)

4.1.

Dorrett, Reginald H. 제6대 주한 캐나다대사 신임장 제정

4.1.

H. C. Ebbenhorst Tengbergen, Joost Th. 제3대 주한 네덜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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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Nieto Heredia, Guillermo 제2대 주한 페루대사 신임장 제정
제18차 한·미국 연례 안보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이기백 국방부장관/Weinberger, Casper W. 국방장관

4.2.~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섬유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4.3.~5.

Ong Teng Cheong 싱가포르 제2부수상 방한

4.5.~12.

Salah, Abdullah 주유엔 요르단대사 방한

4.5.~21.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 이원경 외무부장관 수행

4.6.~8.
4.6.~29.

Gillet, Roland 전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황영시 감사원장 동남아 순방(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제12차 국제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INTOSAI) 총회 참석차(Sydney)

4.7.

제3차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서울)

4.7.

최근배 제3대 주부르키나파소대사 신임장 제정

4.7.~12.

제75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38차 이사회(Mexico City)
- 수석대표: 권정달 국회 내무위원장

4.8.

한·터키 간의 문화협정 시행 의정서 서명(Ankara)

4.8.~10.

한·대만(구 자유중국) 항공회담(서울)

4.8.~11.

제10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개발협력 상설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차수명 특허청장

4.9.

한·영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4.9.~12.

제18차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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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국민당 총재 일본 방문

4.11.

한·독일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6.9.9. 발효, 조약 902호)

4.11.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879호)

4.11.~24.

김식 국회 농수산위원장 미국 방문

4.13.~16.

Bryan, Richard 미국 네바다 주지사 방한

4.13.~16.

Frondizi, Arturo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4.14.~15.

한·미국 철강회담(서울)

4.14.~24.

 2차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제
협약 준비 정부 전문가회의(Rome)

4.1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New Delhi)

4.16.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가입(비준서 기탁)

4.16.~17.

제1차 한·호주 에너지 협의회(서울)

4.19.

한·우간다 외교관계 정상화(5.20. 대사관 재개설)
- 1984.9.24. 외교관계 정지(10.18. 대사관 철수)

4.19.~25.

Zaki, Ibrahim H. 몰디브 외무차관 방한(제5차 ANOC 총회 참석차)

4.19.~26.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 단장: 금진호 상공부장관

4.20.

중국(구 중공) 신화사 통신, 중국의 제10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결정 보도

4.20.~23.

서부아프리카 개발은행(BOAD) 대표단 방한

4.20.~25.

Suffri 브루나이 왕자 방한(제5차 ANOC 총회 참석차)

4.21.~23.

권익현 한·일본 의원연맹회장 일본 방문

4.21.~25.

Bull, William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방한

4.21.~26.

O’
Brien, Ivor 가이아나 NOC 사무총장 방한(제5차 ANOC 총회 참석차)

4.21.~26.

한·일본 수자원기술협력회의(동경)

4.21.~26.

제5차 세계올림픽연합회(ANOC) 총회(서울)
- 161개 NOC 중 152개 회원국 참석

4.22.~24.

Dihm, William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 방한

4.22.~26.

미주기구(OAS) 마약불법 거래에 관한 미주 특별회의(Rio de Janeiro, 브라질)

4.22.~5.2.

제42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Bangkok)
- 수석대표: 권원기 과학기술처장관

4.24.

최호중 주북예멘대사 신임장 제정(사우디아라비아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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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2.

4.24.~5.3.

미주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이원경 외무부장관 주재

4.25.

최동진 주케냐대사 스와질랜드 방문
- Mswati III 국왕 즉위 경축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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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9.

Bista, Kirti N. 전 네팔 수상 방한

4.26.

일본지역 공관장회의(오사카)

4.28.~5.2.

Graanoogst, Ivan 수리남 군 참모총장 방한

4.28.~5.4.

Drake, Earl 캐나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4.29.

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 외상회의(Bali)

4.30.

최필립 제5대 주뉴질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4.30.

진보충 중국(구 중공) 미그19기 조종사 중국 망명 허가
- 2.21. 한국 귀순

4.30.~5.2.

제1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Manila)
-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부장관

4.30.~5.4.

일본 주재 아프리카 외교단 방한

4.30.~5.6.

Windelen, Heinrich 독일 내독성장관 방한

5.1.

한·보츠와나 간의 무역협정 서명(8.14. 발효, 조약 900호)

5.1.~5.

Coates, Robert 캐나다 국회의원 방한

5.2.~4.

Thatcher, Margaret 영국 수상 방한

5.2.~14.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 제네바, 벨기에 방문

5.3.~8.

제14차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총회(Rome)
- 수석대표: 이태녕 서울대학교 교수

5.4.~6.

제10차 서방 7개국 정상회담(동경)
- 한반도 정세 주요 의제로 논의(5.6. 선언문 채택)

5.4.~7.

Laine, Jermu T. 핀란드 대외무역상 방한

5.5.

강승구 제2대 주브루나이대사 신임장 제정

5.5.~6.

제3차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Washington D.C.)

5.5.~7.

제22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회(Harare, 짐바브웨)
- 수석대표: 이강수 한국은행 부총재

5.5.~10.

 종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Arias Sanchez, Ascar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
(중남미 순방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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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제39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

5.5.~16.

제9차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CHS) 총회(Istanbul)

5.5.~24.

 종호 특사(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중남미 순방(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김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5.6.~13.

Terris, John 뉴질랜드 국회 부의장 방한

5.7.

제2차 한·미국 외무장관회담(서울)
- 최광수 외무부장관/Shultz, George 국무장관

5.7.

Tangeraas, Lars 제2대 주한 노르웨이대사 신임장 제정

5.7.

Murairi, Mitima K.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5.7.

Maldonado Vasconez, Luis Patricio 제2대 주한 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5.7.

Al-Madadha, Khaled Falah 주한 요르단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Bujon de L’
estang, Francois 프랑스 정부 특사(수상 외교고문) 방한
- 제12차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결과 설명차

5.8.~10.

Figueredo 베네수엘라 대통령 특별자문위원 방한

5.11.~14.

Atiyeh, Victor 미국 오리건 주지사 방한

5.12.~15.

Mulroney, Martin B. 캐나다 수상 방한

5.12.~15.

제19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서울)

5.12.~21.

Macapagal, Diosdado 전 필리핀 대통령 방한(세계평화의해 기념행사 참석차)

5.12.~23.

 16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 총회(Dubrovnik,
제
유고슬라비아)
- 수석대표: 박남희 체신공무원 교육원장

5.12.~25.

손수익 교통부장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방문
-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 관광설명회 참석

5.13.~14.

야나이 신이치 일본 외무성 심의관 방한

5.13.~16.

이민우 신민당 총재 미국 방문

5.13.~6.18.

Carazo, Rodrigo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5.14.~15.

의원친선사절단 케냐 방문

5.14.~18.

De Pinies, Jaime 제40차 유엔총회 의장 방한

5.14.~23.

Rey 콜롬비아 외무성 부차관 방한

5.15.~19.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영국 방문
- 단장: 이종찬 의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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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5.17.~21.

송학원 제5대 주라이베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금진호 상공부장관 호주, 뉴질랜드 방문
- 제14차 한·호 통상장관회담(5.13.~14.) 참석
- 제15차 한·뉴 통상장관회담(5.19.~20.) 참석

5.18.~26.
5.19.~21.

Gangopadhyay, B. C. 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AARRO) 사무총장 방한
이원경 외무부장관 필리핀 방문
- Aquino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5.19.~23.

 발도상국간의특혜무역제도(GSTP) 협상에 관한 77그룹 각료 및 고위 실무자회담
개
(Brazilia, 브라질)
- 수석대표: 문희갑 경제기획원 차관

5.19.~25.

Piszk, Sandra 코스타리카 기획성 차관 방한
- KDI 연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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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7.

Namogo, A. S. 코트디브아르 청년체육성 체육국장 방한

5.19.~29.

Zapata 페루 상공차관 방한

5.19.~30.

De Leon Montemayor, Oscar 멕시코 외무성 경제조정관 방한
- KDI 연찬회 참석

5.19.~30.

Galvez, Victor 과테말라 외무차관보 방한
- KDI 연찬회 참석

5.19.~6.13.
5.20.~29.

제38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Bournemouth, 영국/Malmo, 스웨덴)
Ward, Almelia 라이베리아 경제기획성 차관 방한
- KDI 연찬회 참석

5.21.

한우석 제5대 주네덜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5.21.~25.

Piszk Feinzilber, Sandra 코스타리카 기획성 차관 방한

5.22.

권동만 제10대 주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5.23.

제3차 한·일본 유엔국장 협의회(서울)

5.23.~29.

McConnell, Mitch 미국 상원의원 방한

5.23.~6.6.

한국전 참전 의원단 미국 및 캐나다 방문
- 단장: 이범준 의원

5.24.~25.

중미 정상회의(Esquipulas, 과테말라)

5.25.~28.

Cabrera, Luis A. 과테말라 국회의장 방한

5.26.~29.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오스트리아 방문

5.26.~30.

제54차 국제수역사무국(IOE) 총회(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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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8.

한·구주공동체(EC) 섬유회담(서울)

5.27.~6.1.

제13차 유엔 특별총회(아프리카 경제위기문제)(New York)

5.27.~6.6.

비동맹 실무교섭단 중남미 순방(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5.28.~6.2.

Van Hove 주겐트(벨기에) 주재 명예영사 방한

5.29.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발효(조약 882호)

5.29.

정민길 제6대 주덴마크대사 신임장 제정

5.29.

Yeo, Antony K. S. 제7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5.29.

Gimenez, Gaudy 제2대 주한 베네수엘라대사 신임장 제정

5.29.

Prieto-Castro, Fermin 제4대 주한 스페인대사 신임장 제정

5.29.~6.1.

Concepcion, Jose 필리핀 상공장관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Noir, Michel 프랑스 무역상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De Clercq, Willy 구주공동체(EC) 집행위원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Kelleher, James 캐나다 대외무역상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Dunkel, Arthur GATT 사무총장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Dawkins, John 호주 통상상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Hernandez Cervantes, Hector 멕시코 상공장관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Bangemann, Martin 독일 경제상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1.

와타루 히라이즈미 일본 경제기획청장관 방한(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5.29.~6.3.

제1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회의(APCAS)(서울)

5.29.~6.4.

Afolabi, Peter 나이지리아 외무성 경제차관보 방한

5.30.

최필립 주뉴질랜드대사, 겸임국 서사모아 신임장 제정
제4차 세계통상장관회의(서울)
- New Round(신 다자간 무역협상) 추진문제 논의

5.30.~6.2.

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상 방한

5.31.~6.8.

한·불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프랑스 방문
- 단장: 정일권 명예회장(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6.1.~5.

Mlotha, M. N. 말라위 청년부 차관 방한

6.1.~11.

조철권 노동부장관 구주 순방(벨기에, 제네바, 영국)

6.2.~28.

제33차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최광수 주유엔대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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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본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실무자회의
한
(동경)

6.3.~5.

Mochtar, Kusumaatmadja 인도네시아 외상 방한

6.3.~7.

미국 White House Fellow(연방정부연수단) 방한

6.4.

한·일본 무역실무자회의(동경)

6.4.

윤찬 제7대 주스페인대사 신임장 제정

6.4.~25.

제7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Observer: 조철권 노동부장관

6.5.

제3차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동경)
-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야나이 외무성 외무심의관

6.6.
1574 6.7.~10.

조광제 제4대 주베네수엘라대사 신임장 제정
Bariani, Didier 프랑스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 한·불 경제협력회의 참석(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6.8.~12.

Pant, K. C. 인도 철강광업성 장관 방한

6.9.~10.

한·미국 섬유회담(서울)

6.9.~23.

호요방(胡耀邦) 중국(구 중공) 당 총서기 서구 순방

6.9.~29.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 중동 순방(이란, 튀니지, 레바논, 이라크)

6.10.~11.

제3차 남북체육회담(Lausanne, 스위스)

6.10.~13.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 Psinhis, Jean-Louis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수행

6.10.~14.

제19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장관/Lee Ta-hai(이달해) 경제부장

6.10.~14.

Camara, Iafai 기니비사우 부통령 겸 국방상 방한

6.11.

최공천 제3대 주수리남대사 신임장 제정

6.11.

이정빈 제10대 주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

6.11.~13.

Pinedo Vidal, Miguel 콜롬비아 하원의장 방한

6.12.~15.

Castro Guerrero, Gustavo 콜롬비아 경제개발장관 방한

6.14.~23.

이원경 외무부장관 서남아 순방(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6.15.~21.

호주 구매사절단 방한

6.16.

 ·독일 간의 한국 산업체를 위한 기능장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18호)

6.16.

한·독일 간의 초지연구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19호)

1971
6.16.~18.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통상장관회의(Bangkok)
- 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차관

6.16.~19.

제4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Tunis)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Hamed Amkar 외무성 국제협력총국장

6.16.~19.

제28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Bangkok)

6.16.~20.

제11차 국제표준화기구(ISO) 태평양지역 표준회의(서울)

6.16.~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에 관한 세계회의(Paris)
- 수석대표: 윤억섭 주프랑스대사

6.16.~20.
6.16.~21.

Kengo Wa Dondo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수상 방한
터키·한 의원친선사절단 방한
- 단장: Karal, Halil I. 의원

북한, 3자군사회담 개최 제의

6.17.

장명하 제11대 주터키대사 신임장 제정

6.17.~19.

제4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Ottawa)

6.17.~22.

Muniz, Carlos M.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 방한

6.18.

한·에콰도르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880호)

6.18.

 ·방글라데시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1988.10.6. 발효,
한
조약 961호)

6.18.~22.

정종택 민정당 의원 튀니지 방문(제12차 집권 PSD 당 전당대회 참석차)

6.18.~30.

전학제 과학기술처장관 캐나다 및 미국 방문
- 한·캐나다 과학기술장관 회의(6.20.) 참석
- 한·미국 과학기술장관 회의(6.22.~23.) 참석

6.19.~20.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서울)

6.19.~23.

Hunt, Kenneth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장군 방한

6.20.

 ·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발효
한
(조약 881호)

6.20.

제18차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6.20.~23.

제17차 국제사회주의연맹(S.I.) 총회(Lima, 페루)

6.22.~25.

Diouf, Abdou 세네갈 대통령 북한 방문

6.22.~28.

Al-Lawzi, Ahmad 요르단 상원의원 방한

6.23.~24.

제19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 외상회의(Man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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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6.23.~24.

제5차 한·미국 경제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차관/Wallis, Allen 국무부 경제담당차관

6.23.~26.

제1차 한·오스트리아 혼성위원회(Vienna)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Waas, Gerhard 상공성 대외무역총국장

6.23.~27.

Mends, Oju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시장 방한(서울시와의 자매결연 문제 협의)

6.23.~27.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농촌종합개발에 관한 국별 연락관회의(Bangkok)

6.23.~29.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방문(제7차 한·독일 통일문제 학술회의 참석차)

6.23.~30.

이란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Khosrow-Taj, Majtaba 상무성 대외무역담당차관

6.23.~7.11.

제19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회의(New York)

6.24.~26.

제10차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기술에 관한 공동상설위원회(Washington D.C.)

1576 6.24.~29.

정관용 총무처장관 스위스 방문(Zurich항공 서울 취항 기념행사 참석차)

6.25.~28.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6.25.~7.4.

Othman al-Humaid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고문 방한

6.26.~27.

한·캐나다 섬유회담(서울)

6.26.~30.

Ahmad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차관 방한

6.26.~7.2.

국회의원 사절단 프랑스 방문
- 단장: 채문식 의원
-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6.27.

제2차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6.27.

한석진 제7대 주모로코대사 신임장 제정

6.27.

주동운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겸임국 그레나다 신임장 제정

6.27.~7.15.

정관용 특사(총무처장관) 모리타니 및 아프리카 순방(가봉, 니제르)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 지지 교섭차

6.28.~30.

남극문제 워크숍(Wisconsin, 미국)
- 수석대표: 황용식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6.29.~7.1.

Abramowitz, Morto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담당차관보 방한

6.30.~7.1.

한·뉴질랜드 어업회담(Wellington)

6.30.~7.4.

Franco Burgos, Joaquin 콜롬비아 하원부의장 방한

6.30.~7.5.

Aden 아르헨티나 외무성 정보국장 방한

7.1.

1986년 소맥무역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24호)

7.1.

한·캐나다 간의 세관 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서명(7.3. 발효, 조약 883호)

1971
7.2.~4.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7.2.~5.

Lopez Guevara, Carlos A. 전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7.2.~7.

카메룬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 단장: Etien, Elieh Elle 외무성 아시아·아프리카국장

7.2.~8.

Matos 앙골라 재무장관 방한

7.2.~10.

최영철 국회 부의장 네덜란드 및 코트디브아르 방문

7.3.~4.

한·호주 어업회담(Canberra)

7.3.~13.

이상옥 외무부차관 카타르 및 오스트리아 방문

7.5.~8.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평양)

7.5.~12.

호주·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 단장: Jessop, Donald S. 부회장

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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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친선사절단 코트디브아르 방문
유엔 나미비아 독립에 관한 국제회의(Vienna)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차관

7.7.~11.

카보베르데 사절단 방한
- 단장: Severino 외무성 정무총국장

7.7.~18.
7.8.~17.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수출소득감소 보상기금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Geneva)
제18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Rome)
- 수석대표: 조익래 농수산차관

7.9.~9.11.

Feulner 미국 헤리티지재단 총재 방한

7.10.~13.

제2차 한·일본 외무부 구주국장협의회(동경)

7.10.~13.

Grant, James P. 유엔아동기금(UNICEF) 사무총장 방한

7.11.

제2차 한·일본 간 소련관계 구주국장협의회(서울)

7.11.

Biehle, Alfred 독일 하원 국방위원장 방한

7.13.~1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실무조사단 일본 및 중국 방문

7.14.~21.

한·미국 철강회담(Washington D.C.)

7.15.

제9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Vancouver)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부장관/Kelleher, James 대외무역장관

7.1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7.15.~16.

제1차 한·구주공동체(EC) 연례 실무회의(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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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7.15.~18.

한·미국 섬유회담(Washington D.C.)

7.17.~18.

총영사회의(San Francisco)

7.17.~21.

Geissler, Heiner 독일 기민당 사무총장 방한

7.17.~23.

Pirzada, Syed S. 이슬람회의기구(OIC) 사무총장 방한

7.20.~23.

Gomez 과테말라 여당 원내총무 방한

7.21.~22.

제1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보수위원회(Manila)

7.21.~22.

조익래 농림수산부차관 네덜란드 방문

7.21.~31.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다자간섬유협정(MFA) 연장 협상을 위한
관
섬유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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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5.

Emovon, Emmanuel U. 나이지리아 과학기술장관 방한

7.24.~25.

제8차 한·인도 민간 공동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울)

7.25.~8.4.

Neto 앙골라 건설장관 방한

7.26.~28.

한·미국 섬유회담(Bern, 스위스)

7.26.~8.12.

김만제 특사(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중남미 순방(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 지지 교섭차
- Barco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7.28.~30.

제22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Addis Ababa)

7.28.~8.1.

제1차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3부)(Geneva)

7.28.~8.2.

Zeledon Araya, Rodrigo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장관 방한

7.28.~8.9.

실무교섭반 아주 순방(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네팔)
- 단장: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 지지 교섭차

7.30.~31.

제24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동경)
- 수석대표: 유창순 전 국무총리/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7.30.~8.17.

 원경 외무부장관 아프리카 순방(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나이지리아,
이
코트디브아르, 라이베리아, 세네갈)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 지지 교섭차

7.31.~8.1.

Kerry, Robert 미국 네브래스카 주지사 방한

7.31.~8.6.

Herrera Morales, Rafael A. 멕시코 상원 해양분과위원장 방한

8.1.~19.

이해원 특사(보건사회부장관) 동부아프리카 순방(수단, 말라위, 레소토, 보츠와나)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 지지 교섭차

8.2.~5.

한·미국 섬유협상(Honolulu)

8.2.~7.

미국 WMA(World Media Association) 주관 아시아 정세시찰단 방한

8.3.~7.

Kaltongga, Richard 바누아투 수산청장 방한

8.3.~9.

쿠웨이트 언론인 방한

8.4.~5.

제1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후지다 기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8.4.~8.

한·구주공동체(EC) 섬유협상(Brussels)

8.6.~18.

 자헌 특사(체신부장관) 중미 순방(자메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이
도미니카공화국)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 지지 교섭차
- 도미니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8.8.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 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 면제에
대한 협약 발효(조약 885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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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II) 발효(조약 886호)
- 한국 가입서 기탁일 1903.3.17.

8.8.

1864.8.22.자 제네바 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III) 발효
(조약 887호)
- 한국 가입서 기탁일 1903.2.7.

8.8.

한·코트디브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발효(조약 888호)

8.8.~11.

제17차 남태평양협의회(SPF) 정상회담(Suva, 피지)

8.9.

한·코트디브아르 간의 무역협정 서명, 발효(조약 889호)

8.9.~14.

Gozaine, Camilo 파나마 국회의장 방한

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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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12.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Manila)
- New Round 문제 협의

8.11.~9.5.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4회기 속개회의(New York)
- 수석대표: 김경철 본부대사

8.12.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발효(조약 891호)

8.14.

한·보츠와나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900호)

8.14.~15.

한·미국 GSP 협의회(Washington D.C.)

8.14.~18.

 자헌 체신부장관 Balaguer,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
(중미 순방의 일환)

8.16.~21.

Ferrer Medina, Leonardo J. 베네수엘라 하원의장 방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한국 비준서 기탁일 1907.3.26.

8.17.

스노베 료조 일본 특사(전 외무차관) 방한

8.18.~22.

유엔 팔레스타인문제 아프리카지역 세미나(Nairobi)

8.18.~23.

개발도상국간경제협력(ECDC) 고위급회의(Cairo, 이집트)
- 수석대표: 김해선 주유엔 차석대사

8.19.

제5차 재일본 한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동경)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후지다 기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8.19.~25.

Fernandez 코스타리카 내무성 정보안전국장 방한

8.20.

 ·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 자문단 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20호)

8.20.~24.

Keller, Thoma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차장보 방한

8.20.~25.

Fernandez Castro, Sergio 코스타리카 정보안전국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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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칠레 합동위원회(Santiago)
- 수석대표: 탁나현 주칠레대사/Lunecke Brauning, Guillermo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 8.24. 최종의정서 서명

8.22.

제6차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Santiago)

8.23.~9.1.

Keita, R. 말리 외무부 법률고문 방한(제62차 국제법협회 총회 참석차)

8.24.~30.

Singh, Nagendra 국제사법재판소장 방한(제62차 국제법협회 총회 참석차)

8.24.~30.

Kubota, Yo 인권위사무국 진정서 담당관 방한

8.24.~30.

제62차 국제법협회(ILA) 총회(서울)

8.24.~9.5.

국회 외무위원단 구주 순방(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 단장: 봉두완 위원장

8.25.~9.7.

이규효 건설부장관 리비아, 이라크 방문

8.26.

제2차 한·콜롬비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Bogota)

8.26.~9.7.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Harare, 짐바브웨)

8.27.

최광수 제21대 외무부장관 취임(1986.8.27.~1988.12.4.)

8.27.

한·파키스탄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901호)

8.27.~29.

한·미국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Angevine, Charles 국무부 교통문제 특별 교섭담당관

8.27.~9.1.

Boubacar, Toumba 니제르 청년체육장관 방한

8.28.

 법 특허 출원의 물질 특허 보호 제공에 관한 한·미국 간의 서한교환(1987.5.18. 발효,
제
조약 923호)

8.28.

제4차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Caracas)

8.29.~9.2.

기니 정부대표단 북한 방문

8.30.~9.2.

Bolger, Jim 뉴질랜드 국민당 당수 방한

8.31.

 ·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협약 발효(조약 884호)

8.31.~9.4.

말라위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Katopola, D. S. 재무장관

9.1.

북한의 주레소토대사관 폐쇄

9.1.~10.

제33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 1부회의(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Padilla, Thomas R. 제7대 주한 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9.2.

Tsou Chien 제7대 주한 중국대사 신임장 제정

9.2.

Rodriguez, Julio N. 제3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신임장 제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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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동경)
- 수석대표: 권익현 회장/후쿠다 다케오 회장

9.2.~3.

제3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위원회(서울)

9.2.~4.

제1차 한·쿠웨이트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Rashid al-Migrin 상공성 상무차관보

9.3.~9.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절단 방한
- 단장: De Lipkowski, Jean 불·한 의원친선협회장

9.3.~30.

 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 5개국 출장(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
민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연방)

9.4.~5.

제6차 한·미국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Ledsky, Nelso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대리

9.4.~9.
9.5.~17.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친선사절단 카보베르데 방문
- 단장: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9.7.~12.

인도 국방대학원 시찰단 방한

9.8.~10.

제4차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총회(Kuala Lumpur)

9.8.~10.

한·일본 어업실무자회담(동경)

9.8.~17.

제53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London)

9.8.~19.

제5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총회(Hobart, 호주)

9.9.~10.

한·미국 농산물실무자회의(서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9.2.

9.10.

제1차 한·일본 외무장관회담(동경)
- 최광수 외무부장관/구라나리 타다시 외상
- 후지오 일본 문부상 망언 공식 사과, 나카소네 수상 방한 일정 합의

9.10.~12.

Jazairy, Idriss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방한

9.11.~12.

한·캐나다 섬유회담(Ottawa)

9.11.~15.

O’
Neill, Robert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장 방한

9.14.~16.

Ortega Saavedra, D. 니카라과 대통령 북한 방문

9.14.~17.

Valdez Anes, Jorge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9.14.~18.

소말리아 농업사절단 방한
- 단장: Barre 농업차관

9.15.~19.

제37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Manila)
- 수석대표: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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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Punta Del Este, 우루과이)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

9.16.

제4차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9.16.

한·뉴질랜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9.30. 발효, 외무부고시 121호)

9.16.~12.19. 제41차 유엔 총회(New York)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9.17.~20.

제14차 유엔 나미비아문제 관련 특별총회(New York)

9.18.~24.

Tsering, L. Dawa 부탄 외무부장관 방한

9.18.~29.

서울 국제무역박람회(SITRA ’
86)(서울)

9.18.~10.7.

Faisal bin Fahd bi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복지청 장관 방한

9.19.~21.

Kountche, Seyni 니제르 대통령 북한 방문

9.19.~23.

Tarek, Haitham bin 오만 외무차관 방한

9.19.~23.

 onge Alvarez, Louis A.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제10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M
참석차)

9.19.~24.

Laminba 아프리카 최고스포츠회의 사무총장 방한(제10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차)

9.19.~24.

Kean, Thomas 미국 뉴저지 주지사 방한

9.19.~10.2.

Singh, Tarlochan 인도 대통령 공보비서관 방한

9.19.~10.3.

 lba, Margaret 인도 체육·청소년·여성복지담당 국무장관 방한(제10차
A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차)

9.20.~21.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일본 수상 방한(제10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차)

9.20.~24.

Ibrahim, Ilyas 몰디브 상공장관 및 Zaki, Ibrahim Hussain 외무차관 방한

9.20.~24.

Permanand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부 정무국장 방한

9.20.~24.

Masale, E. M. 케냐 문화사회차관 방한

9.20.~26.

Ashcroft, John 미국 미주리 주지사 방한

9.20.~10.5. 제10차 아시아경기대회(서울)
Loeff, Jos 구주공동체(EC) 대외관계 부총국장 방한

9.22.~23.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Vienna)

9.22.~24.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공업기술장관회의(Bangkok)

9.22.~28.

Vaz, Douglas 자메이카 통상장관 방한

9.22.~10.3.

최광수 외무부장관, 제41차 유엔 총회 참석(New York)

9.23.

유엔총회 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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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수 외무부장관/Shultz, George 국무장관

9.23.~25.

제2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과실교역회담(서울)

9.23.~28.

Kristensen, Finn 노르웨이 산업상 방한

9.23.~10.10. 제26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Montreal)
- 수석대표: 이종업 주몬트리올총영사

9.24.~25.

국제표준화기구(ISO) 한글 로마자 표준화회의(Paris)

9.24.~28.

Jaruzelski, W. 폴란드 국가평의회 의장 북한 방문

9.24.~29.

이종남 법무차관 일본 방문
-한·일본 법무부차관 상호방문 계획에 의거

9.24.~30.

Fernandes 앙골라 공업차관 방한

9.25.

제4차 한·자메이카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9.25.

김동호 제7대 주카메룬대사 신임장 제정

9.25.

유엔총회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최광수 외무부장관/쿠라나리 타다시 외상

9.26.~10.6.

Bista, Keshar Bahadur 네팔 문교·문화장관 방한(제10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관 및
문교장관 면담차)

9.27.~10.1.

Gardner, Booth 미국 워싱턴 주지사 방한

9.27.~10.1.

Spring, Dick 아일랜드 부수상 겸 에너지장관 방한

9.27.~10.2.

최동진 주케냐대사 보츠와나 독립기념일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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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6.

9.29.~10.1.

제10차 77그룹 외무장관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9.29.~10.3.
9.29.~10.3.

제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1차 산품 작업반 회의(Geneva)
제3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권원기 과학기술처 차관

9.30.~10.3. 제41차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부장관

10.1.~9.

제51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서베를린)
- 수석대표: 이동원 공업진흥청차장

10.3.~6.

이선념(李先念) 중국(구 중공) 국가주석 북한 방문

10.4.~9.

Carlson, Richard 미국 VOA 국장 방한

1584 10.5.~7.

후쿠다 한·일본 의원연맹회장 방한

10.5.~12.

일본 부품개발협력사절단 방한

10.6.

정보영 제6대 주우간다대사 신임장 제정

10.6.~9.

제3차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원조조정관회의(Bangkok)

10.6.~11.

제76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39차 이사회(Buenos Aires, 아르헨티나)
- 수석대표: 오세응 의원

10.6.~13.

제55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Beograd, 유고슬라비아)

10.6.~14.

De Giuseppe, Giorgio 이탈리아 상원 부의장 방한

10.6.~17.

제9차 세계기상기구(WMO) 대기과학 전문위원회(Sophia, 불가리아)
- 강문일 중앙기상대 기상개발관 참석

10.7.~11.

Sheffield, Bill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10.7.~13.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0.7.~14.

제5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체육및스포츠정부간위원회(ICPES) 회의(Paris)

10.8.

제7차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10.9.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04호)

10.9.~11.

Peterson, David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방한

10.10.

한·독일 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22호)

10.10.~13.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서울)

10.11.~12.

미국·소련 예비정상회담(Reykjavik, 아이슬란드)

10.12.~18.

Fuad Sultan 이집트 관광항공성장관 방한

10.13.~17.

Vagi, Legu L.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방한

10.13.~17.

다자간섬유협정(MFA)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Istanbul)

10.13.~17.

제10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선 전문가 회의(부산)

10.13.~18.

제16차 세계관광기구(WTO)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북경)
- 교통부 관광국장 및 외무부 동북아2과장 참석

10.13.~18.

한·캐나다 섬유회담
- 10.18. 섬유협정 가서명

10.13.~11.7.

통상투자사절단 구주 순방(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 단장: 홍성좌 상공부차관

10.14.~16.

제8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오재희 외무부차관/Sheikh A. A. Al-Thunayan 외무차관

10.15.~16.

Rowny, Edward 미국 대통령 군축문제특별고문 방한

10.15.~18.

Sharma Magemdra 네팔 신문사 회장 방한

10.15.~18.

Clark,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10.15.~18.

Kelly, James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방한(Weinberger 국방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결과 설명차)

- 위원: 김정렬, 유달영, 이영복

10.16.

최동진 주케냐대사, 겸임국 레소토 신임장 제정

10.16.

Suriadiredja, R. Kahpi 제4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10.16.

박근 제11대 주유엔대사 임명

10.16.

Middleton, Lawrence J. 제9대 주한 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0.16.

Minikon, Christopher T. 제2대 주한 라이베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10.16.~19.

Trefgarne, Lord 영국 국방차관 방한

10.17.~20.

Giambruno, Alberto 우루과이 수산청장 방한

10.19.~23.

Banzer Suarez, Hugo 전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

10.20.~21.

제6차 구주공동체(EC)·동남아국가연합(ASEAN) 각료회의(Jakarta)

10.20.~23.

한·몰디브 항공회담(Male)

10.20.~23.

제19차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동경)

10.20.~24.

Doedel, Charlo Wilfred 수리남 공보처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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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4. 국
 정자문위원, 아프리카 4개국 순방(코트디브아르,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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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5.

제2차 한·벨기에 상설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신두병 외무부 정보문화국장/Verstraeten, D. 플랜더스 지방 정부 국제협력청장

10.20.~25.

Graannoogst 수리남 군참모총장 방한

10.21.~23.

제1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정부간정보사업위원회(IIP) 회의(Paris)

10.22.~26.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방문

10.23.~31.

제25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회(Geneva)
- 수석대표: 김상협 한국적십자사 총재

10.24.
10.24.

이상옥 제9대 주제네바대사 신임장 제정
정채권 중국(구 중공) 해군 소속 미그19기 조종사 귀순
- 12.9. 중국 망명 허용

10.27.
1586 10.27.

한·파키스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05호)
제6차 한·독일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Keil, Franz 외무성 아주국장

10.27.~31.

국제노동회의(서울)

10.27.~31.

Gruener, Martin 독일 경제차관 방한

10.27.~11.2.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10.28.

제6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Baekelandt, Frans 외무성 정무총국장

10.28.~11.3. 제
 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 회의
(Bangkok)
10.29.
10.29.~31.

한·일본 수산청장회의(서울)
제1차 한·모로코 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Rafik Haddaqui 외무성 경제차관보

10.29.~11.1. 우루과이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Mosca, Luis A. 경제재무성 차관

10.30.

김동호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적도기니 신임장 제정

10.30.~11.4. Clark,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0.31.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23호)

10.31.~11.3.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태평양지역회의(Canberra)
11.1.~5.

Toe, Fidele 부르키나파소 노동·사회보장·총무장관 방한
- 서울 국제노동회의 참석

11.1.~11.

김영삼 신민당 상임고문 독일 및 바티칸 방문

11.2.~4.

최상화 해군참모총장 네덜란드 방문

11.2.~8.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표준관계 책임자 회의(북경)

11.3.

한·미국 간의 세관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서명(1987.3.10. 발효, 조약 914호)

11.3.~5.

제8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Subroto 광업에너지성 장관

11.3.~13.

 23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
제
조정위원회(CCOP) 회의(Madang, 파푸아뉴기니)

11.4.~7.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1.4.~10.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개발계획위원회(Bangkok)

11.4.~15.

제8차 세계기상기구(WMO) 항공 기상 전문위원회 참가(Geneva)

11.5.~7.

한·호주 항공회담(서울)

11.5.~12.

Kiwanuka, Robert 우간다‘Star’
지 부편집인 방한

11.6.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24호)

11.6.~7.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서울)
- 수석대표: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우치다 도미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11.6.~8.
11.7.~9.

Sigur, Gaston J.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제32차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집행위원회(Bangkok)
- 수석대표: 손관호 공무원교육원장

11.7.~12.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Kuala Lumpur)

11.9.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
한
(조약 903호)

11.10.~13.

제2차 한·카타르 공동위원회(Doha)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Abdullah H. SALATT 재무·석유성 석유국장

11.10.~14.

관세협력이사회(CCC) 상임기술위원회 참석(Brussels)

11.10.~15.

제16차 미주기구(OAS) 총회(Guatemala)

11.10.~21.

제7차 유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준비회의(Vienna)
- 수석대표: 이시용 오스트리아대사

11.11.~14.

 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개도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
아
(New Delhi)

11.11.~16.

Oxnam 미국 Asia Society 회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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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Weeden, B. C. 항공성 국제정책국장

11.11.~16.

Solis 멕시코 대통령 경제고문 방한

11.12.~15.

Blamo, John B. 라이베리아 외교장관 방한

11.12.~15.

Carvajal Perez, Jose F. 스페인 상원의장 방한

11.12.~16.

Solis, Leopoldo 멕시코 대통령 경제수석 고문 방한

11.12.~18.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Madrid)

11.13.

유엔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New York)

11.14.

Perez, Hernando B. 필리핀 교통장관 방한

11.14.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서명, 발효(조약 906호)

11.14.~16.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Rostenkowski, Dan 세입위원장

1588 11.16.~18.

제2차 한·바레인 공동위원회(Manama)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중동국장/Ibrahim A. Al-HAMER 재무·국가경제성 부차관보

11.16.~18.
11.16.~19.

Montoya, Carlos Orbin 온두라스 국회의장 방한
미국 상원의원단 방한
- 단장: Hollings, Earnest F. 통상·군사위원회 의원

11.16.~19.

제5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총회(Vancouver)

11.16.~20.

Feris, Gabriel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방한

11.16.~21.

제2차 유엔봉사단(UNV) 정부간 회의(Maseru, 레소토)
- 수석대표: 함명철 외무부 국제연합과장

11.16.~21.
11.17.~21.

Nkomba, Ronald N. L. 말라위 외무차관 방한
실무협력조사단 르완다 방문
- 단장: 전순규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11.17.~21.

Ahmad, Quzai Jalaluddin 방글라데시 국방차관 방한

11.17.~22.

Barboza, Julio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방한

11.17.~28.

제9차 세계기상기구(WMO) 농업기상 전문위원회 회의(Madrid)

11.18.

제7차 한·덴마크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Wilhjelm, N. 통상장관

11.18.~23.

Kaarlehto, Paavo 핀란드 외무부 경제차관보 방한

11.20.~21.

한·불 어업회담(서울)

11.20.~22.

Savage, Gus 미국 하원의원 방한

11.21.~24.

이원경 전 외무부장관 필리핀 방문

11.21.~26.
11.22.~26.

Ariyoshi, George 미국 하와이 주지사 방한
Bedregal, Guillermo 볼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 11.25.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11.23.~24.

Wickham, John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중국(구 중공) 방문 결과 설명차)

11.23.~29.

제31차 콜롬보플랜(Colombo Plan) 자문위원회(Sidney)

11.24.

제3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오재희 외무부차관/Tan Sri Datuk Zainal Sulong 외무차관

11.24.
11.24.~25.

한·말레이시아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13호)
제19차 한·일본 무역회담(서울)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후지다 기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11.24.~26.

제42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케냐 교육 및 인력개발시찰단 방한
- 단장: Mwendwa, K. 축산개발장관

11.24.~30.

김동호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차드 신임장 제정

11.25.

한·볼리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912호)

11.25.~27.

Burger, Nobert 독일 Köln 시장 방한

11.25.~27.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서울)

11.25.~28.

Gorbachev, M.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인도 방문

11.25.~12.1.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정부간 철도 그룹회의(Bangkok)

11.26.

Cordovez, Jean A. 제4대 주한 파나마대사 신임장 제정

11.26.

Chuthasmit, Suchati 제8대 주한 태국대사 신임장 제정

11.26.

Lilley, James R. 제13대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제정

11.27.

제1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11.27.~28.

한·스웨덴 섬유협상(Stockholm)

11.27.~28.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 실무자회담(서울)

11.28.

남극조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08호)

11.29.~30.

말레이시아·북한 학자 세미나(Kuala Lumpur)

11.30.~12.14. 김
 내성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아프리카 순방(세네갈,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케냐, 에티오피아)
12.1.~3.

제5차 한·미국 동북아 안보문제 연구회의(Washington D.C.)
- 박쌍용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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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한·노르웨이 섬유회담(Oslo)

12.1.~4.

Walsh 세계여성언론인협회장 방한

12.1.~6.

Maulana Kausar Niazi 파키스탄 상원의원 방한

12.2.

 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환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09호)

12.2.~3.

제7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Canberra)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Lightowler, M. D. 무역성 차관

12.2.~11.

제40차 국제교육국(IBE) 국제교육회의(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12.4.
1590 12.4.~5.

12.5.
12.5.~6.

 ·미국 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한
관한 각서교환(1.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26호)
한·오스트리아 섬유회담(Vienna)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지역 집행이사국 피선
제14차 한·일본 정기각료회담(동경)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구라나리 타다시 외상

12.6.~10.

Abramowitz, Morto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 방한

12.8.~9.

한·핀란드 섬유회담(Helsinki)

12.8.~13.

미국 정책개발 연구소(CDP) 대표단 방한

12.8.~13.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해운·운수·통신위원회(Bangkok)

12.8.~19.

제1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제1부)(Geneva)

12.9.

Arrieta Peralta, Ernesto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2.9.

Arjal, Narayan Prasad 주한 네팔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2.9.

북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가입

12.9.~11.

제106차 국제소맥위원회(IWC) 회의(London)

12.9.~12.

제10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Rome)
- 수석대표: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
- 12.11. 1987~88년도 정이사국 피선

12.10.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915호)

12.10.~13.

Hart, Gary 미국 상원의원 주관 환태평양 회의(서울)

12.11.

Goldfield, H. P. 미국 상무부 차관보 방한

12.11.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정이사국(1987~88년도) 및 교체 이사국(1989년도) 피선

12.12.

 ·독일 간의 단기 전문가 파견 기금의 보충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25호)

12.12.~14.

Jackson, Jesse 미국 목사(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방한

12.13.~20.

 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동남아 순방(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소
필리핀)
- 지역정세 조사 및 현안문제 협의차

12.14.~18.

제22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총회(동경)
- 수석대표: 정석모 민정당 의원

12.14.~18.
12.15.~16.

Elejalde Estenssoro, Cesar 페루 검찰총장 방한
제3차 한·일본 문화교류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신두병 외무부 정보문화국장/하타노 요시오 외무성 보도관

12.15.~18.

미국 국회의원단 방한(PCI 세미나 참석차)

12.15.~18.

제29차 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AARRO) 집행위원회(New Delhi)

12.16.

제5차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12.16.

 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 간의 부속 약정 서명
대
(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27호)

12.17.

윤영엽 제4대 주카타르대사 신임장 제정

12.17.~22.

Mustapha Iznasni 모로코‘Al Naghrib’
지 사장 방한

12.18.

남홍우 제4대 주가나대사 신임장 제정

12.19.

김현진 제3대 주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12.21.~30.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서남아(인도, 네팔, 부탄) 및 태국 순방

12.23.

김성식 제3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신임장 제정

12.23.

조갑동 제4대 주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12.26.

 ·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한
협약 발효(조약 907호)

12.30.

 ·캐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
한
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128호)

12.30.

북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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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Yatron, Gus 하원 인권 및 국제기구 소위원장

1971

| 1986년(Ⅱ) |

발행처
		
기획
		

2017년 3월 15일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상훈, 송봉헌, 신길수, 최석인, 홍종기

디자인/인쇄

(주)미루기획

		

Tel. 02)543-2340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인쇄
발행

1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