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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90(Ⅰ)

외교부

❘일러두기❘

1. 외교사료해제집은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본 책자는
2021년에 공개된 1990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 1970∼89년도 내용 일부 포함

2. 각 문서철별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해제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제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1990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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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1

조약･국제법 업무 활성화 방안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0-1 / 1 / 1-151

1987~90년 중 조약･국제법 업무의 활성화 방안내용임.
1. 문제점
●

업무 증가
- 국제관계의 다변화 및 심층화
- 조약체결 업무의 양적, 질적 증가

●

기구 축소 및 인력부족
- 조약국의 폐지, 통합으로 조약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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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인력부족 및 기록보존장치 미보유

2. 필요성
●

국제법 관련 업무의 전문화

●

조약 관련 업무의 질적 강화

3. 활성화 방안
●

업무의 전산화

●

업무의 전문화

●

단기 방안
- 업무 조정 및 인력관리개선

●

중장기 방안
- 전문직원 특채 및 직제개선

90-0002

외무부 훈령 및 예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20-1 / 2 / 1-50

1990년 중 외무부 위임전결규정, 예규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위임전결규정 개정(1990.12.1.)
●

목적: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규정에 관련 사무 추가

●

주요내용
- 재외공관 국유재산 취득,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 재외공관 국유재산의 증･개축 사업에 관한 본 방침 결정
-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시행

2. 외무부 예규 개정
●

재외공관 청사, 관저 및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1990.4.3. 공포, 외무부 예규 제90-1호)

●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1990.5.7. 공포, 외무부 예규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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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3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남미과 / 서구2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1 / 3 / 1-185

1. 외무부는 1984.9.19. 주볼리비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볼리비아 Santa Cruz시에 Carlos A.
Saavedra Weise를 명예영사로 임명함.
●

명예영사의 직무범위
- 재외국민의 신변 및 재산보호
- 공공 등기소의 문서 사본 및 발췌문 입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 보호
- 통상, 경제, 예술, 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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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매 사안별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관광 및 통과사증 발급)
●

1990.1.27. 동인에게 수교훈장 숭례장을 수여함.

2. 한국 정부는 1985.5월 및 1990.4월 주사이프러스 명예영사 임명을 검토하였으나, 주변 관련
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3. Vanhov 벨기에 주겐트 명예영사는 1988.11.20.~25. 방한하여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시 벨기에
안트웨르펜 주재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함.
●

주벨기에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9.8.14. E.A. Van Dyke 전 벨 텔레폰사 사장을 안트웨르펜
주재 명예영사로 임명함.

4. 외무부는 1989.8.11. Haroldo Chaves 리오데자네이로 주재 명예총영사를 면직조치함.
5. 외무부는 1990.12.4. Amir Khosru Mahmud Chowdhury를 방글라데시 치타공 소재 명예영사로
임명함.

90-0004

Housainou M. Njai 주Banjul(감비아) 명예총영사 임명,
1988.1.30.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 / 4 / 1-67

1. 감비아 외무부 사무차관은 1987.6.1. Ghanim을 주Banjul 명예총영사 후보로 추천함.
2. 외무부는 1987.6.20. 주세네갈대사관의 추천서를 요청함.
3. 주세네갈대사는 1987.7.3. Ghanim의 경우 순수한 감비아인이 아니고 레바논계 감비아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4. 감비아 외무장관은 1987.11.26. 주세네갈대사관 직원에게 주Banjul 명예총영사로 Housainou
Njai를 추천함.
5. 외무부는 1988.1.30. Housainou Njai를 주Banjul 명예총영사로 발령함.
6. 감비아 정부는 1988.4.14. Housainou Njai 명예총영사에 대한 인가장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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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5

심수관 주가고시마(일본) 명예총영사 임명, 1989.4.19.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 / 5 / 1-173

1. 심수관 일본 가고시마 명예총영사의 임명
●

추진 경위
- 1988.11.25. 주일본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도공의 14대 후손 심수관을 명예영사로
검토해 줄 것을 서면 및 공식 전문으로 외무부에 건의함.
- 1989.4.19. 한국 정부는 주일본대사의 건의에 따라 동인을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일본 정부에 인가를 요청함.
- 1989.7.13. 일본 외무성은 심수관의 인가장(일본 국왕 명의)을 전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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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9.14. 명예총영사관 개관식 개최
●

명예영사 직무범위(명목상으로 직무를 부여하고 실제업무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이 계속 수행)
-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사무
- 공공등기소의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의 입수
- 통상･경제･예술･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촉진

●

경비지원
- 국기, 관인, 법령집, 기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지원 이외의 경비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절히 지원함.

2. 심수관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는 1990.1.20.~26. 명예총영사 임명보고 및 인사차 방한함.
●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문화부장관, 대한항공사장 면담
-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독립기념관 방문

●

교통부장관 및 대한항공사장 면담 시 한･일본 간 교섭 중인 서울-가고시마 간 직항로 개설을
희망하는 가고시마현 지사의 친서를 전달함.

2020-1 / 10 / 1-77

90-0006

국제기구 근무 우리나라 인사 서훈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1 / 6 / 1-136

1. 정부는 1982.10월 각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아 아래 3인을 서훈하기로 결정함.
●

김윤열 주스리랑카 UNDP(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 수교훈장 숭례장
- 21년간 근무 중 한국외교업무 수행에 측면지원

●

김성환 국제전기통신연합 자재구매과장: 수교훈장 숭례장
- 18년간 장기근무 중 공관과 지속적인 협조 및 한국인 이미지 부각

●

신재숙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 직원: 수교훈장 숭례장
- 프랑스 교민 간 순화 및 유학생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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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장관은 1983.3월 상기 3인에 대하여 훈장을 수여함.
●

국제기구 장기근무자로서 한국인의 근면하고 우수한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였음을
언급

3. 정부는 1984.1월 주이탈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국 김명수에 대한
서훈을 검토함.
●

서훈 여부, 훈격 등은 확인되지 않음.

90-0007

외국인 훈장 전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 / 7 / 1-86

1988~89년 중 외국인 훈장 전수 내용임
1. 주페루대사, 1988.8.26. Mario Castro Arena 페루 대통령 특별보좌관에게 수교훈장 흥인장
전수함.
2. 주캐나다대사, 1989.1.10. Andren F. Antippas 전 주한 미국총영사(현 주몬트리올 미국총영사)에게
수교훈장 숭례장을 전수함.
34

3. 주파키스탄대사, 1989.1.23. I. A. Sirohey 파키스탄 합창의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전수함.
4. 주니가타총영사, 1989.7.2. 키미 다게오 전 니가타현 지사 유가족 대표에게 수교훈장 숭례장을
전수함.
5. 주고베총영사, 1989.11.29. 나카이 가즈오 일한친선협회 고문에게 수교훈장 숭례장을 전수함.
6. 국가보훈처, 1989.12월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외국인 독립유공 포상자 명단을 외무부에 통보함.
●

독립유공 포상자: 총 38명(대한민국장 5, 대통령장 11, 국민장 22)

90-0008

한･일본 인사 서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 / 10 / 1-77

정부는 1990.9월 하세가와 다카시 일한 협력위원회 회장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함.
1. 훈장수여 경위
●

한일 협력위원회는 1989.11월 일본 측 회장대행 하세가와 다카시 및 상무이사 세지마 류조에
대한 서훈을 건의해옴.

●

정부는 1990.1월 하세가와 회장대행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기로 결정
35

2. 노태우 대통령은 1990.9.18. 하세가와 다카시 의원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을 직접 전수함.

90-000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김현희 사법처리 문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1 / 11 / 1-125

1987.11.29. 대한항공(KAL 858) 폭파사건과 관련한 김현희의 사법처리 내용임.
1. ILA(세계국제법협회)는 1988.1.23. ‘대한항공 폭파사건과 국제 테러리즘’의 제목하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바, 김찬규 경희대 교수는 아래요지로 발표함.
●

범인에 대한 사법처리
-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범인을 중벌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기소편의주의 및 공소보류제도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나, 일단 소추하여 사법적
해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36
●

배후세력에 대한 처벌문제
- KAL기 폭파를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권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기될 것임.
- 이스라엘은 자위권 행사로서 군사보복을 가했으며, 미국은 1986.4월 리비아에 대해 제한적인
자위권을 발동함.

2. 모하메드 바레인 내무장관은 1987.12.26.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김현희의 수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1989.4.6. 바레인 수상은 주바레인대사에게 한･바레인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입법조치
이전이라도 범죄인 상호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테러 관련 정보의
즉시적인 교환을 강력히 희망함.
- 주바레인대사는 4.8. 김현희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공판결과 등을 주재국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3. 외무부는 1989.4.28. 김현희에 대한 사형선고 사실을 바레인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바레인대사
에게 지시함.
●

서울 형사지법이 4.25. 김현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 등 7개죄를 적용, 구형
대로 사형을 선고함.

4.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989.5.3. Kotaite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김현희 재판
결과를 서한으로 통보함.

5. 외무부는 1990.4.13.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 재외공관에 통보함.
●

3.27. 대법원 상고심은 김현희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였는바, 이는 국내 관련법 및 몬트리올협약
등 관련 국제법에 따른 항공기 테러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

4.12. 대통령은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제민간항공 안전 및 테러방지를
위한 한국 측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임.

●

4.27. Esser IATA(국제항공수송협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김현희 사면조치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하면서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함.
37

90-001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KAL기 수색 및 잔해 인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0-1 / 12 / 1-241

1987.11.29. 대한항공(KAL 858) 폭파사건 관련 1989~90년 중 KAL기 수색 및 잔해
인수사항임.
1. 일본 NHK 방송은 1989.9.29. KAL기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방콕 특파원발로 아래와 같이 보도함.
●

9.22. 태국 남부 국경(미얀마 접경지역) 타보이 앞바다 안다만 해저에서 태국 어선이 다량의
금속파편 인양
- 현지 당국은 동 금속파편을 1987.11월 상기해역 상공에서 폭파된 KAL 858기의 잔해로 추정
하고 조사중임.

38
●

주미얀마대사는 주재국이 9.30. 교통부, 공군, 해군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고함.

2. 주태국대사관은 1990.3.14. 태국 현지경찰이 기체 알루미늄 파편 74점과 여행가방 1개를 확보
했으며 주재국 정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의거 동 잔해를 한국 측에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조를 약속함.
3. 주미얀마대사는 1990.3.14. U Tin Ohn 주재국 교체부 민항국장을 방문, 동 국장은 기체 잔해
발견 시 한국 측에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언급함.
4. 태국 정부는 1990.4.19. 보관중인 KAL기 잔해를 한국 측에 인계한다는 공한을 주태국대사관에
보내옴.
●

KAL기 잔해물 확인을 위해 유가족 100여 명이 5.9. 및 5.11. 태국을 방문함.

5. 외무부는 1990.10.15. KAL기 잔해인양 작업에 관한 대한항공 측의 작업계획서를 주미얀마대
사관에 송부하면서 수색작업에 필요한 협조를 제고하도록 지시함.
●

인양작업 일정, 전진기지 설치, 인양작업 수색범위, 인양작업선, 통신망 운용체계 등

●

주미얀마대사관은 10.24. 주재국 정부에 인양작업과 관련 한국 측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6. 대한한공 KAL기 잔해 인양작업팀 10명은 1990.11.16.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11.20. 귀국함.
●

인양작업팀은 11.13. 타보이 항 근해 해역에서 알루미늄판 1점을 수거함.

●

그간 15일간 계속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수색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이유로 기체 잔해를 찾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90-0011

한국 인권문제 관련 해외 인권단체 동향 및 대응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 북미과

MF번호

2020-1 / 13 / 1-255

1. 1988.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EN 대회 참가예정인 캐나다 대표 일행은 이태복 사건과 관련 법무부
및 내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요청해 옴.
●

외무부는 국내 일정상 상기 장관 면담이 불가함을 통보함.

2. 국제사면위원회는 1989.5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강철순을 주한 캐나다대사관 직원이
면회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옴.
3. 캐나다 전국학생연맹은 1989.11월 학생연맹총회가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의 석방운동을 계속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오면서 이들의 석방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진정하여 옴.
4. 국제사면위원회 캐나다 토론토지부는 1989.11월 토론토에서 사형제도 폐지요구 시위 및 서명
운동을 갖고 5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주캐나다대사에게 송부해 옴.
5. 주영국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 하원의원 5명이 노태우 대통령 방영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1989.11월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57명 의원이 서명함.
6.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 및 보수당 하원의원은 1990.4월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인권
상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히 서경원 및 방양균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청해 옴.
7. 정부는 1990.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즈음하여 재일 한국 거류민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일
교포 수형자 8명을 특별 가석방함.
8. 본 문건에는 1990.7월 외무부 작성 ‘최근 국내인권문제에 대한 외국 관련단체 동향’ 자료가 수록됨.
국제사면위원회의 관련동향
미 국무부 인권 관련 보고서 발간
● 미 하원의원 10인, 정치범 사면 촉구 대통령 앞 전문 발송
● 미 상원의원 10인 대통령 앞 연서 서한 발송
● 미 AFL-CIO(노동총연맹) 성명문 발표
● EC(구주공동체) 의회, 아국 인권문제 거론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아국 인권문제 거론
● 로버트 케네디 추모회 인권대표단 방한 결과보고서 발표
● 국제 언론인 보호위원회 보고서 발간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노 대통령 앞 서한 발송
●
●

39

90-0012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진정서 유엔인권위원회 제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1 / 14 / 1-128

1989~90년 중 유엔에서 접수한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 내용임.
1. 1989.10.2. 유엔인권사무국은 1989.8~9월간 접수한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 7건을 주제네바
대표부에 보내옴.
●

진정내용
- 임수경의 안전귀환 및 불처벌 보장
- 국가보안법에 의거, 체포 및 기소된 임수경,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이부영 등의 석방

40

2. 유엔인권사무국은 1989.11.30. 및 1990.3.16.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해옴.
●

진정서 내용: 임수경 등 석방 요청

3. 정부는 그간 유엔사무국이 접수한 임수경 등 불법 입북인사 관련 진정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1990.5.1. 유엔인권사무국에 제출함.
4. 유엔인권사무국은 1990.6.14.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을 통해 토론토 소재 인권단체의 한국 인권
관계 진정서를 송부해 옴.
●

진정서 내용: 임수경 등의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며 친북단체가 진정서를 직접 제출한 사례임.

●

정부는 7.6. 상기 진정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추가로 유엔인권사무국에 제출함.

90-0013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구주1과

MF번호

2020-1 / 15 / 1-178

1989~90년 중 국내 인권문제 관련 해외반응임.
1. 미 국무부는 1989.12.13.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입장을 아래와 같이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15. 공판을 받는 재미교포 학생 문제 관련, 외국인이라도 미국 체류
중에 미 국내법상 합법적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미국 내 구명운동 세력이 미국 의회를 비롯하여 각계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어 미 국무부로서는
동 사건의 논평을 요구받을 경우 공개적으로 유감표시를 할 수 밖에 없음.

2. Larry Pressler 의원 등 4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1989.12.20.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문익환
목사의 법 집행에 있어서 동인이 고령임 등을 감안하여 구치소 수감 중 건강보호 조치 및 가족,
변호인 면회 등 처우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Margaret Beckett 영국 하원의원(노동당)은 1989.12.20.자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문규현,
임수경의 석방 및 석방시까지 자유면회 허용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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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14

국내 정치상황에 관한 미국 측 반응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 / 1 / 1-181

1988~90년 중 한국 정치상황에 관한 미국 측 언론보도 및 반응임.
1. 주뉴욕총영사관은 1988.10.25.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한국 고위층 트럼프 아파트 구입설 관련
진상 조사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뉴욕 호화 아파트 구매에 한국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10.5. 뉴욕타임즈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트럼프 측에서 아파트 선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을 하였거나 일본 회사의
Agent로 나선 한국인이 기업 기밀유지 또는 은닉을 위한 위장발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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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2.28. 국회 5공특위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3.6.
아래와 같이 자료를 작성함.
●

미국, 호주 등 외국정부에 보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조사 요청서류

●

외국 정부의 회신서류 사본

●

전경환 소유설의 미국 뉴저지주 소재 목장 소유주 관련사항

3. 한국 동의대학교 경찰 참사 사건 및 이에 따른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은 1989.5.3. 미국 정부 및 언론의 주요 반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비극적 인명피해를 자아낸 무분별한 폭력 개찬

●

희생자 유가족에 조의표명

●

한국내 모든 당사자의 폭력자제 촉구

4. 미 국무부는 1989.8.31.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기소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보도지침을 작성하고
언론의 질문이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한국 검찰은 김대중 총재를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음.

●

미국은 김 총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 총재가 한국에서 중요한 정치인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함.

90-0015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민간 인권단체 동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 / 2 / 1-171

1989~90년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민간 인권단체의 동향임.
1. 미국 민간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1990.1.4. 발표한 보고서에서 1989년 중 한국의
인권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

Human Rights Watch 개요
- 1975년 뉴욕에 설립된 지적활동보호단체
- 소재지: 뉴욕(본부), 워싱턴(사무소)
- 목적: 전세계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 조직: 5개 위원회로 구성(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중동, 헬싱키)

●

1989년도 한국의 인권상황
- 1,000여 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고, 그 중 상당수가 통일주장 등 비폭력적 정치활동
때문에 국가 보안법에 의거 체포됨.
- 특히, 전교조 지도자 체포 등 결사의 자유가 주요 후퇴분야임.

2. 미국내 인권단체인 ‘Asia Watch’는 1988.12.22. 북한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함.
●

Asia Watch 개요
- 설립 및 소재지: 1985년, 뉴욕(본부), 워싱턴(사무소)
- 목적: 아시아지역 국가의 인권상황 파악 및 증진
- 주요활동: 남북한 등 아시아지역의 인권상황 중점조사

●

북한 인권상황 평가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박탈체계 확립
- 여행, 거주, 언론, 종교, 재판, 정치 등의 자유 및 기본 생존권 부재
- 김일성 부자 우상화 및 그 충성도에 따른 계급차별
- 김정은 권력승계 반발로 일련의 구속사태 발생

●

주유엔 북한대사는 동 보고서 내용이 거짓과 날조라고 비난함.

3. 한국의 정치발전과 인권개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IHRLG(국제인권법협회) 소속 변호사 2명은
1989.2.11.~16. 한국을 방문함.
●

방문인사
- Mr. Steven Schneebaum 변호사, Mr. Craig Kramer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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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인사
- 현홍주 법제처장, 임상현 법무부 법무실장

●

면담내용
- 한국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 고문, 보호감호 입법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함.

●

동 협회는 1990.3월 유네스코에 서한을 발송하여 임수경 및 문규현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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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16

한국 국내문제 관련 미국 의원 서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 / 3 / 1-87

1990년 중 한국 인권문제 관련하여 미국 의원들이 보낸 개선촉구 서한 내용임.
1. 폴리에타 의원 등 10명의 미국 하원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연서 전문을 발송, 1,000명에
달하는 모든 정치범을 3.1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과 특히 장기 복역중인 서승을 즉각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함.
●

연서 서명자 중 폴리에타 의원은 1985.2월 김대중 귀국 시 동행 입국함.

●

주미국대사관은 3.7.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에게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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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등 10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1990.6.14. 한국 내 인권상황 관련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발송함.
●

서한 내용: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제한 등 최근 한국 내 인권상황의 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시정 촉구

●

서한 요지
-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사람들의 체포, 특히 김현장, 김영애, 고현주 같은
통일 주창자와 김근태 같은 반정부 지도자의 구속은 세계 인권선언에 위배되므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함.
-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의 강제 진압은 노동권에 관한 국제법규에 어긋남.

●

외무부는 상기 연서에서 언급된 4명에 대한 법무부 자료를 7.9.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인권 및 민주화 신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함.
- 김근태 등의 구속: 합법적 절차에 따른 집회, 시위는 관계법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폭력적 집회. 시위 등은 규제하고 있음.
- KBS,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나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대처가 불가피함.

90-0017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전3권 (V.1 1990.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2 / 4 / 1-265

1990.1~5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미국 하원 정부활동위원회 요청으로 미국 감사원 직원 2명이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실태 조사차 1990.1.27.~2.2. 방한함.
●

방한 목적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위한 6개국 파견조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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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청취
●

주요 일정
- 법무부 인권과장, 대법원 관계자 면담
- 문동환 의원, 강신옥 의원, 평민당 및 민주당 관계자 면담

2. 1990.2월 법무부는 1989년도 미 국무부의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발간 및 A.I.(국제사면위원회)의
양심범 석방촉구 성명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동 입장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A.I.에 전달하고, 3.5. 주미국대사관은 상기 자료 중
정부의 공식 논평과 조치내용을 미 국무부에 설명함.

3.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1990.3.6.자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으로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임수경, 문규현 신부에 대한 형량의 과중함을 지적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의
표명

90-0018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전3권 (V.2 1990.6-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2 / 5 / 1-214

1990.6~8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법무부는 1990.6월 미국 내 국제 언론인 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의
198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자료를 작성함.
●

한국은 단순히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기사, 1980년 광주사태 관련 기사, 정부 비판자의
북한 여행기를 작성 또는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전략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을 찬양,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 기사에 대해서만 처벌

2. AFL-CIO는 1990.5.23. KBS, 현대중공업 파업 강제진압 등 한국의 노동운동 탄압 등을 비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미국대사관 노무관은 6.21. AFL-CIO 동남아지역 노동문제 전담 단체인 AAFLI를 방문하여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향후 한국 관련 문제 제기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Edward Kennedy 의원 등 10명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1990.6.14. 김근태 등 구속자 석방과
노동운동의 보장을 촉구하는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발송함.
●

정부는 7.9. 주한 미국대사관에 상기 Kennedy 의원 연서에 추가적인 서명을 고려 중인 의원
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90.6.20. 김근태 구속과 관련한 미국 의원들의 비판적 반응과 한국입장, 한국
내 노사분규 상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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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19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전3권 (V.3 1990.9-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2 / 76 / 1-309

1990.9~12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미국 하원 내 인권코커스는 최근 보안법 위반 수감자 수의 증가 및 장기복역 정치범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비전향 좌익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1990.10.30.자 연서 서한을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우편 송부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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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명이 정치적 활동으로 수감, 43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전향서 강요 및 거부 시의 접견 불허 등 불이익 조치 또는 고문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위반

●

57명의 미전향 장기수의 복지에 관심 표명

2. 미국 내 인권단체인 Asia Watch는 1990.11.11. ‘개혁으로부터 후퇴’ 제하의 한국 인권상황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노동자 권리 확대 공약 불이행, 구속자 석방촉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정책 비난

●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집시법 위반 원용 남용 중단

●

국가보안법 위반 재소자에 대한 전향서 서명 강요 관례 폐지

90-0020

일본 국왕 즉위식 참석 계기 방한 희망 외빈 영접 방안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 / 10 / 1-131

1990년 중 일본 국왕 즉위식 계기 방한 희망 외빈 영접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90.5월 아키히토 일본 국황의 즉위식(1990.11.12.)에 참석할 각국의 외빈 중에
방한을 희망하는 고위인사 현황을 파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2.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 방한 가능성 또는 희망의사를 나타낸 주요 인사는
아래와 같음.
●

Collor 브라질 대통령, 온두라스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호주 총독, Abdul 예멘 대통령,
페루 대통령, 과테말라 대통령, 유고 대통령, 헝가리 대통령, 그리스 수상, 찰스 영국 황태자

●

포르투갈 외무장관

3. 외무부는 1990.10.13.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 방한 외빈을 아래와 같이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함.
●

Jovic 유고 대통령: 1990.11.7.~10. 공식 방문

●

Mitsotakis 그리스 수상: 1990.11.14.~15. 공식 실무방문

●

Goncz 헝가리 대통령: 1990.11.14.~17. 공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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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21

외빈 영접기준 합리화 방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 / 11 / 1-87

1989~90년 중 외빈 영접기준 합리화 방안 및 국빈 방한 시 의전절차 개선안에 관한 외무부
검토내용임.
1. 외빈 영접기준 세분화 및 합리화 방안(1989.8.8.)
필요성: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외빈 방한 요청 증대 현실 및 국제적 의전 간소화
추세감안, 방문 유형 세분화 및 영접기준 합리화 필요
● 방문유형의 세분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방문, 사적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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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영･송 행사 간소화 방안(1989.8.8.)
김포공항 입출국 승객의 급증에 따라 민항기를 이용하여 방한하는 외빈들의 환영･송 행사를
김포공항에서 거행 시 상당한 혼란과 일반 승객에 대한 불편 초래, 신변경호 측면에서의 문제 대두
● 개선 방안: 서울공항 도착 시 현행대로 행사를 거행하며 김포공항 도착 시 국가원수 및 수상급으로
●

구분하여 영접

3. 국빈 방한시 의전절차 개선안(1989.12.21.)
기본 방향
- 현행 기존관행을 유지하면서 한국적 특색을 도입한 격조있는 의전관례 재정립
- 국빈영접을 정중하게 하면서 국가원수의 품위 유지
- 국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에서 방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탄력적인 의전절차 운용
● 세부추진 방향
- 한국 고유의 전통 외빈접수 의례조사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 구체적 방안 연구
- 개선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

4. 대통령 외빈 접견범위 조정안(1990.5월)
현행 외빈 접견범위
- 주한 대사 부임시: 신임장 제정 및 환담
- 주한 대사 이임시: 대통령은 상주대사 접견. 외무부장관은 비상주대사 접견
- 외빈 방한시: 국가원수 및 수상은 정상회담, 기타 외빈은 선별적으로 접견
● 개선 방안
- 주한 대사 부임시: 현행대로 시행
- 주한 대사 이임시: 상주대사는 국무총리가 접견, 비상주대사는 외무부장관이 접견
- 외빈 방한시: 외상급 이상 공식방한시 현행대로 접수, 기타는 선별적으로 대응
●

90-0022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건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 / 12 / 1-141

1989~90년 중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건의 및 신임장 수여식 관련문서임.
1.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
●

1989.2.11. 주뉴질랜드대사 등 15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89.2.11. 주벨기에대사 등 10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89.4.11. 주베네수엘라대사 등 3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89.5.2.

●

1989.5.15. 주룩셈부르크대사 등 6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89.8.22. 주가이아나(겸임)대사 등 3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1.30. 주멕시코대사 등 2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2.21. 주그리스대사,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2.23. 주EC(구주공동체)대사 등 6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6.1.

주불가리아대사 등 9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7.3.

주피지대사 등 2명,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7.9.

주나우루 등(겸임)대사. 신임장 및 소환장

●

1990.12.26. 주파나마대사 등 12명, 신임장 및 소환장

주서사모아(겸임)대사 등 4명, 신임장 및 소환장

2. 신임장 수여식
●

1990.2.21. 신동원 주독일대사 등 8명 참석

●

1990.3.7. 권동만 주EC대사 등 6명 참석

●

1990.6.26. 김좌수 주불가리아대사 등 9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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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23

대사파견 - 알제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마그레브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13 / 1-25

1. 알제리 정부는 1990.5.14. 한석진 주알제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한석진 대사는 1990.7.14. Ghozali 알제리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한석진 대사는 1990.7.15. Chadli 알제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Chadli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산업기술 전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 및 (주)대우의
알제 근교 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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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24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14 / 1-23

1. 외무부는 1989.12.19. 이재춘 아주국장을 주방글라데시대사에 내정함.
2.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2.7. 이재춘 주방글라데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90.2.21. 이재춘 주방글라데시대사를 발령함.
4. 이재춘 대사는 1990.3.27. 방글라데시 외무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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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춘 대사는 1990.3.31.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Ershad 대통령의 언급요지
- 1985년 방한을 언급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방글라데시 방문을 희망함.
- 양국관계의 지속발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투자 등 경제협력 증대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함.

90-0025

대사파견 - 불가리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15 / 1-63

1. 불가리아 정부는 1990.5.16. 김좌수 주불가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좌수 대사는 1990.7.9. Dimotroqui 불가리아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김좌수 대사는 1990.8.17. Zhelev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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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사는 남북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불가리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Zhelev 대통령은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노력을 강조함.

90-0026

대사파견 - 미얀마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16 / 1-21

1. 외무부는 1990.4.28. 김항경 영사교민국장을 주미얀마대사로 내정함.
2. 미얀마 정부는 1990.5.31. 김항경 주미얀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3. 외무부는 1990.6.15. 김항경 주미얀마대사를 발령함.
4. 김항경 대사는 1990.7.16. 부임하여 7.18. Thura Htet 미얀마 의전장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함.
5. 김항경 대사는 1990.7.27. 쏘몽 미얀마 수상(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겸임)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쏘몽 수상의 언급요지
- 미얀마 정세를 설명하면서 1988년 유혈사태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SLORC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가 통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0.5월 총선 후 헌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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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27

대사파견 - 브루나이
생산연도

197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17 / 1-131

1. 브루나이 정부는 1978.11.8. 이상옥 주싱가포르대사(주브루나이총영사 겸임)에 대한 영사인가
장을 부여함.
2. 브루나이 정부는 1982.10.21. 김경철 주싱가포르대사(주브루나이총영사 겸임)에 대해 영사인
가장을 부여함.
3. 1983.9.15. 주브루나이총영사관이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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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무부는 1983.11.18. 최배식 주스위스대사관 참사관을 주브루나이총영사(초대 상주)로 발령함.
5. 브루나이 정부는 1983.12.5. 최배식 주브루나이총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부여함.
6. 브루나이 정부는 1986.2.17. 강승구 주브루나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7. 강승구 대사는 1986.4.29. 브루나이 외무성 의전장 직무대리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하고 5.5.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에게 신임장 제정함.
8. 외무부는 1989.2.1. 허세린 주삿포로총영사를 주브루나이대사로 내정함.
9. 브루나이 정부는 1989.2.28. 허세린 주브루나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10. 허세린 대사는 1989.4.22. 브루나이 외무성 의전장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하고
6.13. Hassanal Bolkiah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28

대사파견 - 카메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총무과(인사)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 / 18 / 1-100

1. 카메룬 정부는 1989.12.12. 황남자 주카메룬대사(차드,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하국 대사
겸임)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황남자 대사는 1990.2.2. Booh 카메룬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5.10. Biya
카메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차드 정부는 1990.1.15. 황남자 주차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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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남자 대사는 1990.10.26. Habre 차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적도기니 정부는 1990.2.2. 황남자 주적도기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황남자 대사는 1990.7.31. Obiang 적도기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990.2.21. 황남자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8. 황남자 대사는 1990.11.3. Kolingb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29

대사파견 - 체코슬로바키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19 / 1-50

1. 체코 정부는 1990.5.31. 선준영 신임 주체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선준영 대사는 1990.7.16. 체코에 부임하여 7.20. 체코 외상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40년만의 한국 대사 부임 환영 및 대우자동차의 체코 진출 평가

3. 선준영 대사는 1990.7.20. Havel 체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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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l 대통령 언급요지
- 신임장 제정식에 특별한 의미 부여 및 한국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함.
- 체코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함.

●

선 대사 언급요지
-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초대 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함.
- 양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학술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함.

90-0030

대사파견 - 엘살바도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20 / 1-19

1. 엘살바도르 정부는 1990.1.19. 조기일 주엘살바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조기일 대사는 1990.3.22. Pacas 엘살바도르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동 외상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환영하고 한국과 경제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함.

●

조 대사는 엘살바도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입장 지지와 주한 상주공관 설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3. 조기일 대사는 1990.3.23. Christiani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Christiani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입장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양국관계
증진을 당부함.

●

조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 말씀을 전달하고 엘살바도르에의 부임 포부를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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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31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2 / 21 / 1-47

1.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0.5.18. 김승영 주에티오피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승영 대사는 1990.7.17. 에티오피아에 부임하여 8.10. Tesfaye 에티오피아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Tesfaye 외상은 남북한 평화통일 기원 및 한국기업 진출을 당부함.

3. 김승영 대사는 1990.9.8. Fisseha Desta 에티오피아 대통령 대행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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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seha Desta 대통령 대행은 남북한 평화통일 노력 지지 및 양국관계 발전 노력을 당부함.

90-0032

대사파견 - EC(구주공동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 / 1-26

1. EC(구주공동체) 대표부는 1990.2.12. 권동만 신임 주EC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권동만 대사는 1990.4.5. J. Delors EC 집행위원장, 1990.5.7. Collins EC 의사회 의장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

J. Delors EC 집행위원장과 Collins EC 의사회 의장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의 경이적
경제발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EC 간 지적재산권 문제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상호노력을
강조함.
61

90-0033

대사파견 - 독일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 / 2 / 1-69

1. 신동원 신임 주독일대사는 1990.3.5. 부임차 쾰른에 도착하여 3.7. Holtermann 독일 외무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신동원 대사는 1990.4.2. 바이젝커 독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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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젝커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지난해 독일 방문이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신 대사는 노 대통령의 인사말씀 전달 및 신임 대사로서의 양국관계 증진 포부를 언급함.

90-0034

대사파견 - 가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3 / 1-20

1. 가나 정부는 1990.10.20. 오정일 주가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오정일 대사는 1990.12.13. Chambas 가나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Chambas 차관은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협조 제공을 약속

3. 오정일 대사는 1990.12.21. Rawlings 가나 원수를 대신한 Annan PNDC(임시국방위원회)
위원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Annan 위원 발언요지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함.
- 한국의 가나 경제회복 정책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오 대사 발언요지
-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 말씀을 전달하고 Rawlings 원수의 영도하에 가나가 정치 및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을 치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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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35

대사파견 - 그리스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4 / 1-29

1. 그리스 정부는 1990.2.7. 박남균 주그리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박남균 대사는 1990.6.12. 그리스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6.14. 사르제따끼스 그리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사르제따끼스 대통령은 국방장관 당시 그리스의 6.25 참전을 결정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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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36

대사파견 - 홍콩
생산연도

1981-1990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5 / 1-91

1. 주영국대사관은 1981.1.30. 외무부에 주홍콩총영사 임명 절차를 보고함.
●

총영사 임명(파견국 국내절차)

●

총영사 임명사실을 영국 정부에 통고 및 영사인가 요청(공한)

●

영국 정부는 홍콩정청 의견청취 후 인가 공식 통보

●

파견국 요청 시 총영사 임명장 접수 후 여왕의 인가장을 별도 발급

2. 영국 정부는 1981.1.27. 김태지 신임 주홍콩총영사에 대한 인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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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정부는 1984.7.17. 한･마카오 간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주홍콩총영사의 마카오 겸임을
추진하였는바, 포르투갈 정부도 이에 동의함.
4. 상기 조치 후 주홍콩총영사(마카오 겸임) 역임자는 아래와 같음.
●

김정훈 총영사 발령(1984.4.10.), 마카오 겸임(8.18.)

●

김재춘 총영사 발령(1985.11.18.), 마카오 겸임(12.20.)

●

김이명 총영사 발령(1987.10.21.), 마카오 겸임(1988.1.15.)

●

정민길 총영사 발령(1990.6.1.), 마카오 겸임(7.26.)

90-0037

대사파견 - 교황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6 / 1-42

1. 교황청은 1990.1.15. 이시용 주교황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이시용 대사는 1990.3.30. 교황청 요한 바오르 2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교황은 두 차례 한국 방문에서 받은 인상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하며, 북한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 틀림없다고 언급함.

3. 이시용 대사는 1990.3.30. 카사롤리 교황청 국무장관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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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롤리 국무장관은 교황청도 북한의 카톨릭 신자들이 다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90-0038

대사파견 - 아일랜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7 / 1-14

1. 아일랜드 정부는 1990.1.22. 민형기 주아일랜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민형기 대사는 1990.3.14. 힐러리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힐러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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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39

대사파견 - Baghadad(이라크)총영사
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8 / 1-31

1. 외무부는 1986.9.17. 강석재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연구부장을 주바그다드총영사(대외직명 대사)에
내정하고 이라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이라크 정부는 1986.11.6. 강석재 주이라크총영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강 총영사는 1986.11.30. 서울에서 개최되는 특별재외공관장회의 참석하기 위해 대한항공기에
탑승하여 귀국하던 길에 북한 테러범들에 의한 항공기 폭발사건으로 순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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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1987.12.24. 최봉름 국회의장 의전비서관을 주바그다드총영사(대외직명 대사)에
내정하고 이라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4. 이라크 정부는 1988.1.27. 최봉름 주이라크총영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90-0040

대사파견 - 이라크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총무과(인사) / 중근동과

MF번호

2020-3 / 9 / 1-11

1. 외무부는 주이라크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에 따라 1989.7.14. 주이라크대사에 최봉름 주이라크
대사대리를 내정하고 이라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이라크 정부는 1989.8.7. 최봉름 주이라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최봉름 대사는 1989.10.30. Izzat Ibrahim 이라크 혁명위 부의장을 통해 Saddam Hussein
이라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Ibrahim 혁명위 부의장은 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총영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양국관계,
특히 경제관계 증진에 보다 큰 힘을 써 주기를 당부함.

●

최 대사는 배전의 노력으로 양국관계 증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동 기회에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상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국의 유엔가입 노력 등을 설명하고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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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41

대사파견 - 코트디부아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0 / 1-128

1.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1989.4.25. 김승호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승호 대사는 1989.6.5. 코트디부아르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10.12. 우프에봐니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우프에봐니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3. 니제르 정부는 1989.4.27. 김승호 주니제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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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승호 대사는 1990.5.4. 니제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한국 정부는 1990.10.3. 베냉과의 수교로 김승호 대사를 주베냉대사로 겸임 발령함.

90-0042

대사파견 - 자메이카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1 / 1-15

1. 한국 정부는 1987.8.19. 문기열 신임 자메이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자메이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자메이카 정부는 1987.9.14.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문기열 대사는 1987.11.25. Grant-w Ham 자메이카 외무담당국무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문기열 대사는 1987.12.1. Glasspole 자메이카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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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43

대사파견 - 리비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2 / 1-12

1. 한국 정부는 1989.12.19. 최필립 신임 주리비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리비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리비아 정부는 1990.1.4. 최필립 주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최필립 대사는 1990.4.4. Abdul Hameed Farhat 리비아 외무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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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필립 대사는 1990.4.17. Jadallah 리비아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44

대사파견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3 / 1-77

1. 한국 정부는 1989.12.19. 홍순영 신임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0.2.9. 홍순영 주말레이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홍순영 대사는 1990.3.26. Zainal 말레이시아 외무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홍순영 대사는 1990.5.23. Azlan Shah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홍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국왕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

Shah 국왕은 한국 대통령은 가까운 친구이며 방한을 기대한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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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45

대사파견 - 몽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4 / 1-68

1. 한국 정부는 1990.4.28. 권영순 신임 주몽골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몽골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몽골 정부는 1990.5.14. 주일본 몽고대사관을 통해 구상서(5.12.자)로 권영순 주몽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3. 권영순 대사는 1990.7.6. Gombosuren 몽골 외무성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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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bosuren 장관은 양국 통상, 경제협력, 과학기술, 문화협정 체결과 경제발전 지원 등을
희망함.

●

권 대사는 한･몽골 간의 친선강화와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유지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몽골
측의 협력을 요청함.

4. 권영순 대사는 1990.7.9. Punsalmgiyn Ochirbat 몽골 당서기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권 대사는 몽골의 민주화 과정을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언급함.

●

Ochirbat 당서기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하고 몽골 경제발전에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90-0046

대사파견 - 멕시코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5 / 1-99

1. 한국 정부는 1989.9.8. 이복형 신임 주멕시코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멕시코 정부는 1989.10.2. 이복형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복형 대사는 1990.1.12. Solana 멕시코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이 대사는 양국간 교역 및 경협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문화교류증진 노력을 언급함.

●

Solana 외상은 한국을 경제발전모델로 평가하고 향후 Salinas 멕시코 대통령 방한 등 협의를
희망함.

4. 이복형 대사는 1990.1.16. Salinas 멕시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벨리즈 정부는 1989.12.29. 이복형 주벨리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외무부는 1990.1.15. 이복형 주멕시코대사를 주벨리즈대사에 겸임 발령함.

●

이복형 대사는 1990.4.6. Minita Gordon 벨리즈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 니카라과 정부는 1989.12.29. 이복형 주니카라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

외무부는 1990.10.17. 이복형 주멕시코대사를 주니카라과대사에 겸임 발령함.
이복형 대사는 1990.11.1. Violeta Chamorro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Violeta Chamorro 대통령은 한국의 무상원조와 연수생 초청 등 기술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를 약속함.
- 이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말씀을 전달하고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Chamorro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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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47

대사파견 - 네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6 / 1-26

1. 네팔 정부는 1990.5.7. 김일건 주네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일건 대사는 1990.7.20. Birendra 네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Birendra 국왕은 한･네팔 간 돈독한 긴밀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을 희망함. 또한
외세간섭 없는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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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48

대사파견 - 오만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7 / 1-85

1. 오만 정부는 1987.2.10. 최배식 주오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오만 정부는 1989.10.11. 강종원 주오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강종원 대사는 1990.1.17. 오만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2.18. 카부스 오만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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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49

대사파견 - 파키스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8 / 1-30

1. 외무부는 1989.9.8. 전순규 신임 주파키스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아그레망을
신청함.
2. 파키스탄 정부는 1989.10.17. 전순규 주파키스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전순규 대사는 1989.12.8. 파키스탄에 부임하여 12.12. 파키스탄 외무부 의전장을 예방하고
신임장 제정일자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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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무부는 1989.2.4. 조규태 주나하영사를 주카라치총영사에 내정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총영사
인가를 요청함.
5. 파키스탄 정부는 1989.4.29. 조규태총영사에 대한 총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90-0050

대사파견 - 폴란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19 / 1-56

1. 폴란드 정부는 1990.1.13. 김경철 주폴란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경철 대사는 1990.3.27. 폴란드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4.18. 폴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절차
- 의정차장 신임대사 공항영접
- 외상 예방
- 신임장 제정
- 무명용사묘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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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51

대사파견 - 페루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20 / 1-15

1. 페루 정부는 1989.1.10. 윤태현 신임 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윤태현 대사는 1989.3.15. A. Garcia 페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윤 대사는 섬유산업 및 전자업체 등 한국 중소기업이 페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Garcia 대통령은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페루 간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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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52

대사파견 - 카타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21 / 1-11

1. 카타르 정부는 1989.9.28. 유내형 주카타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유내형 대사는 1989.12.14. 카타르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동일 칼리파 카타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칼리파 국왕은 양국간 우호관계 심화를 기대하고, 카타르 북방가스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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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53

대사파견 - 루마니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22 / 1-16

1. 루마니아 정부는 1990.5.17. 이현홍 주루마니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이현홍 대사는 1990.7.6. 신임장 제정차 루마니아에 도착하여 7.16. 일레스쿠 루마니아 대통
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일레스쿠 대통령의 언급요지
- 한국은 경제, 기술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일본과 흡사하다고 듣고 있음.
- 루마니아도 개방,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에 크게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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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54

대사파견 - 르완다 상주대사 임명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23 / 1-90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주재 상주대사의 파견을 촉구하였으나, 김현곤 주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대사를 겸임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1. 주르완다 상주대사 임명문제 및 경위
●

1988.9.23. 르완다 외무차관은 주르완다대사대리를 초치, 대사관 개설 1년 경과를 지적하고
주르완다대사의 조속 파견을 촉구

●

1988.10.2. 외무부는 주르완다대사관에 상주대사 현황 파악을 지시

●

1989.3.28. 주유엔 르완다대사는 주유엔대사 예방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대사부임 희망 표명

●

1989.4.14. 외무부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를 겸임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르완다

●

1989.5.2. 주르완다대사대리는 르완다 외무장관 및 차관을 면담, 겸임대사 임명 배경을 상세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르완다대사관에 지시
하게 설명

2. 외무부는 1989.5.23. 르완다 정부에 김현곤 주르완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함.
3. 르완다 정부는 1989.6.27. 김현곤 주르완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김현곤 대사는 1989.11.3.~10. 신임장 제정차 르완다를 출장함.
●

Bizimungu 르완다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

5. 김현곤 대사는 1989.11.7. Habyarimana 르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김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함.

●

Habyarimana 대통령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경협이 구체화되길 희망하고 양국기업인
간 교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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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55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 / 24 / 1-107

1. 한국 정부는 1987.12.14. 김동진 주카라치총영사를 주시에라리온대사로 내정함을 주시에라리온
대사관에 통보하고 시에라리온 정부에 김동진 신임 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시에라리온 정부는 1988.1.29. 김동진 주시에라리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88.3.25. 김동진 주시에라리온대사를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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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동진 대사는 1988.4.14. 시에라리온에 부임하여 Koroma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5. 김동진 대사는 1988.4.26. Momoh 시에라리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Momoh 대통령은 양국 협력관계의 긴밀한 발전을 다짐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

90-0056

대사파견 - 태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3 / 25 / 1-40

1. 한국 정부는 1988.10.25. 정주년 신임 주태국대사 임명을 위한 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태국 정부는 1988.11.28. 정주년 주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89.2.1. 정주년 주태국대사를 임명함.
4. 정주년 대사는 1989.2.28. 부임하여 3.6. Sakthip 태국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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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주년 대사는 1989.3.21. 푸미폰 태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정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동반자 관계 발전을 희망함.

●

푸미폰 국왕은 재임중 협조를 약속하고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90-0057

대사파견 - 유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3 / 26 / 1-84

1. 외무부는 1990.4.17. 현홍주 대사를 주유엔대사로 임명함.
2. 현홍주 대사는 1990.5.21. Teymour 유엔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쿠에야르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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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대사는 한반도 정세 및 유엔 관계 등을 설명함.

●

쿠에야르 사무총장은 남북한 문제 해결 협조 용의 표명

●

신임장 제정후 주유엔 미국대사, 일본대사, 유고대사 등을 면담하고 6.8. Ronald I. Spieers
유엔정치 및 총회담당 사무차장을 부임 인사차 예방하여 남북한 대화현황 및 유엔가입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교환함.

90-0058

대사파견 - 소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 동구1과

MF번호

2020-3 / 27 / 1-50

1. 소련 정부는 1990.10.26. 공로명 주소련대사(초대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90.10.30. 주소련대사관 개설을 위한 국내법 절차가 동일자로 완료되었으며, 주소련
영사처장의 특명전권대사 발령이 완료되었음을 주소련 영사처장에게 통보함.
3. 공로명 대사는 1990.11.20. 로가초프 소련 외무부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공로명 대사는 1990.12.29. 야나에프 소련 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야나에프 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 방문으로 한･소련 관계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
되었다고 하고,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인도적･문화적인 면에서도 더욱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공 대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마슈리코프 부수상의 방한을 촉구하고, 금후 계속적인 협력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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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59

대사파견 - 북예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총무과(인사) / 중근동과

MF번호

2020-3 / 28 / 1-23

1. 외무부는 1989.12.19. 유지호 주인도네시아 공사를 주북예멘대사로 내정함.
2. 이규일 주북예멘대사는 Mohamed Yehia Mansour 북예멘 의전장을 면담하고 유지호 신임 주
북예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3. 북예멘 정부는 1990.1.3. 유지호 주북예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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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무부는 1990.2.7. 유지호 주북예멘대사를 임명함.
5. 유지호 대사는 1990.3.24. Ali Abdullah Saleh 북예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유 대사는 지난 5년간 양국관계 증진 및 남북예멘 간의 통일노력에 대한 경의를 표명함.

●

Ali Saleh 대통령은 예멘의 통일노력을 설명함.

90-0060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0-3 / 29 / 1-106

1.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9.8.15. Ruben Antonio Vela를 신임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9.19. Vela 주한 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Vela 대사는 1989.12.8. 부임하여 12.15.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Vela 대사는 1990.1.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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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61

대사부임 - 벨기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MF번호

2020-3 / 30 / 1-91

1. 벨기에 정부는 1990.8.20. Andre Mernier 주서독대표부 부공관장 겸 총영사를 신임 주한
벨기에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8.30. Andre Mernier 주한 벨기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90.10.30.자 공한으로 Mernier 대사가 11.7. 서울에 도착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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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dre Mernier 대사는 1990.11.19. 외무부장관을 접견하고 11.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62

대사부임 - 브라질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0-3 / 31 / 1-248

1. 브라질 정부는 1986.10.24. Moacyr Moreira Martins Ferreira를 신임 주한 브라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6.11.14. Martins Ferreira 주한 브라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artins Ferreira 대사는 1987.8.16. 부임하여 10.28.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89.7.1.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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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질 정부는 1989.8.4. Luiz Mattoso Amado를 신임 주한 브라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89.8.28. Mattoso Amado 주한 브라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Mattoso Amado 대사는 1989.12.15. 부임하여 1990.1.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63

대사부임 - 브루나이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남아과

MF번호

2020-3 / 32 / 1-338

1. 브루나이 정부는 1986.4.14. Pengiran Anak Puteh를 신임 주한 브루나이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6.4.28. Anak Puteh 주한 브루나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nak Puteh 대사는 부임전 브루나이 외무성 차관보직을 맡게 됨으로써 1986.12.9. 신임장
제정식에 불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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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루나이 정부는 1986.12.4. Pengiran Dato Haji Idris를 신임 주한 브루나이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87.1.7. Haji Idris 주한 브루나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Haji Idris 대사는 1987.7.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 브루나이 정부는 1989.10.10. Haji Abdul Majid를 신임 주한 브루나이대사(초대 상주)로 임명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8. 한국 정부는 1989.11.6. Haji Abdul Majid 주한 브루나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9. Haji Abdul Majid 대사는 1989.12.16. 부임하여 1990.1.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64

대사부임 - 볼리비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0-3 / 33 / 1-60

1. 볼리비아 정부는 1990.1.3. Jorge Cespedes Toro를 신임 주한 볼리비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2.9. Jorge Cespedes Toro 주한 볼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주볼리비아대사관은 1990.4.6. Jorge Cespedes Toro 대사가 서울에 부임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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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rge Cespedes Toro 대사는 1990.4.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65

대사부임 - 중화민국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북아2과

MF번호

2020-3 / 34 / 1-149

1. 설육기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가 1986.7.31. 이임함
●

7.18.대통령은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함.

2. 한국 정부는 1986.6.23. 저우 지엔 신임 주한 대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저우 지엔 대사는 1986.8.20. 부임하여 9.2.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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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66

대사부임 - 칠레, 1986-88
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0-3 / 35 / 1-191

1. 칠레 정부는 1986.11.15. Cesar Manriquez Bravo를 신임 주한 칠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6.11.7. Cesar Manriquez Bravo 주한 칠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esar Manriquez Bravo 대사는 1987.3.18.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제정사
- 한국과 우호유대를 공유하고 있는데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칠레의
입장을 지원하여 준데 사의를 표명
-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
- 양국의 이익증진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

동 대통령의 답사
- 대사부임을 환영
- 국제사회에서 한국입장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
- 양국간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희망
- 대사의 중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협조할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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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67

대사부임 - 칠레, 1988-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 / 1-210

1. 칠레 정부는 1988.12.2. Rivera Calderon Hernan를 신임 주한 칠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8.12.21. Rivera Calderon Hernan 주한 칠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Rivera Calderon Hernan 대사는 1989.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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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레 정부는 1990.3.22. Julio Freire Lagarini를 신임 주한 칠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90.4.23. Julio Freire Lagarini 주한 칠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Julio Freire Lagarini 대사는 1990.5.16. 부임하여 7.1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하고 환담함.
●

동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양국간의 관계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

노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이래 전통 우방국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데
만족을 표하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상태가 남북한의 협력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해와 지지를 당부함.

90-0068

대사부임 - 콜롬비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2 / 1-60

1. 콜롬비아 정부는 1989.4.21. 주콜롬비아대사관을 통하여 Virgilio Olano Bustos 전 주한
콜롬비아대사를 주한 콜롬비아대사로 재임명한 사실을 알려오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5.11. Olano 주한 콜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Olano 대사는 1989.6.24. 부임하여 7.1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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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69

대사부임 - 지부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3 / 1-100

1. 지부티 정부는 1989.8.24. Farah Rachad를 신임 주한 지부티대사(초대, 일본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10.13. Farah 주한 지부티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Farah 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1990.2.25.~3.7.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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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의전장, 국회의장, 수출입은행장 등 예방

●

외무부장관, 국제경제국장 면담

4. Farah 대사는 1990.2.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한･지부티 관계발전에 만족 표명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와 서울올림픽 참가에 대한 사의 표명

90-0070

대사부임 - 에콰도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4 / 1-109

1. 에콰도르 외무성 의전장은 1990.4.2. 주에콰도르대사를 초치, Gustavo Bucheli Gustavo
외무성 경제진흥국장을 신임 주한 에콰도르대사로 내정함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에 동인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5.3. Bucheli 주한 에콰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주한 에콰도르대사관은 Bucheli 대사가 1990.7.12. 부임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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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cheli 대사는 1990.7.16. 외무부장관을 접견하고 7.1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71

대사부임 - EC(구주공동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5 / 1-108

1. EC(구주공동체)대표부는 1989.11.14. Gilles Anouil를 신임 주한 EC대사(초대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12.18. Gilles Anouil 주한 EC대표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Gilles Anouil 대사는 1990.1.16. 한국에 부임하여 2.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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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차관 예방(4.25.)

90-0072

대사부임 - 에티오피아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6 / 1-184

1. Abede Kebede 주한 에티오피아대사의 미부임(일본 상주)
●

Kebede 대사는 1985.6월 일본에 부임하여 신임장 제정 후 주한 에티오피아대사 겸임 아그레망
신청 방침
- 1985.11.10.~17. 멩기스투 에티오피아 의장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에티오피아에
한국과의 단교 및 공관 폐쇄를 강력히 요청
- 한국 정부는 Abebe Kebede 대사의 주한 에티오피아대사 겸임 발령 지속 요청

2. 에티오피아 정부는 1987.2.19. Abebe Kebede 대사를 신임 주한 에티오피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87.3.10. Abebe Kebede 주한 에티오피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Abebe Kebede 대사는 1987.3.14. 도쿄에서 잠적하여 미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미부임함.
5. 에티오피아 정부는 1988.4.30. Worku Moges 대사를 신임 주한 에티오피아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6. 한국 정부는 1988.5.25. Moges 주한 에티오피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7. Moges 대사는 1989.4.17.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4.18.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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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73

대사부임 - 가봉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20-4 / 7 / 1-16

1. 가봉 정부는 1984.6.20. Essonghe Jean Baptiste를 신임 주한 가봉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4.6.30. Essonghe Jean Baptiste 주한 가봉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가봉 정부는 1984.8.1. Essonghe Jean Baptiste 주한 가봉대사를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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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74

대사부임 - 그리스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2과

MF번호

2020-4 / 8 / 1-64

1. 그리스 정부는 1990.3.8. Constantinos Vassis를 신임 주한 그리스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4.19. Constantinos Vassis 주한 그리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onstantinos Vassis 대사는 1990.10.26.~11.2. 방한하여 11.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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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75

대사부임 - 온두라스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MF번호

2020-4 / 9 / 1-86

1. Enrique Quinonez 주한 온두라스대사(동경 상주)는 온두라스 정부가 1990.4.11. 주한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4.9.자로 상주대사를 정식 임명하게 됨에 따라 1990.4.24.~30. 이임인사차
방한함.
●

수교훈장 흥인장 전수 및 외무부장관 면담

2. 온두라스 정부는 1990.2.27. Alvarez Baca Rodolfo를 신임 주한 온두라스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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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정부는 1990.3.22. Alvarez Baca Rodolfo 주한 온두라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Alvarez Baca Rodolfo 대사는 1990.7.1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신임장 사본 제출(7.16.)

90-0076

대사부임 - 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0 / 1-212

1.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6.8.12. Suriadiredja R. Kaphi를 신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6.8.25. Suriadiredja 주한 인도네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Suriadiredja 대사는 1986.9.15. 부임하여 10.1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전 대통령은 1981~82년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을 평가하고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인도네시아
선수단의 대대적인 참여에 대해 사의 표명

4.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9.9.5. Kasenda Rudolf를 신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89.10.13. Kasenda 주한 인도네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Kasenda 대사는 1990.2.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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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77

대사부임 - 이탈리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1 / 1-68

1. 한국 정부는 1990.1.22. Volpicelli Dino 신임 주한 이탈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Volpicelli 대사는 1990.4.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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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78

대사부임 - 일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 / 12 / 1-77

1. 일본 정부는 1989.12.12. 야나기 겐이치 주호주 일본대사를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의 임명사실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12.26. 야나기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야나기 겐이치 대사는 1990.4.9. 부임하여 4.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4.12. 외무부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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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79

대사부임 - 케냐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4 / 13 / 1-91

1. 케냐 정부는 1989.7.17. Stephen Kapaai Ole Leken 주한 케냐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8.14. Stephen Kapaai Ole Leken 주한 케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Leken 대사는 1990.2.25.~28. 방한하여 2.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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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사는 방한기간 중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요청

90-0080

대사부임 - 룩셈부르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4 / 1-76

1. 룩셈부르크 정부는 1989.10.25. Wolzfeld 주일본 룩셈부르크대사를 신임 주한 룩셈부르크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11.17. Wolzfeld 주한 룩셈부르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Wolfzfeld 대사는 1990.3.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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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81

대사부임 - 몰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5 / 1-90

1. 이탈리아 정부는 1988.7.28. 호주 주재 몰타 고등판무관 Victor Gauci 대사를 신임 주한 몰타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8.8.25. Gauci 주한 몰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Gauci 대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1989.1월 방한 예정인 몰타 통상사절단에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사절단 방문기간을 전후하여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주호주대사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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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1989.1월 중순에는 신임장 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호주대사관에 회신함.

4. Gauci 대사는 1989.3.1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82

대사부임 - 멕시코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6 / 1-85

1. Galan 주한 멕시코대사는 1989.7.25. 이임인사차 방한함.
●

이임전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2. 한국 정부는 1989.9.9. Casio Luiselli 주한 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Luiselli 대사는 1990.2.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부임 후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등 정부인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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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83

대사부임 - 노르웨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2과

MF번호

2020-4 / 17 / 1-62

1. 노르웨이 정부는 1990.10.20. Gunnar Lindeman 대사를 신임 주한 노르웨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10.31. Lindeman 주한 노르웨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Lindeman 대사는 1990.12.2. 가족동반 부임하여 12.1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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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예방(12.15.)

90-0084

대사부임 - 네덜란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8 / 1-128

1. 네덜란드 정부는 1989.10.5. Elink Schuurman 주페루 네덜란드대사를 신임 주한 네덜란드대사로
임명하였다며, 동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11.6. Elink Schuurman 주한 네덜란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Elink Schuurman 대사는 1990.1.9. 부임하여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1.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에 대한 신임 예방 일정주선을
외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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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85

대사부임 - 뉴질랜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19 / 1-37

Christopher Butler 신임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90.2.25. 방한하여 2.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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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86

대사부임 - 오만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근동과

MF번호

2020-4 / 20 / 1-201

1. 오만 정부는 1983.10.12. Hamed Nasser Mansoor Al-Toobi를 신임 주한 오만대사(초대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3.10.28. Al-Toobi 주한 오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오만 정부는 1984.1.21. Al-Toobi 주한 오만대사를 임명함.
4. Al-Toobi 대사는 1984.3.8. 서울에 도착하여 3.13.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오만 정부는 1988.7.12. Khalid bin Qais bin Khalid Al-Busaidi를 신임 주한 오만대사로 임명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6. 한국 정부는 1988.8.10. Al-Busaidi 주한 오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7. 오만 정부는 1988.9.10. Al-Busaidi 주한 오만대사를 임명함.
8. Al-Busaidi 대사는 1988.11.2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 오만 정부는 1990.1.17. Hussein Ali Abdullatif를 신임 주한 오만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10. 한국 정부는 1990.2.28. Abdullatif 주한 오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11. 오만 정부는 1990.6.27. Abdullatif 주한 오만대사를 임명함.
12. Abdullatif 대사는 1990.8.20. 서울에 도착하여 9.1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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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87

대사부임 - 파키스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4 / 21 / 1-170

1. 파키스탄 정부는 1987.4.14. Shamshad Ahmad를 신임 주한 파키스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7.4.26. Shamshad Ahmad 주한 파키스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Shamshad Ahmad 대사는 1987.6.8. 부임하여 7.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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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키스탄 정부는 1990.8.26. Iftikhar Murshed를 신임 주한 파키스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90.9.14. Shamshad Ahmad 주한 파키스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Shamshad Ahmad 대사는 1990.10.29. 부임하여 11.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88

대사부임 - 폴란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0-4 / 22 / 1-89

1. 폴란드 정부는 1990.3.27. JedrzejKrakowski를 신임 주한 폴란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4.6. JedrzejKrakowski 주한 폴란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JedrzejKrakowski 대사는 1990.9.1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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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89

대사부임 - 페루
생산연도

1980-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0-5 / 1 / 1-244

1. 페루 정부는 1980.7월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Garcia Pike를 주한 페루대사대리로 임명
하였다고 주페루대사에게 통보함.
●

Cesas Romero 주한 페루대사(일본 상주)는 7.22. 주일본대사에게 주한 페루대사를 겸직해
왔으나 금후 겸직을 면하고 Garcia Pike 참사관을 주한 페루대사대리로 임명함을 통보함.

2. 페루 정부는 1983.8월 Jorge Chavez Soto를 초대 신임 주한 페루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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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사는 1982.6월부터 주한 페루대사대리로 상주해 옴.

3. 한국 정부는 1983.9월 Jorge Chavez Soto 주한 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Jorge Chavez Soto 대사는 1984.1.1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Nieto Heredia Guillermo 주한 페루대사는 1986.3.18. 부임하여 4.1.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 Sabogal Perez Luis 주한 페루대사는 1989.5.25.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부여받고
1990.3.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90

대사부임 - 루마니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0-5 / 2 / 1-61

1. 루마니아 정부는 1990.5.7. Urian 루마니아 외무부 아시아중동국 부국장을 주한 루마니아대사
(초대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5.23. Urian 주한 루마니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Urian 대사는 1990.7.17. 부임하여 7.18.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Urian 대사는 1990.7.1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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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1

대사부임 - 솔로몬제도
생산연도

1978-1990

생 산 과

대양주담당관실

MF번호

2020-5 / 3 / 1-72

1. 솔로몬제도 정부는 1983.1.6. 주피지대사관을 통해서 Francis Saemala 솔로몬제도 외무차관을
초대 신임 주한 솔로몬제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3.2.3. Francis Saemala 주한 솔로몬제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솔로몬제도 정부는 1986.11.24. 주피지대사관을 통해서 Lindsay Misros 솔로몬제도 차관보를
신임 주한 솔로몬제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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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로몬제도 정부는 1987.11.6.자 주피지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서 Misros 차관보가 모종의 이
유로 주한 솔로몬제도대사로의 임명이 철회되어 신임장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을 통보함.
5. 솔로몬제도 정부는 1989.6.5.자 주피지대사관 앞 공한으로 Misros 차관보에 대한 신임장 제정
무기한 연기 결정을 취소하고 재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함.
6. Misros 대사는 1990.3.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92

대사부임 - 싱가포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4 / 1-58

1. 싱가포르 정부는 1990.7.18. Raymond Wong Heng Tem 싱가포르 외무부 인사운영국장 겸
컴퓨터정보체제국장을 주한 싱가포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8.10. Raymond Wong Heng Tem 주한 싱가포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Raymond Wong Heng Tem 대사는 1990.10.14. 가족 동반으로 서울에 도착하여 11.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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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3

대사부임 - 소말리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5 / 1-80

1. 소말리아 정부는 1987.10.31. Abdillahi Said Osman 주유엔 소말리아대사를 신임 주한
소말리아대사(겸임)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7.11.24. Osman 주한 소말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Osman 대사는 1988.4월말까지 아프리카그룹 의장을 맡고 있으며 5.6.부터 시작되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1988.5.2.~4. 기간 중 신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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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 가능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1988.6.9. Osman 대사의 신임장 제정은 1988.6월 말로 계획 중이라고 주유엔
대표부에 통보함.
5. 소말리아 정부는 1988.6.19. Hassan Abshir Farah 주일본 소말리아대사를 신임 주한 소말리
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6. 한국 정부는 1988.7.25. Farah 주한 소말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7. Farah 대사는 1988.11.28. 주일본대사관 공사에게 12.10.경 신임장 제정을 주선하여 주기를
요청함.
8. 한국 정부는 1988.11.30. 1989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일본대사관에 회신함.
9. 소말리아 정부는 1989.10.5. Farah Dahir Afey 주일본 소말리아대사를 신임 주한 소말리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10. 한국 정부는 1989.12.18. Afey 주한 소말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11. Afey 대사는 1990.2.6. 주일본대사를 방문하여 주한 소말리아대사 신임장 제정과 관련, 일본
천황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하고 3월 본국 출장 귀임 후 상의하겠다고 언급함.

90-0094

대사부임 - 수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5 / 6 / 1-87

1. 수단 정부는 1990.8.15. 주재국 각의에서 주한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8.18. Attalla
Hamad Bashir 주동독 수단대사를 신임 주한 수단대사(초대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9.20. Bashir 주한 수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수단 정부는 1990.10.16. Bashir 주한 수단대사를 임명함.
●

동 신임장 수여시 Elbeshir 수단 혁명위원장은 동 대사에게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고 동 대사는 혁명위원장에게 양국간의 경제협력 촉진을 다짐함.

4. 수단 정부는 1990.11.2. 주한 상주 수단대사관을 개설함.
5. Bashir 대사는 1990.11.29. 부임하여 12.1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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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5

대사부임 - 스와질랜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5 / 7 / 1-76

1.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왕국 정부는 1990.6.1. Mswati 국왕의 아들인 Prince David를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6.25. Prince David 주한 에스와티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Prince David 대사는 1990.9.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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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6

대사부임 - 스위스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8 / 1-181

1. 한국 정부는 1986.8.11. Hans-Peter Erisman 신임 주한 스위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Erisman 대사는 1987.1.9. 한국에 부임하여 1.13. 최광수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Erisman 대사는 1987.2.23.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Erisman 대사는 상호신뢰 및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간 기존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함.

●

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가 훌륭히 발전되어 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재임 중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4. 스위스 정부는 1989.8.17. Walter Fetscherin 해외교민국장을 신임 주한 스위스대사로 임명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89.8.9. Fetscherin 주한 스위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Fetscherin 대사는 1990.1.12. 한국에 부임하여 2.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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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7

대사부임 - 튀니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9 / 1-60

1. 튀니지 정부는 1990.7.3. 주튀니지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서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결정을
통보하고 Khelil Ibrahim 튀니지 전권공사를 신임 주한 튀니지대사(초대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7.21. Khelil Ibrahim 주한 튀니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Khelil Ibrahim 대사는 1990.10.16. 부임하여 10.22.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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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의 부임을 환영

●

양국 관계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관계증진을 희망

●

튀니지 정치발전 및 대마그레브권 건설 노력에 대한 관심 표명

4. Khelil Ibrahim 대사는 1990.11.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098

대사부임 - 터키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10 / 1-175

1. 터키 정부는 1988.9.20. Muammer Akcer 주폴란드대사를 신임 주한 터키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8.10.7. Akcer 주한 터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kcer 대사는 1989.3.11. 한국에 부임하여 3.20. 최호중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Akcer 대사는 1989.4.18.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90.12.24. 이임

5. 터키 정부는 1990.8.23. Turhan Firat를 신임 주한 터키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6. 한국 정부는 1990.9.17. Firat 주한 터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7. Firat 대사는 1991.1.3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94.3.16.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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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9

대사부임 - 영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MF번호

2020-5 / 11 / 1-90

1. 영국 정부는 1989.11.21. David John Wright 웨일즈공 비서실 차장을 신임 주한 영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12.18. Wright 주한 영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Wright 대사는 1990.4.9. 한국에 부임하여 4.12. 최호중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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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right 대사는 1990.4.1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0-0100

대사부임 - 소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1과

MF번호

2020-5 / 12 / 1-88

1. Eremenko 주한 소련 영사처장이 1990.8.17. 부임함.
●

동인은 8.21. 손훈 의전관 면담에 이어 10.11. 박건우 의전장을 면담하여 소련 국경일 리셉션
개최, 영사처장 관저 문제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함.

2. 소련 정부는 주한 소련 영사처를 통해 1990.11.13.자 공한으로 Oleg Mikhailovich Sokolov
주필리핀 소련대사를 초대 주한 소련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90.11.22. Sokolov 주한 소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90.12.4. Sokolov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함.
5. Sokolov 대사는 1990.12.7. 부임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12.1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6. 소련 정부는 1990.12.7.자 공한으로 주한 소련대사관 개설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

동 공한은 Sokolov 주한 소련대사가 12.10. 외무부장관 예방 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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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1

대사부임 - 유고슬라비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0-5 / 13 / 1-81

1.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1990.7.30.자 공한으로 Vukota Visnjevac를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8.21. Vukota Visnjevac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3. Vukota Visnjevac 대사는 1990.10.19. 서울에 부임하여 10.24.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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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11월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90-0102

대사부임 – 자이르, 1984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20-5 / 14 / 1-87

1.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는 1984.6.13. Kamitatu Massamba를 신임 주한 콩고민주
공화국대사(도쿄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4.6.30. Kamitatu 주한 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Kamitatu 대사는 1984.10.16. 방한하여 10.18.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Kamitatu 대사는 1984.10.1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의전장 예방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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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3

대사부임 – 자이르, 1985-86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20-5 / 15 / 1-107

1. 한국 정부는 1986.2.6. Murayiri Mitime Kaneno 신임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도쿄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Murayiri 대사는 1986.5.5. 방한하여 5.6.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Murayiri 대사는 1986.5.7.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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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의전장, 아프리카국장 예방
및 면담

90-0104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16 / 1-250

1989~1990년 중 정부의 영사위임장 발급 현황임.
1. 1989년도
●

12월 이병해 주토론토총영사

2. 1990년도
●

1월 최성홍 주몬트리올총영사 외 4인

●

2월 이동진 주일본대사관 총영사 외 4인

●

3월 손장래 주호놀룰루총영사 외 4인

●

4월 김병권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 외 4인

●

5월 윤해중 주홍콩총영사관 부총영사 외 2인

●

6월 정민길 주홍콩총영사 외 3인

●

7월 이선진 주홍콩총영사 외 3인

●

8월 배점철 주에콰도르대사관 영사

●

10월 두정수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영사 외 2인

●

11월 정제서 주칠레대사관 부영사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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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5

김종락 주한 카보베르데 명예총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5 / 17 / 1-37

1. 카보베르데 정부는 1989.6.7. 주세네갈대사 앞 공한을 통해 김종락 코리아타코마 사장을 주한
카보베르데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음을 알려오면서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89.8.22. 김종락 사장의 주한 카보베르데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카보베르데
정부에 통보하고 10.5. 동인에게 명예총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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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6

서형석 주한 가나 명예총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5 / 18 / 1-32

1. 주한 가나 명예총영사 임명 추진
●

주가나대사는 1988.5.11. Chambas 가나 외무차관에 의하면 가나 정부는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을 검토 중임을 보고함.

●

Osei-Hwedieh 가나 외무성 의전장은 6.3. 주가나대사를 방문, 한국과의 관계증진 및 올림픽
참가 등으로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 추진을 언급함.

●

외무부는 6.7. 서형석 대우사장이 명예총영사직 임명에 동의한 바 있음을 주가나대사에게 통보함.
- 서형석 사장은 3.15. 명예총영사 임명 동의 서한을 주일본 가나대사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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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가나 명예총영사 임명
●

주일본대사관은 1988.7.19. 주한 가나대사관(도쿄 상주)을 통해서 가나 정부가 서형석 대우사장을
가나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을 보고함.

●

한국 정부는 8.26. 주한 가나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하고 이를 주한 가나대사에게 통보함.

●

주일본대사관은 9.5. 주한 가나대사관을 통해 주한 가나 명예총영사 임명장 사본을 보내면서
한국의 인가장 발급 요청을 보고함.

90-0107

전낙원 주한 케냐 명예총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5 / 19 / 1-37

1. 케냐 정부는 1989.8.10. 전낙원 파라다이스투자개발 회장을 주한 케냐 명예총영사로 내정
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인의 명예총영사 임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Kasina 케냐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주한 케냐대사관 설치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전단계로 우선 명예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함.

2. 외무부는 1989.9.1. 전낙원 회장의 주한 케냐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케냐 정부에 통보함.
136

3. 케냐 정부는 추가로 한기욱 전 케냐한인회장(파라다이스개발 상임고문)의 주한 명예영사 임명 동의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1990.5.22. 동인에게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4. 주한 케냐 명예총영사관은 1990.9.3.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발급하던 케냐입국 비자발급 업무를
포함하여 제반 영사업무를 개시함.

90-0108

조수호 주한 몰타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5 / 20 / 1-46

1. 주호주 몰타대사관은 1990. 8.1.자 주호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조수호 대한항공 전무이사를
주한 몰타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10.18. 주호주대사관에 조수호 주한 몰타 명예총영사의 임명 동의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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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9

정순택 주한 노르웨이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0-5 / 21 / 1-19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은 1990.2.20.자 공한으로 정순택 부산 한독실업고등학교 교장을
부산 주재 노르웨이 명예영사로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4.27. 이에 동의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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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0

명예영사 접수 - 스리랑카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5 / 22 / 1-48

1. 한갑진 주한 스리랑카 명예영사 임명
●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은 1987.7.24. 한갑진 한･스리랑카 친선협회장을 주한 스리랑카 명예영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외무부는 8.20. 한갑진 주한 스리랑카 명예영사에 대한 임명 동의를 결정하고 이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는 10.15. 동 명예영사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영사 인가장을 발급함(관할지역:
서울 및 경기도(인천 제외)).

2. 김정태 주한 스리랑카 명예영사 임명
●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은 1990.2.21. 김정태 부산 태화쇼핑 대표이사를 주한 스리랑카 명예영사로

●

외무부는 6.1. 김정태 주한 스리랑카 명예영사에 대한 임명 동의를 결정하고 이를 주한 스리랑카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는 7.2. 동 명예영사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영사 인가장을 발급함(관할지역: 부산
및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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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1

신동식 주한 튀니지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5 / 23 / 1-55

1. 주한 튀니지대사관(도쿄 상주)은 1988.8.2.자 공한을 통해 최효석 주한 튀니지 명예영사의 임무
종료를 외무부에 통보하고, 1990.2.15. 후임으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대표이사를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1990.4.2. 이에 동의함을 통보함.
2. Messaouda 주한 튀니지대사는 1990.4.16. 방한하여 신동식 이사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무부에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4.30. 동인에게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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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2

명예영사 접수 - 미주지역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5 / 24 / 1-41

1984~90년 중 미주지역의 명예영사 접수 등에 관한 내용임.
1. 엘살바도르
●

주일본대사관은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도쿄 상주)이 1989.2.22.자 구상서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가 주서울 엘살바도르 명예영사에 구자두 희성산업(주) 부사장을 임명하였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1989.6.1. 동인의 임명 동의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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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테말라
●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은 1989.9.1.자 공한을 통해 과테말라 정부가 이병익 동방산업(주) 회장을
주대전 명예영사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외무부는 10.11. 동인의 임명 동의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함.

3. 니카라과
●

오세중 주한 니카라과 명예총영사는 1990.9.30.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니카라과 정부로
부터 임명 취소 사실을 통보함.

●

동인은 서한에서 니카라과 신정부가 아시아 및 호주지역 주재 명예영사의 임명을 일괄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90-0113

주한 폴란드대사관 상무관의 무역사무소장 겸직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5 / 25 / 1-64

1990년 주한 폴란드대사관 상무관의 무역사무소장 겸직 문제 관련 내용임.
1. 상공부는 1990.3.5. 코트라와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주택과 사무실을
상호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 측이 서한으로 1.23. 주한 폴란드대사관
상무관으로 임명된 주한 폴란드 무역사무소장에 대해 상호주의 지속을 제안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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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90.4.18. 외교관이 여타 직을 겸직함으로써 외교특권 및 신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주한 폴란드대사관 상무관의 무역사무소장직 겸직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주한 폴란드
대사관 상무관이 무역사무소장 자격으로 외교특권과 양국 상무협정상의 혜택을 동시에 향유
하기는 어렵다고 상공부에 통보함.

90-0114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26 / 1-42

1990년 중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련 내용임.
1. 주한 겸임대사관 직원차량 반입 요청
●

Arie Arazi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공사(도쿄 상주)는 1990.1.5. 외무부 특전담당관을 면담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카페리로 반입하여 8월경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1.24. 관세청의 「한･일본 간 운행하는 페리편으로 일시수입하는 차량에 관한 통관
요령」에 의거, 출국 시 반드시 반출하여야 하며 반입가능 기간도 한 달로 제한되어 있어 동
차량의 반입이 불가능함을 Arazi 공사와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2. 자동차 등록 수수료
●

주사우디대사는 1990.2.26. 주재국 외무성은 1989.8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주재국
외교관 및 행정요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 운전면허 발급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음을 보고함.

●

주한 사우디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주사우디대사관과 주젯다총영사관 직원 및 한국인 고용원(총
41명)이 자동차 관련하여 연 4,350여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사우디 정부에 지불하고 있다고
보고함.

●

외무부 특전담당관은 주한 사우디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여 사우디 측의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과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청한바, 동인은 각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제도를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다소 과대해석된 것으로 본다면서 시정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3. 외교관차량 면세제도
●

한국으로 면세 수입된 외제차는 통관일로부터 5년간 사용한 후에는 관세 등의 면제부분이
전가됨이 없이 자유매각이 가능함.

●

외교관 차량규정은 매도가능 기준연한을 3년으로 하고, 이임 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동 매도허가 기준연한은 매도 자체를 위한 것이며 면세허가를 의미하지 않음.

●

외교관이 3년 사용 후 외무부의 매도허가를 득하여 비특권자에게 매도할 경우, 수입 시 면제된
관세에 대해 감가상각율에 따른 체감비율만큼의 액수를 매수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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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5

주한 독일대사관 행정직원 지위변경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27 / 1-89

1985~87년 중 주한 독일대사관 행정직원의 지위 변경에 따른 외교특권 부여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5.11.19. 및 11.26.자 공한을 통해 독일 정부가 행정직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행정직원의 지위를 외교관 지위로 승격시켰다면서 동 대사관의 타자수, 사서, 비서
등 행정직원 6명에 대해 외교관 대우를 요청함.
- 동 행정직원들이 주재관보(Assistant Attache)로 승진됨과 동시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144

이유로 이들에 대한 외교관 신분증 및 면세카드 발급을 요청함.
●

독일 정부가 행정직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후 동인들의 지위변경을 요청한 것은 행정직원
들의 처우개선 요구 충족 필요성에서 기인됨.

2. 각국 반응
●

외무부는 1985.12.18. 13개 공관에 주재국 내 독일대사관 행정직원이 외교관 명부에 Assistant
Attache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들이 외교관 신분증과 행정직원 신분증 중 어느 것을
발급받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독일 측의 행정직원 외교특권 부여 요청에 관한 타국의 반응
- 독일 요청 수락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영국, 브라질
･ 영국은 양자협정에 의해 Assistant Attache로 외교관 명부에 등재
･ 브라질은 행정직원 중 3명만 Assistant Attache로 외교관 명부에 등재
- 독일요청 거부국: 인도, 스페인
- DP List 미등재국: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3. 한국 입장
●

외무부는 독일 측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을 정한 후, 의전장이 주한 독일대사를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함.
- 한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규정된 공관직원의 기능분류를
항상 준수함.
- 한국 정부는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외교특권 면제 향유를 어느 국가에도 요청한 적이
없고 여타 주한 상주공관으로부터도 그러한 요청을 받은 바 없음.

90-0116

주한 외교관 및 공관원 각종 사건･사고 접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5 / 29 / 1-85

1987~90년 중 주한 외교관 및 공관원의 각종 사건･사고 관련 내용임.
1. 대사관, 관저 및 사택 도난 사건
●

1987.3.25.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1등서기관 도난사고

●

1987.12.18. 주한 벨기에대사관 1등서기관 도난사고

●

1987.12.18. 주한 독일대사관 2등서기관 도난사고

●

1988.4.30. 및 5.11. 주한 사우디대사관 무관실에 두 차례 도난사고 발생

●

1988.6.7.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무관 사저에 도난사고 발생

●

1988.11.18.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1등서기관 도난사고

●

1989.7.14.~28. 휴가 중 주한 베네수엘라대사관 참사관 도난사고

2. 대사관, 가택 침입
●

1988.11.18. 주한 리비아대사관 외교직원 자택에 침입사건 발생

●

1990.10.29. 주한 모로코대사관에 야간 침입사건 발생

3. 강도 피해
●

1987.5.10.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강도사고

●

1988.7.22. 주한 호주대사관 무관 사저에 강도사건 발생

4. 차량 손괴
●

1988.6.7. 주한 사우디대사관 무관 차량 손괴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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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7

주한공관 부동산 취득 문제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6 / 5 / 1-153

1987~88년 중 주한 공관의 부동산 취득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스페인대사관
●

외무부는 1987.3.5. 주한 스페인대사관이 대사관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 허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서, 동 허가여부를 조속히 통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

●

내무부는 4.23. 동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신청 관련, 외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한바,
외무부는 이견 없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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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인도대사관
●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7.4.24. 대사관 건물 매입 관련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현 대사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4월 임대계약 종료 시 새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지 않고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기체결함.
- 서울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토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내무부에서 의견 조회가
올 경우 신속한 의견회신을 당부함.

●

내무부는 5.25. 동 외국인토지 소유권 취득허가 신청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견이 없다고 회신함.

3. 주한 일본대사관
●

외무부는 1987.3.6. 주한 일본대사관이 공사 관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 허가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면서, 동 허가여부를 조속히 통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

●

외무부는 3.11. 동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신청 관련 이견이 없다고 내무부에 회신함.

4. 주한 프랑스대사관
●

외무부는 1987.5.4.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대사관 부지 내 직원 주거용 건물 2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동 건물 신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의 조속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내무부에 통보함.

5. 주한 오만대사관
●

주한 오만대사관은 1988.7.4. 오만 정부가 대사관 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해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 내무부의 허가에 따라 공관 명의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답변

90-0118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신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6 / 6 / 1-49

1990년 중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신청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90.7.19. 주한 프랑스대사관, 임차 사용 중이던 문화원 건물의 취득허가를 8.21. 내무부에
신청하고 동 취득에 대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주한 프랑스대사 명의의 서한을 전달함.

●

1990.8.10. 내무부, 관계부처(외무부, 경호실, 국방부, 건설부, 문화부, 치안본부)에 의견문의

●

1990.9.4. 내무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불허 통보
- 해당 토지는 경복궁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부근 정비대상지역으로서 앞으로 도로부지에 편입
되거나 한옥보존지구로 복원시킬 계획이 있으므로 주변 여건이 외국공관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2. 프랑스 측 요청
●

이홍구 대통령 특사 프랑스 방문 시, Thierry de Beauce 프랑스 국제문화교류담당 국무상은
1990.9.10. 동 특사 초청 오찬 기회에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문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특별 배려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주한 프랑스대사는 9.21. 의전장을 면담하여 한･프랑스 우호관계에 있어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동 불허방침의 재고를 강력히 희망함.

3. 외무부, 내무부에 프랑스 측 입장 전달
●

외무부는 1990.9.27. 이홍구 특사에 대한 프랑스 측의 요청 및 주한 프랑스대사의 불허 재고
요청을 내무부에 전달함.

●

내무부는 10.16.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원용 토지취득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불허)를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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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9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6 / 7 / 1-192

1986~90년 중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관련 내용임.
1.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경위
●

전두환 대통령과 Samuel Kanyon Doe 라이베리아 국가원수 간의 공동성명(1982.5.13.)에
따라 1983.9.23. 합의된 양해각서에 의거, 한국 정부 부담으로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대사관저 제공
- 상호주의 적용, 외무부에서 임차하여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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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관 청사 및 대사관저 임대차 계약
●

대사관 청사 임대차 계약
- 1984.10.4. 대사관 청사 임차료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부속 약정
- 1986년 및 1988년 2년 유효 계약 갱신

●

대사관저 임대차 계약
- 1984.10월 대사관저 임대차 계약, 1987년 계약 갱신(1989년까지 유효)
- 1988.4월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는 기존관저를 해약하고 신규관저로 이전 희망함에 따라,
1988.10.28. 3년 계약의 신규관저로 이전(1991.10.27.까지 유효)

3. 한･라이베리아 정부간 임차료 상호 부담 문제
●

1989.3월 감사원은 양국간 임차료 부담 불균형 문제 제기
- 한국 측이 더 많은 임차료 부담 및 라이베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저 임차료를 한국이 부담

●

양해각서의 개정 혹은 양국이 각자 자국 청사와 관저의 임차료 부담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라이베리아의 경제사정상 주한 대사관 폐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라이베리아 내전사태의 악화로 청사계약을 1991.4.3.까지 6개월 단기계약 체결

90-0120

주한 소련영사처 청사 및 관저 임차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6 / 8 / 1-67

1. 외무부는 1990.9월 주한 소련영사처의 청사 및 영사처장의 주택을 비롯한 직원주택 임차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 소련 측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내부재가를
득함.
●

주소련 영사처의 청사 및 직원주택 확보 관련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

●

주요 국가기관, 군사시설 등에 인접한 건물을 구함으로써 안보 저해요인 야기 소지를 사전에
방지

2. 외무부 특전담당관은 1990.9.15. Sirotyuk 주한 소련영사처 차석을 초치하여 청사 및 주택 위치
제한과 관련한 방침을 공식 통보함.
●

영사처장 주택 및 사무실 임차시 최소한 계약체결 4주 전 사전승인을 득할 것

●

기임차된 주택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먼저 주소 등을 외교 공한으로 통보할 것

3. Eremenko 주한 소련 영사처장은 1990.10.11. 의전장을 면담하고 관저로 물색된 아파트 임차
계약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의전장은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인 만큼 소련 측이 한국 측
관저문제에 보다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4. 청사 및 직원 주택에 대한 조치
●

주한 소련영사처의 영사처장 관저 임차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의전장은 1990.10.19. 영사처장을
초치하여 임차 승인함을 9.24.자 공한으로 통보함.

●

주한 소련영사처의 10.30. 청사 임차 승인신청에 대해 외무부는 11.14. 청사 임차 승인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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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1

주한 외국공관 무선국 설치 허가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6 / 10 / 1-217

1988~90년 중 정부(체신부)의 주한 외국공관 무선국 설치 요청에 대한 허가 관련 내용임.
1.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은 1987.12.5. 무선국 대체 주파수 사용 신청
●

신청대체 주파수 중 15620 KHZ 사용 허가

2.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은 1988.5.11. INMARSAT 위성통신 사용 신청
●

INMARSAT 위성통신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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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8.5.16. 88올림픽 지원용 무선국 주파수 사용 신청
●

신청 주파수 중 육상이동국용으로 기 승인된 주파수 사용 허가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8.7.28. 캘리포니아 주지사 방한 수행 경호원용 주파수 사용 신청
●

주지사 방한기간 중 3개 주파수 사용 허가

5. 주한 덴마크대사관은 1989.3.14. 무선국 주파수 변경 신청
●

주파수 변경 신청 승인

6. 주한 헝가리대사관은 1989.3.31. 무선국 설치 승인 신청
●

주헝가리대사관에 호혜원칙 적용 조건으로 무선국 설치 승인

7. 주한 헝가리대사관은 1989.10.18. 무선기 출력 변경 승인 신청
●

무선기 출력 400W에서 1KW로 출력 변경 승인

8. 주한 일본대사관은 1990.11.16. 나카야마 일본 외상 방한 시 반입 통신장비용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
●

외상 방한기간 중 4대의 무선국 수에 대한 주파수 사용 승인

90-0122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6 / 12 / 1-153

1985~90년 중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해외언론 보도내용임.
1. 1985.11.5.자 Qatar News Agency는 외무부 제2차관보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여 ‘한국이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실 개설을 환영한다’고 보도함.
●

11.8. 외무부는 사무실 개설문제에 관해 PLO로부터 공식 요청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음을 재외공관에 통보함.

2. 1987 8.13.자 튀니지 La Press지는 아라파트 PLO 의장이 9월 중 소련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함.
●

아라파트 의장은 소련 지도층과 중동평화 국제회의 개최문제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협의 예정임.

3. 주아랍에미리트 PLO대사관 측은 1989.1.8. PLO대표부의 대사관 승격 기념만찬을 1.17. 개최
하기로 하고 동 만찬에 주아랍에미리트대사의 참석여부를 문의해 옴.
●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PLO에 대한 독립국가 승인을 유보한 상황임을 감안, 개인자격
참석임을 설명하고 만찬에 참석할 것을 허가함.

4. 체육부는 1989.3.29. 제5회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대회(1989.6월, 한국 개최예정)에 팔레스
타인 초청에 대한 의견문의를 해온바, 외무부는 동 대회가 순수한 스포츠 행사임을 감안하여
동 초청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함.
5. 1989.4.27. 주프랑스대사는 아라파트 PLO 임시정부 대통령의 방불에 대한 주프랑스 PLO대표부
주최 만찬에 동 대사의 참석 허가여부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아직 PLO의 독립국가 승인을 유보한 상태임을 유의, 필요시 개인자격
참석임을 밝히고 참석할 것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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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3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6 / 13 / 1-236

1985~90년 중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기본정책 및 경제･문화 교류 등에 관한
검토내용임.
1. 대남아공 기본정책 및 주요 조치(1978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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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 존중

●

남아공과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제분야 교류 억제

●

남아공 주재 코트라 및 민간상사 지사 철수

●

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계기 성명 발표

2. 남아공 관련 문제 검토
●

남아공 노조간부 석방문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85.1.14. ICFTU(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의 요청으로 남아공 노조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여 주기를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통보하고 여타국 정부 및 유엔,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향배를 관망, 대응하고자 한다고 회신

●

남아공 국민 입국허가 절차 개선 검토(1987.11.24.)
- 유엔결의에 따라 상용목적의 원칙적 입국 불허
- 30일 내 상용목적 입국을 공관장 재량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입국인 수의 급격한 증가 우려,
대남아공 국제여론 악화 등 감안, 현시점에서 부적절

●

미수교국과의 관광교류 검토(1988.4.6.)
- 미수교국과의 관광교류는 인적교류 증진 등 긍정적 측면
- 다만, 남아공과의 관광교류, 특히 방한문제는 올림픽 개최 등 기본입장에 따른 처리가 바람직함.

●

주일본 남아공총영사관원 방한문제
- 주일본 남아공총영사관 영사는 1988.10.12. 주일본대사관 직원 앞 서한에서 주일본 남아공
총영사관원의 한국입국 허용을 요청
- 남아공 정부인사의 방한 심사기준 완화는 불요한 것으로 판단

●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남아공 인사 참석문제
- 세계성체대회 준비위원회는 1988.11.21. 제44차 동 대회(1989.10월, 서울)에 남아공 인사의
참석 협조를 요청
- 종교행사로서의 성격을 감안, 입국을 허용하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흑백 등 모든
인종의 동등한 참가조건을 부과

90-0124

한･미국 관계 발전협의회, 1990.2.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6 / 14 / 1-65

1990.2.27. 한･미국 간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현황 및 전망과 대책 등에 관하여 한･미국
관계 발전협의회를 개최함.
1. 참석자
●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문화부, 농수산부, 상공부, 노동부,
교통부, 과기처, 통일원, 공보처 등 정부 내 17개 관계부처 차관

2. 토의 의제
●
●

주한미군 장래문제
미국･북한 간 접촉
- 1988.12월 이래 7차례 접촉
- 접촉 개시의 배경
- 한･미국 간 협조
- 미국의 입장
- 미국･북한 접촉에 대한 언론보도와 한국의 인식
-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2.1.자 상원 외교위 발언

●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시 한반도 문제 협의내용
- 한･소련 관계증진
- 남･북한 간 긴장완화 및 남북대화

●

한･미국 통상현안 등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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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5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6 / 15 / 1-100

1990년 중 일본 사회당의 동향 및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도이 일본 사회당 위원장의 3선 당선
●

개요
- 1990.4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당 위원장 선거 관련, 도이 위원장의 단독 입후보 결과
무투표 당선됨.
-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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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도이 위원장의 재선으로 기존의 대한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권정
당으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대한 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기대

2. 제55회 일본 사회당 대회(1990.4.3.~5.)
●

주요 결정사항
- 당 규약 개정: 기존의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의 성격 부각

●

1990년도 운동방침 채택
- 야당연합 정권하의 기본정책 명기
- 신 집행부 구성: 도이 위원장 및 야마구치 서기장 유임

●

운동방침 중 한국 관련사항
- 기본방침에서는 현실적인 대한반도 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 세부활동방침 부분에서는 종전의 친북한 색채 답습
-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 확립, 재일 원폭피해자 지원, 재사할린 한국인 잔류자 문제 해결
노력 등은 종전과 같이 계속 포함

3. 1990.6.22. 야마구치 일본 사회당 서기장은 미국･일본 안보조약 개정(1960.6월 발효) 30주년
기념 담화를 통해 미국･일본 안보조약 용인 방침을 표명함.
●

정치･경제적 협력, 국제협력, 군축 촉진을 위한 조약으로서의 현실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90-0126

일본･소련 한반도 문제 협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0-6 / 16 / 1-118

1990년 중 일본･소련 간의 한반도 문제 협의내용임.
1. 1990.8.2. 일본 언론에 보도된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의 인터뷰 기사에서 동 차관은 일본･소련
간 차관급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주일본대사관 서기관은 일본 외무성 소련과 담당자에게 문의함.
●

일본･소련 차관급 회의에서 양측이 향후 국제정세 및 아태지역 정세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한반도 문제 협의를 위한 포럼이나 협의기구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설명

●

아태지역 정세 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소련 간 정기적 협의에서
동 지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견교환 하게 될 것임.

2. 한･소련 관계에 대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언급사항
●

NHK 기자회견(9.4.)
- 한･소련 정치 및 외교관계는 외교적 차원의 회담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로 보여지며
이 문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일본 기자클럽 회견(9.7.)
- 한국과의 관계는 소련 주권 문제라고 생각하며, 현재 경제, 과학, 교역관계를 비정부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음.
- 이와 관련,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유엔총회 계기 개최할 예정이며, 소련 정부의 행동을 방해
하거나 할 권리는 북한에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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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7

스페인의 대한반도 정책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6 / 17 / 1-16

1983년 중 스페인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내용임.
1. 스페인의 대한반도 정책
●

Perez-Maura 주한 스페인대사는 1983.7.25. 외무부 구주국장을 방문하여 최근 스페인(사회당)
정부의 각의에서 “스페인 정부는 계속 대한민국과의 단독 수교 관계 유지”라는 기존 기본정책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수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결정.
이를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를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하도록 한바 있다고 통보
-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 및 협상을 통해 인구비례에 의한 민주적인 방법의 한반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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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 남북한 교차 승인

2. 스페인 정부의 대북한 통보 확인
●

주스페인대사는 1983.7.27. Ortiz 스페인 외무부 지역국 부국장 접촉, 아래 사항 확인 보고
- 북한의 스페인 접근 시도에 대해 스페인의 공식입장을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통보한바 있음을 확인
- 한국이 동 사실을 대외 보도하는 문제는 보류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

90-0128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0-6 / 18 / 1-232

1990년 중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과 관련한 내용임.
1. 1990.7.8.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캄보디아정책
변화를 발표함(주미국대사 보고).
●

내용
- 캄보디아 민주연정에 대한 승인 철회 및 동 연정의 유엔대표권 인정 포기
- 캄보디아 문제 협의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대화재개
- 시아누크파 및 손산파 등 비공산 반군에 대한 지원 계속
-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대한 인도적 원조 제공 고려

●

정책 전환 배경
- 최근 대프놈펜 정부군을 공격한 크메르 루즈파가 하계 대공세를 단행하여 프놈펜을 압박하게
되었는바, 여사한 크메르 루즈의 군사적 진출과 재 집권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압력,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 등이 미국의 정책전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됨.

●

각국의 반응
- 아세안 외상 공동성명: 캄보디아 대표권 변경은 문제의 포괄적 정치적 해결을 후퇴시키는 조치임.
- 일본: 대베트남 대화가 유엔의 문제해결 노력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나, 유엔대표권
문제는 아세안 측과 상의 필요
- 중국: 크메르 루즈 지지입장 견지

2. 1990.7.20.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함.
●

금번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승인 철회 및 베트남과의 대화재개 등 중요 구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목표와 원칙은 변함이 없음.

●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크메르 루즈의 재집권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 사실도 큰 영향을 줌.

3. 미국 상원 원내총무 George Mitchell 의원 등 66명의 의원은 1990.7.24.자 부시 미국 대통령 앞
서한에서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 아래와 같이 정책건의를 함.
●

캄보디아 내정에 크메르 루즈의 간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크메르 루즈가 참여하는
유엔에서의 캄보디아대표권을 인정하지 말 것

●

크메르 루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중국 측에 강력 촉구할 것

●

베트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훈센 정권과의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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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9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6 / 19 / 1-56

1990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미국･대만 통상회담(1990.1.8.~9., 대만)
●

대표단(수석대표)

- 미국 측: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대만 측: 허가생 대외무역원 국제무역부장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관세인하, 농산물 수입확대, 서비스 시장 개방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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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측은 과거 1년간 관세인하 실적을 제시하고 농산물 추가개방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

회의 종료후 Kristoff 대표보는 대만 측의 농산물, 지적재산권 및 은행･보험 등 서비스분야
개방속도에 불만을 표시함.

2. 1990.6.8. 전복 대만 신임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대외정책에 관해 발언한 요지임.
●

일반 대외정책
- 한국이 중국과 수교할 경우 대만이 자발적으로 단교하지는 않을 것임.

●

한･소련 정상회담 후 한･대만 관계
-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국의 중대성과이며 대만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보도에 의하면
고르바초프 측근은 한･소련 수교에 대해서 확답을 회피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공식관계를 부인한바 있음.
-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최근 양국간에 고위인사교류, 교역량, 언론보도
및 학술교류상 확실히 진전이 있었는바, 향후 양국간의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도록
할 것임.

●

대만･소련 관계
- 소련 측은 대만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지만 경제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힌바 있음.
- 대만은 소련의 대만에 대한 입장때문에 대소정책을 미리 제한하지는 않을 것임.

●

대만･사우디아라비아 관계(최근 대만과 사우디 단교설에 대한 질문답변)
- 중국이 최근 사우디에 미사일을 판매한 것과 관련 대만은 사우디로 하여금 대만･사우디
수교관계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임.

3. 중국과 싱가포르 간 수교원칙 합의성명 발표와 관련, 1990.8.13.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싱가포르･중국 간 외교관계 수립 협상 조속종결 동의 관련 유감과 관심을 표함.

●

대만은 싱가포르가 주권국가 입장에서 양국 간의 공동이익을 유지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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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30

중국 및 소련의 대외정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6 / 20 / 1-45

1990년 중 중국 및 소련의 대외정책에 관한 내용임.
1. 소련의 대외정책
●

정책 기조
-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대외여건 조성 추구
∙ ‘신사고’에 의거한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표방
- 이념적 대립보다는 화해와 공동번영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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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동향
-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과의 화해정책 적극 추진
∙ 몰타 미･소 정상회담(1989.12월)으로 동서 협력 분위기 조성
- 지역분쟁 해결 노력 적극화
∙ 아프간 주둔군 철수, 캄보디아 및 앙골라 문제 해결 노력
- 아태지역 역내활동에 적극 참여 시도
∙ 일본,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는 선린관계 유지 도모

●

평가 및 전망
- 페레스트로이카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동서 화해정책 지속 예상
- 대서방 평화공세로 서방 측 동맹 이완 및 군사력 감축도 겨냥
- 아시아지역에서도 화해 이미지를 제고, 역내 진출 노력 계속

2. 중국의 대외정책
●

정책 기조
- 미국과의 관계개선(특히 천안문 사태 관련)
- 일본과의 협력강화(특히 경제적 측면)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방중(1989.5월)으로 이루어진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진
(국경문제 해결 추진 포함)
- 서방세계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중심으로 경제외교 강화

●

정책 전망
- 등소평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천안문 사태로 사면초가라고도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기억제 또는 인내외교에 근거한 대외정책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음.

90-0131

일본의 대동북아 외교정책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6 / 21 / 1-51

1988~90년 중 일본의 대동북아 외교정책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일본 외무성은 1988.10.21. 일본 언론의 ‘6자회담 실현을 위한 일본 외무성 담당과장 중국･
소련 파견예정’ 보도 관련, 동 기사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며 부인함.
●

일본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국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표명함.

2. 일본 국제포럼은 1990.3.15.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과 협력의 비전’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다케시다
일본 수상에게 제출함.
●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2중노선의 필요성
- 장기적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비군사 양면에 걸친 노력과 병행하여 미국･소련 관계나
극동지역 국가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촉진이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장체제 유지

●

일미동맹과 ‘역할분담’의 강화

●

일미 방위협력 추진

●

한미 합동사령부에 있어서 한국군의 책임확대
- 한국 내에서 미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작전지휘권 이양이 정치문제화되고 있으나 한국
군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

●

미군의 극동지역 기지 유지의 필요성

●

미국･소련 간 긴장완화와 일본･미국 간의 대소정책 조정의 필요성

●

일본･소련 관계개선과 북방영토 문제

●

대중국 관계의 안정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진

●

한반도 문제
- 남･북한, 일･미･중･소의 6개국에 의한 협의기관의 설치
- 3단계 긴장완화를 위한 제안

3. 가이후 일본 수상은 1990.4.13. 중의원 예산위에서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동북아 6개국 회의
개최 제의’를 언급함.
●

일본 외무성은 원래 6개국 회의는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으로 일본이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일은
아니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이와같은 회담은 언제 실현될지 알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6개국 회의 제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금후 국제 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며 균형있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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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32

한･아르헨티나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7 / 1 / 1-140

1989~90년 중 한･아르헨티나 간의 관계 동향임.
1. Arnau 아르헨티나 외무부 양자경제차관보 방한(1989.11.20.~27.)
●

방한기간 중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농수산부, 정부투자기관 주요인사와 면담

2. 태웅원양 소속 선박 억류 해제 교섭
●

태웅 601호 및 태웅 607호 억류 해제를 위해 아르헨티나 외교부에 교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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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도사주 투자환경조사 출장(1990.5.17.~20.)
●

주아르헨티나 대사, 멘도사주를 방문하여 한국기업의 투자환경 및 이주가능성 조사

4. Martinez 아르헨티나 이민청장 방한(1990.10.21.~25.)
●

초청 목적
- 아르헨티나 인력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강화
- 한인 이주자 정착기반 구축에 필요한 이민청의 행정지원 개선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면담, 해외개발공사 사장 면담 및 업무 협의, 이주세미나 개최

●

주요 업무 협의
- 양국간 이주업무 협력강화, 한인 불법체류자 영주권 문제해결 협조 요청, 교포 정착문제 해결
노력, 이민협정 체결 검토 등

90-0133

한･방글라데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7 / 2 / 1-53

1990년 중 한･방글라데시 간의 정무관계 동향임.
1.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90.4.8. Ahned 방글라데시 부통령(공업장관 겸임)이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의 경제개발 사례를 모델케이스로 상정, 1960년대 이후의 개발전략과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 부통령이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함.
2.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는 1990.6.14. Anisul Islam Mahmu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의 최호중
외무부장관에 대한 방글라데시 방문 초청장을 송부해 옴.
●

동 대사는 가능한 1990.12월 방문하여 제3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의 공식 개최를 희망함.

3.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9.18.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를 통해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현금원조, 근로자 철수를 위한 항공기 및 선박지원, UNDRO(유엔재해구호
본부),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UNHCR(유엔난민기구), IOM(국제이민기구) 등에 난민철수 기금
지원을 요청해 옴.
●

한국 정부는 9.25. IOM에 난민송환 지원금 50만 달러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하고, 이를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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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34

한･벨기에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7 / 3 / 1-41

1990년 중 한･벨기에 간의 정무관계 동향임.
1. 주한 벨기에대사, 외무부차관 면담(1990.1.22.)
●

주요 면담내용
- 한･벨기에 관계증진, Eyskens 벨기에 외무부장관 방한 초청, 루벵대학의 한･EC Study
Proje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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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벨기에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1990.1.23.)
●

주요 면담내용
- EC(구주공동체)의 1992년 구주 단일시장 추진 동향, 동구 민주화 개혁, 주한 EC대표부
설치 등

3. 주한 벨기에대사,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1990.1.30.)
●

주요 면담내용
- EC의 구주 단일시장 추진 동향, EC와의 교역 증대, 한･벨기에 통상 확대 등

90-0135

한･부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7 / 4 / 1-128

1987~90년 중 한･부탄 간의 정무관계 동향임.
1. 주인도대사는 1988.1.15. 1988년도 겸임국 부탄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함.
●

부탄 정세: 1987년도 정세평가와 1988년도 전망
- 왕정하의 현 국왕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망 및 국왕 권위 확고

●

한･부탄 관계

●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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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인도대사는 1988.2월 겸임국 부탄을 방문하고 국왕에 대한 신임장 제정 및 부탄의 고위지도급
인사를 접촉함.
3. 부탄 국왕은 1989.7월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 대통령, 수상, 외상 등과 면담하고 양국간 관심사항을
협의함.
●

부탄은 1948.9월에 체결된 인도･부탄 우호조약에 의거하여 외교, 국방문제에서 인도의 권고･
지도를 받고 있음.

4. 1990.8월 부탄 인민당 및 국민 인권회의 등 민주화 단체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발포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반정부 민주화 투쟁이 확산됨.
●

일본 교도통신은 9월에 부탄 남부에서 소수민족인 네팔족의 반정부 무장시위로 200여 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 주인도대사는 10월 부탄 남부에서 산발적인 반정부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함.

●

소련, 동구의 개혁 개방 및 인접 네팔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종족 차별정책 타파와 왕권 축소
등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의 촉발제로 작용됨.

90-0136

한･차드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7 / 5 / 1-148

1987~90년 중 한･차드 간의 관계 동향임.
1. 김동호 주카메룬대사는 1987.8.24.~27. 겸임국인 카메룬에 출장함.
2. 차드 외무부는 지난 겨울철의 한발로 인한 14만 톤의 식량부족현상 발생으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1988.1.6.자 공한과 동 식량생산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2.12.자 공한을 주카메룬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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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예산사정상 1988년도 지원이 불가능하며, 1989년도 예산에 검토 예정임을 통보

3. 차드 정부는 1988.2.22. 이후 대규모의 늑막염 발생으로 환자수 3,500명, 사망자수가 300명에
이르게 됨에 따라 주카메룬대사를 통해 동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한국의 지원을 희망
하여 옴.
4. 김동호 대사는 1988.8.28.~9.1. 겸임국 차드를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원조물자 수령을 확인함.
●

보도용 차량과 공책은 안전한 상태로 도착하여 운송회사인 STAT 창고에 보관 중임을 확인,
차드 외무부는 통관수속 중으로 금주 내에 인수하여 공보장관과 문교장관에 이관하기로 함.

●

뇌막염 약품 12상자는 이미 차드 외무부에 전달되어 금명간 보건부에 이관하기로 결정됨.

●

상기 물자 기증 및 1987년도 축구공 기증에 대하여 차드 외무장관 및 관계 각료는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명함.

5. 김동호 대사는 1989.5.23.~26. 겸임국 차드를 출장하여 Mahamat Abdelbagui 차드 외무
담당국무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함.
●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과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입후보 건에 대해 차드 정부의
지지를 다짐받고 이에 사의 표명

●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주요 정부정책 이해를 제고시키고, 남북한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차드
정부의 정책을 확인함.

90-0137

한･중화민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7 / 6 / 1-121

1990년 중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정무관계 동향임.
1. 대만 외교부장 기자회견(1989.10.30.)
●

리엔잔(連戰) 대만 외교부장, “현재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바, 한국은 단기적으
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2. 대만 총통 당선 축전 발송
●

주대만대사는 1990.3.21. 이등휘 총통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전달

3. 한･중국 관계에 대한 대만 측 인사 언급내용
●

리엔잔(連戰) 외교부장은 1990.3.31. 입법원에 출석하여 “한･대만 관계는 공고하며, 한국과
중국 간의 영사관계 수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첸푸(錢復) 외교부장은 6.14. 입법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한국과 중국은 수교할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4. 한철수 주대만대사, 첸푸 대만 외교부장 면담(1990.7.25.)
●

첸푸 부장은 노태우 대통령이 베이징아시안게임 참석차 베이징 방문 예정이라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실 여부를 문의한바, 한 대사는 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초청받은 바
없다고 답변함.

5, 외무부장관, 이임 주한 대만대사 면담(1990.9.4.)
●

저우진(鄒堅) 대만대사가 만약 한･중국 수교 시 대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자, 외무부장관은 한･중국 관계가 아직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으며, 중국 측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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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38

한･칠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7 / 7 / 1-212

1990년 중 칠레 신정부의 외교 동향과 한･칠레 간의 관계증진 방향임.
1. 칠레 Aylwin 신정부의 외교 동향
●

신정부의 대외관계 개선
- 피노체트 집권으로 단절된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신정부 출범으로 회복
- 1990.3월 헝가리, 소련, 유고, 폴란드, 체코, 동독 등 동구권과 외교관계 재개
- 멕시코, 불가리아, 몽골과 외교관계 재개
- 비동맹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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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1990.4.3., Cima 외무장관)
- 군사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비판하고, 신정부는 민주주의 복귀를 토대로 세계 각국과 관계강화
추진 등 외교정책 방향 설명(연설문)

●

Aylwin 대통령 해외순방외교
- 브라질, 페루 방문(1990.7월)
- 에콰도르, 미국, 멕시코 방문(1990.9~10월)

●

신정부 정책 자료: 외교정책(Cima 외무장관), 경제사회정책(Rioseco 재무장관)

2. 칠레 신정부와 관계증진
●

한･칠레 관계증진 방향(1990.4.26. 주칠레대사 보고)
- 양국간 합동위 및 경협위 개최 문제, 대칠레 협력사업 추진 문제, 민간기업의 적극 진출 등
- 칠레 신정부 출범 후 외교관계 재개 등 외교수요의 폭증에 따라 합동위 개최 연기

●
●

1990.9월 Aylwin 칠레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발언 포함 교섭
Aylwin 대통령 방한 초청
- 1990.3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준규 특사가 방한 초청
- 1990.12.18. 주칠레대사 이임 인사차 대통령 예방 시 한국 방문 초청에 방한 희망 표명

90-0139

한･콜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7 / 8 / 1-345

1989~90년 중 콜롬비아의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마약 테러사태 및 안전대책
●

1989.8.18. 마약 마피아에 의한 Luis Galan 여당 대통령 후보의 피살 이후 콜롬비아 정부와
마약 마피아 간 대결로 혼란상태 초래
- 보고타 시내 등 전국이 내전상태로 마피아는 학교, 상가, 은행, 식당, 공항 등 무차별 폭파
- 1990.10.9. 주콜롬비아대사관은 공관 및 무역관 회의를 소집하여 공관 등 경비 강화, 대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제, 교민안전대책강구 협의 및 지시

●

1990.1월 중 전국에 걸쳐 게릴라 및 마피아 등 테러단체에 의한 납치 인원수는 143명으로
6시간당 1명이 피납됨.

●

1990.2.15. 마약대책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카르타헤나 합의문서에 서명함.

2.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요청
●

Londono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1989.11.2.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6개국 대사를 초치,
마약퇴치를 위한 각국의 ‘특별협력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함.
- 동 계획은 외국의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을 8개 분야로 구분

●

주콜롬비아대사는 현재 연 20만 달러의 전자통신연구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만 달러
상당의 긴급지원을 건의함.

3. 특별경제협력 및 연수생 초청
●

주콜롬비아대사는 1989.11.20. 특별경협 협의를 위한 핀란드대사 주최 조찬에 참석함.
- 동 회동에서 각국 민간은행의 soft loan 공여 시 법적 접수형식 문제 등 논의
- 콜롬비아 외무차관은 주콜롬비아대사에게 한국의 5만 달러 무상원조 결정에 사의 표명

●

한편, 주콜롬비아대사관은 대외협력기관인 국가기획청과 협의하여 대외기술공여 관련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수요 보고를 함.

4. 개각
●

Gaviria 콜롬비아 대통령은 1990.8.7. 신정부 각료 13명을 임명함.
-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로 Luis Jaramillo 신임 외무장관에 대한 축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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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40

한･카메룬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7 / 9 / 1-112

1987~90년 중 한･카메룬 간의 관계 동향임.
1. 카메룬 정부는 1987.8.18. 앰뷸런스, 의약품 등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2. 카메룬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12.17. 주카메룬대사와의 면담에서 Tiger Arcade 카메룬
백화점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에 만족을 표하고 고용 증진 및 추가적 카메룬 합작투자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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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룬 치안담당국무상은 1988.7.6. 나이지리아 국적 무기중개상이 한국산 소총(AK 47) 및
수류탄을 밀수입한다는 정보가 있음을 주카메룬대사에게 통보하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함.
●

주카메룬대사는 7.22. 국방부 회보를 기초로 한국산 무기 밀수입 정보는 사실 무근임을 카메룬
정부에 회신함.

4. (주)대우와 카메룬 정부간 시멘트 합작공장 건설 계약이 1988.8.25. 카메룬 현지에서 체결됨.
5. 카메룬 정부는 1989.6.7. 메뚜기 퇴치에 필요한 살충제 및 기자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6. 한국 정부는 1989.10.18. 대카메룬 무상원조 물품인 앰뷸런스 4대 및 부속품을 카메룬 보건부에
기증함.

90-0141

캐나다 Alberta주 정부대표 입국문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7 / 10 / 1-18

1988~90년 중 캐나다 알버타주 정부대표의 한국 입국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Simpsom은 한국 내 캐나다 Royal Bank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88.3.1.자 알버타주 정부
대표로 임명됨.

●

동인은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5월 캐나다로 일시귀국하였고 그 이후 한국 재입국시 동
사실을 고지하여 한국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추방되었음. 현재 홍콩에 체재하면서
주홍콩 캐나다대사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재입국을 신청, 대기중에 있음.

2. 외국 주정부대표의 한국내 활동자격
●

1988.9.8. 주캐나다대사관은 외국 주정부대표가 국내에 상주할 경우 이는 주정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사인(또는 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Alberta주 정부대표에 대해 최소한 특권면제 제공을 건의함.

●

외무부는 9.12. 현재 한국 국내법상 외국 주정부대표 활동 및 사무소 개설에 대한 관계법이
없어 일반 외국상사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고 주캐나다대사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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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42

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7 / 11 / 1-116

1985~90년 중 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85.8.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에 관한 외무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 제의 3자회담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미국 및 대한국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반대함.

●

북한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주장은 분단 고착화 주장으로서 논리성 부족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중립노선 유지가 바람직함.
-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가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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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 및 평화협상 지지

2. 콜링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제10회 아시안게임 방해 책동 김포공항 폭발물 사건 관련,
1986.9.15. 한국 정부에 위로 메시지를 송부해 옴.
●

외무부는 동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에 대한 감사 서한을 9.2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회신

3. Psimhis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은 1987.5.23.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관단 회의(1987.6.18.~19., 제네바)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함.
●

외무부는 한국이 대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원조공여국이 아니며 경협공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참석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불참 결정을 통보

4. 외무부는 1989.7.7. 대통령 특별선언 실천을 위한 외교망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주중앙아프리
카공화국 상주공관을 폐쇄하고 주카메룬대사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함.

90-0143

한･카보베르데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7 / 12 / 1-70

1989~90년 중 한･카보베르데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종현 주세네갈대사는 1989.2.9. Lima 카보베르데대사와의 면담에서 차량지원 등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지원을 협의함.
2. 유종현 대사는 1989.5.27.~6.1. 신임장 제정차 카보베르데를 출장하여 5.30. Pereira 카보베르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5.31. 수상, 국회의장, 외무장관 등 주요인사 예방

3. 유종현 대사는 1990.1.24.~27. 카보베르데를 출장함.
●

목적: 카보베르데 정부의 요청으로 교황 방문 환영식 참석 및 1988.10월 수교 이후 동국의 한국
지지에 대한 사의 표시, 현안문제 협의(1990년도 무상원조 품목 협의, 기술협정 문안교섭,
한국선원 인도교섭)

●

주요 일정: 외무장관 예방, 교황 환영연 및 미사 참석, 상주외교단 접촉, 항만시설 및 외국투자
공장 방문

4. 유종현 대사는 1990.7.3.~7. 카보베르데를 출장함.
●

목적: 카보베르데 정부 요청으로 15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

주요 일정: Pereira 대통령, 수상, 외무장관 등 예방
- Luz 외무장관은 1989년도 차량지원에 대한 사의 표시 및 1990년도 컴퓨터 10대의 조속지원
요청

5. 유종현 대사는 1990.9.22.~25. 카보베르데 외무장관 요청으로 카보베르데를 출장함.
●

협의내용
- 유엔 기조연설에 한국입장 지지 요청
- Luz 외무장관의 11월 일본 국황 취임식 참석 후 방한 제의
- 수산개발사업 지원 요청

●

1990년도 무상원조품인 컴퓨터의 11월 중 도착 예정 통보

173

90-0144

한･코모로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7 / 13 / 1-90

1989~90년 중 코모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코모로 대통령 피살 사건
●

1989.11.26.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피살
- 벨기에 용병인 Bob Denard 대통령 경호대장이 용병세력 강화를 우려한 Abderemane
대통령 측의 거세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동 대통령을 시해함.
- Bob Denard는 Mohamed 전 군참모총장의 쿠데타 기도로 위장하여 정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코모로 내정을 장악함.(외국인 용병 500명 규모, 코모로 정규군 5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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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따라 Djohar 대법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함.
- 동 대통령 서거 관련 12.4. 노태우 대통령 및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조전 발송

2. 코모로 사태(외국인 용병 철수)
●

1989.12.15. Denard 경호대장 등 외국인 용병이 국외로 출국함.
-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코모로 국민들의 반대시위
- 프랑스와 남아공은 외국인 용병의 코모로 대통령 시해 행위를 비난하고 외국인 용병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과 용병 철수 요구

●

코모로 측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특전부대 배치로 치안 유지

3. 코모로 대통령 선출
●

1990.3.11. 대통령 선거(제2차 결선투표)에서 Djohar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선됨.
- 3.19.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

대통령 취임식이 3.19. 거행됨.

90-0145

한･에티오피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20-7 / 14 / 1-191

1985~86년 중 멩기스투 집권 후 북한 편향적인 에티오피아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에티오피아 대책 수립 관련 내용임.
1. 에티오피아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

멩기스투 에티오피아군사위 의장의 방북에 대비하여 주재국 외무성이 대한반도 position paper를
작성함.
- 북한은 멩기스투 의장의 1983.9월 방북 이후 집요하게 한국과의 단교 및 한국공관 철폐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이번 방북 시에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의 단교는 현시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바,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오가덴 전쟁 시 소말리아를 지원하였으며 1971년부터 수년간 북부 에리트레아 게릴라를 지원
해 오고 있음.

2. 멩기스투 에티오피아 군사위 의장 방북(1985.11.10.~17.)
●

외군철수, 연방안 및 88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보도문 발표

●

‘외교부 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와 ‘영사협약’ 체결

3. 북한경협단 에티오피아 방문(1985.11.17.~12.10.)
●

이종옥 북한 부주석을 단장으로 외교, 무역, 광업부 등의 부부장을 포함한 26명의 고위급 실무
진으로 구성
- 멩기스투 특별기편 동승

4. 에티오피아 대책 수립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암염(이산소금)정책 수입, 농기구 지원결정 및 통보를 건의함.

●

1985.12.4. 에티오피아 대책회의 결과 외무부는 무상원조 공여(1986~89년 4개년에 걸쳐 연간
50만 달러 상당) 계속, 암염정책 수입(1만 톤) 등을 통보하면서 주재국의 대한국 관계악화
방지를 위한 외교노력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지시함.

5. 에티오피아, 88 서울올림픽 불참 선언
●

1986.4.10. 개최된 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 보고서에서 멩기스투 의장은 88 서울올림픽의
단독 개최 시 불참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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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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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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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0년 중 한･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87년도
●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12.26.)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재국 한국전 참전용사를 부부동반 관저 오찬에 초청한바, 현직 노동당
간부 포함 약 200명의 참전용사와 외무부의 아주, 구주, 중동아프리카, 행정재정국장 등
대부분의 국장 및 기타 친한 인사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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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8년도
●

주에티오피아대사가 일본대사로부터 청취한 서울올림픽 관련 멩기스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언급 내용
- 주재국을 방문한 사토 일본 국회의원이 10.5. 멩기스투 대통령 면담 시 서울올림픽에 대해
언급하자, 동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 올림픽 불참은 유감이며 불참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고
언급함.

3. 1989년도
●

에티오피아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초청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Akalu 아주국장이 대사관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한국입장을 두둔해 온
점을 감안하여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초청의사를 전달하도록 지시함.

●

신임 외무장관 앞 축전 송부
- 외무부는 11.10. Tesfaye Dinka 주재국 신임 외무장관 앞 축전 전달을 지시함.

4. 1990년도
●

북한 김일성 동향
- 주에티오피아대사가 6.28. Hailu 부수상 예방 시 청취한 내용으로 방북한 Chekol 부수상에
의하면 김일성이 많이 노쇠해졌으며, 국내외 정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함.

●

에티오피아의 대한반도 정책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재국 외무부 아주국장 부부를 관저만찬에 초청, 대한반도 정책을
청취한바 아주국장은 한국과의 관계증진이 주재국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현 주재국 외
무부 내 지배적인 의견이나, 북한과의 일시적인 특수관계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따름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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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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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EC대사의 구주의회･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면담(1990.5.10.) 주요 내용
●

북한의 구주의회 접근시도
- Gunter Rinsche 회장은 최근 북한이 구주의회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도 수 주 전에 주프랑스 북한대표부 직원을 통해 북한 정부 고위인사가
면담을 요청하였는바,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의원사절단의 구주의회 방문
- Rinsche 회장은 구주의회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이 1988.1월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한국 측
의원사절단의 구주의회 답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1990년 중
한국 의원사절단의 방문을 강력 희망함.

2. EC 집행위원장 회담자료(1990.7월)
●

집행위원장 업적 치하 및 방한 초청, 한･EC 관계발전에 만족 및 심화 희망 표명, 한국의 통일
정책 및 EC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 설명, 1992년 구주단일시장 추진에 대한 관심표명,
EC 측 관심사항 등

3. 외무부 구주국장과 주한 EC대사 면담(1990.9.19., 구주국장실)
●

구주국장은 외무부차관 앞으로 보낸 주한 EC대사의 서한 관련, 한국적십자사는 금번 한국의
수해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국제적 구호요청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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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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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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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0년 중 감비아 정부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세네감비아연방 차관회의 참석차 세네갈을 방문중인 Sallaii 감비아 외무차관은 1986.11.28.
주세네갈대사 주최 오찬에서 1987년 중반 실시예정인 총선과 관련하여 미니버스 2대, 복사기
및 전동타자기 등 지원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1987.6.17. 주세네갈대사관 직원이 감비아에 출장, 타자기 및 복사기 등 물자
전달을 하고 7.2. 미니버스 2대를 감비아 정부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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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체육회는 1986.4월 제5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시 감비아 NOC(국가
올림픽위원회)의 체육용품 지원요청에 따라 12.23. 체육용품(배구, 농구, 축구공 각 20개, 탁구
20타)을 감비아 정부에 송부함.
3. 연수생 훈련 참가
●

농기계과정(1987.9.1.~10.31.)에 감비아 농무부 직원 1인이 참가함.

4. 국회 시설 원조
●

세네갈 외무장관은 1988.6월 국회 가구(동시통역기자재, 의원용 의자) 지원을 요청
- 주세네갈 감비아대사는 1989.4.11. 국회용 기자재(의자 60개, 동시통역시설) 도착을 통보

●

동 장관은 10.25.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담 의전용 차량 등 지원 요청
- 18대의 의전차량 지원

5. 경제협력
●

제1회 감비아 농업박람회(1986.12.6.~12., Banjul)

●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 워크숍(1990.7.11.~12.)
- 의제: 지속성장 계획 및 기술협력정책 백서 추진

6. 어업협정 체결
●

1976.9.15. 공한으로 한국 측 국내절차 종료 통보

●

1988.6.14.~17. 주세네갈대사는 감비아 출장시 감비아 수산장관을 면담, 협정의 조속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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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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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독일 간의 관계 동향임.
1. 1990.7.2. 노태우 대통령과 콜 독일 총리는 10분간 전화통화를 함.
●

노 대통령은 콜 총리의 영도하에 7.1.자로 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된 것을 축하하고, 콜 수상의
내년도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

●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이 분단 4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같은 분단국인
한국민의 통일 열망에 동감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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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독일대사는 1990.10.10. 외무부장관에게 독일 통일을 공식 통보하면서 향후 독일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의 대통령 앞 콜 수상의 아래 요지 메시지를 전달해 옴.
●

독일 통일을 지지해 주고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

●

외교정책은 국가간의 동반자 관계, 긴밀한 협력, 이해관계의 평화적 절충에 바탕을 둘 것임.

●

구주통합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중･동구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군축과 군비통제가 독일 안보정책의 주요 요소임.

●

독일은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을 위한 노력을 적극 도우며, 유엔의 평화유지를 위한 무력 행사
조치에도 참가할 용의가 있음.

3. 1990.10월 주독일대사관은 Dr. Goehring 주슈투트가르트 명예총영사 및 Mr. Storm 주뒤셀도르프
명예총영사에 대한 훈장수여를 건의함.
●

공적사항: 양국 경제관계 증진, 한국 유학생, 교민보호 및 자선사업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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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0년 중 한･가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Rawlings 가나 대통령은 1989.4.12. 주가나대사관을 통해 가나혁명 10주년 기념일 행사를 위한
고무풍선, 애드벌룬, 가나국기, 공중현수막 및 불꽃놀이 용품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89년 무상원조액 일부를 활용하여 6.4. 가나혁명 기념일 행사 물품을 항공편으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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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9년 대가나 무상원조사업으로 주가나대사관 보고를 기초로 하여 미니버스 2대,
경운기 15대, 축구공 및 배구공을 지원함.
3. 주가나대사는 1989.11.9. Asamoah 가나 외상을 면담함.
●

동 대사는 헝가리에 이은 폴란드와의 외교관계 수립 및 남북회담 재재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의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측 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한 후 유엔총회 연설 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켰음.
- 이에 동 외상은 1~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예결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이 유엔가입 신청 시 보편성 원칙에 따라 지지하겠다고 말함.

4. 주가나대사가 1990.11.11. Justice D.F. Annan 가나 위원장과 면담 시 동 위원장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국 경제발전의 평가와 양국간 협력관계 증대를 희망함.

●

남북한 총리회담의 성공적 결실을 통해 남북한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며 주재국 정부는 외교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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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한･기니비사우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89.6.1. 실시된 총선을 통해 구성된 기니비사우 신국가위원회는 6.19.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을 재선출함.
●

외무부는 6.27. 주세네갈대사관(기니비사우 겸임)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Vieira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전 발송

2. 주세네갈대사와 기니비사우 외무부 정무국장 간의 면담에서 제기된 양국 상주공관 개설 문제와
관련, 1989.10.28. 외무부는 기니비사우 정부의 상주공관 상호 설치 제의를 환영하며 공식문
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기니비사우 정부는 1990.1.5.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제의 공식서한을 한국 정부에 송부함.

3. 기니비사우 정부는 1990.6.10.~13. 주세네갈대사의 기니비시우 출장 면담 계기 아래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군용트럭 및 통신장비(약 100~150만 달러)의 5년 상환 연불 수출

●

댐, 주택 건설 및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

한국 민간경제사절단의 기니비사우 방문

●

한국 농기계회사의 기니비사우대리점 개설

181

90-0152

한･헝가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8 / 1 / 1-124

1990년 중 한･헝가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종하 외무부차관과 Etre 주한 헝가리대사 간의 면담(1990.1.31.) 주요 내용
●

Etre 대사는 1984년부터 13~14년 북한에 근무하였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으로
전 국민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어 북한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생활수준, 차량홍수 등 한국의
현실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동 대사는 최근 주헝가리 북한대사가 헝가리 외무부 국장 면담 시 북한은 헝가리의 독자
적인 대내외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동 발언이 본부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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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함.

2. 주한 헝가리대사, 중국의 대한반도 입장 관련 정보 제공
●

Etre 대사는 1990.8.10. 외무부 구주국장과 통화하여 최근 주북한 헝가리대사관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입수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한 아래 정보를 제공함.
- 남북한 고위 당국자회담: 중국은 남북한 간 고위 당국자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함.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접촉을 지지
- 아시안게임 관련 문제: 1990 북경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만약에 노태우 대통령이 김 주석과
함께 또는 어느 한편이 자국의 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겠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

3. 한･소련 수교에 대한 북한 측 반응
●

주한 헝가리대사관 측은 1990.10.15. 최근 주헝가리 북한대사대리가 헝가리 외무부 관계관을
방문하여 한･소련 수교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고 알려옴.
- 북한 측은 한･소련 수교를 인정하지 않음.
- 소련 측의 금번 대한국 수교는 남북 분단상황을 고착화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역행
하는 처사임.
- 한･소련 수교에 대응, 북한 측은 앞으로 외교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일본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접촉을 가질 것임.

90-0153

한･인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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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한･인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노태우 대통령 인도 공식 방문 초청
●

주한 인도대사는 1988.8.31. 인도 외무차관을 예방하여 벤타카라만 인도 대통령 명의의 노태우
대통령 인도 공식 방문 초청장을 수교함.
- 1983.10월 랑군사건으로 연기된 한국 정상의 인도 방문 실현 의의

●

외무부는 9.5. 주인도대사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초청에 대한 감사 서한을
회신

2. Bhajan 인도 농업부장관 방한(1989.5.27.~30.)
●

Bhajan 농업부장관이 한국 농업발전상 시찰 및 농업협력 협의를 위해 방한함.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 농촌진흥청, 용인 한일마을 시범부락 시찰

3. 인도 의원사절단 방한(1989.7.1.~6.)
●

Jakhar 하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 의원사절단 8명이 국회 초청으로 방한하여 양국 의회
협력에 대해 논의함.

4. 1989.6월 인도 정부의 주인도 한국 상주무관부 개설 동의에 따라 국방부는 1990.5.1. 주인도
상주무관부를 개설함.

183

90-0154

한･이라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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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한･이라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라크 청소년축구팀 방한초청 문제
●

1989.6.7.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이라크 청소년연맹국장을 접촉하여 약 200~300명 규모의
평양축전 참가를 파악하고 청소년축구팀의 방한초청을 건의
- 현시점에서 경비 부담 방한초청 불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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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이라크 국회 의원친선협회
●

국회는 1989.7월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라크 측 협회 등 파악을 외무부에 요청

●

이라크 국회 국제아랍위원회 위원장은 10.22.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이라크 측 위원으로
6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고 언급

●

주이라크대사는 11.21. 국회의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하여, 의장 방한 문제,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등 협의

3. 국회 외무위 의원 등 이라크 방문(1990.5.9.~15.)
●

대표단: 조순승 의원, 외대 유정렬 교수, 조한영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총무부장

●

주요 일정
- 5.10. International Friendship Festival of Solidarity with Iraq 회의 참석
- 5.12. Hussein 대통령 예방, 현대건설 지사 방문
- 5.13. 국회의장 예방, 이라크･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주택건설장관 예방 등

4. TV 방영 관련 아랍권 항의
●

외무부는 주한 아랍대사단 측이 1990.4.12.자 KBS의 이집트 및 모로코 특집 TV 방영에 대해
보도내용이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바 있음을 KBS에 통보
하면서 시정 등 처리를 요망

●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는 5.7.자 서한으로 주한 아랍대사단 측을 대신하여 TV 방영에 대한
유감 표명

●

공보처는 KBS와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6.19. 외무부에 회신
- 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모로코 정부의 안내로 촬영하였으며 왜곡내용 없음.

90-0155

한･이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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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한･이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국무총리와 Mansouri 이란 외무차관 간 면담(1989.1.24.)
●

방한경위: 외무부 제1차관보 방한 초청

●

방한 기간: 1989.1.23.~26.

●

방한 목적: 한･이란 외교관계 격상 발표, 전후 복구사업에 한국참여문제 협의

2. 이란의 종교 지도자인 호메이니 사망
●

호메이니가 장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1989.6.3. 밤에 사망함.
- 이란 정부는 1989.6.4.부터 40일간 국조 기간으로 선포

●

이란 정부는 호메이니 서거 후 40일간의 국조일이 끝나는 7.13. 거행되는 추모행사에 각국
사절을 초청하였고, 노재원 본부대사가 사절로 임명되어 7.11.~13. 이란을 방문함.

3. 이란 체신차관 방한
●

이란 측은 주이란대사를 통해 Bahrainian 이란 체신차관의 방한 초청을 요청함.

●

한국 측은 1990.2.26.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

동 차관은 1990.3.12.~19. 방한을 계획함.
- 방한 목적은 1990.5월로 계획하고 있는 이란 체신장관 방한의 선발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합의가 되면 장관 방한 시 최종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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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56

한･이스라엘 관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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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한･이스라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스라엘 기업인 사절단 방한(1989.11.22.~26.)
●

사절단 규모: 총 8명(단장: 이스라엘 수출업자협회 회장)

●

방한 목적: 한･이스라엘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 및 교역강화

2. 한･이스라엘 학술원 간의 과학협력의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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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원은 1990.6.19. 이스라엘 과학･인문학술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3. 이스라엘 인사 방한 제의
●

주일본 이스라엘대사는 한국 측이 희망할 경우, Hidath 이스라엘 외무부 국장이 1990.11월
중순 방한하여 페르시아만 사태를 설명할 용의가 있음을 전화로 제의하여 옴.
- 외무부는 11.3. 주일본대사관에 동 기간 중에는 다수의 외빈 방한과 현재 외무차관 일행이
페르시아만지역을 순방중인 점을 감안하여 동 국장의 방한 제의가 시기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90-0157

한･이탈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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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Simbolotti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1990.3.9. 이임차 외무부장관과 외무부차관을 예방함.
●

외무부차관 언급내용
- 1990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장관급 정무협의 개최 희망 표명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90.2.16. 베로나에서 1990년 1/4분기 경제협의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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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90.3.22. 1990년도 연간 사업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90-0158

한･일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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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일본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 해군기의 일본영공 침범 통보(1990.4.12.)
●

영공침범 내용
- 일시: 1990.4.11. 11:38~39(42초간)
- 장소: 대마도 동방 일본영해 상공
- 항공기: 한국 해군 대잠초계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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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은 영공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함.
- 금번 영공침범이 의도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정부로서도 동 문제의 표면화 불원

2.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일본 미야자키현 방문(1990.8.1.~4.)
●
●

미야자키현 백제리 시찰
미야자키현 지사 면담
- 부여와 미야자키 간의 자매결연문제 협의

3. 주한 일본대사관은 1990.10.6. 일본 왕실의 미카사노미야(히로히토 일왕의 동생, 현 아키히토
일왕의 숙부)가 제1회 한･일본 맹인사진전 참석차 방한(1990.10.14.~16.)할 예정임을 통보해
오면서 동인에 대한 의전상 협조를 요청함.
4. 주한 일본대사관은 1990.12.24. 의친왕(영친왕의 형)의 장남인 조선 왕족 이건 씨가 12.21.
일본에서 사망하였다고 통보함.
●

정부는 동인이 조선 왕가의 후예이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일본대사
명의의 조화를 봉정

90-0159

한･요르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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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한･요르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요르단의 대요르단강 West Bank(서안지구) 정책 변경 문제(1988년도)
●

1948.5월 제1차 중동전쟁 시 요르단은 West Bank 상당지역을 점령하고 1967.6월 제3차
중동전쟁시 이스라엘이 동지역을 점령함.
-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전쟁 결과 약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West Bank와 가자지구로 유입

●

요르단은 1986.11월 West Bank 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친요르단화를 도모함.
- 아랍 국가 및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요르단의 영토적 야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난

●

1987.11월 아랍정상회담에서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West Bank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천명함.
- 요르단 정부는 1988.7.28. West Bank 개발계획 취소 성명을 발표

2. 1989년도 요르단 정세
●

후세인 국왕 대폭 개각 단행(4.27.)
- 강영훈 총리 명의의 Shaker 신임 수상에 대한 축전을 전달

●

상･하원 합동 개원식 개최(11.27.)
-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을 Amed Al-Lozi 상원의장 및 Suleiman Arar 신임 하원의
장에게 전달

3. 1990년도 요르단 정세
●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9.20.)
- 1990.8.2.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입장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후세인 국왕이 직접 각국 국가원수에게 해명
- 요르단은 이라크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의한 영토취득 불가원칙 고수 강조

●

노태우 대통령의 답신 서한 전달(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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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케냐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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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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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한･케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Ali Hafidh 케냐 Standard지 편집국장 방한(1989.10.25.~31.)
●

주요 일정
- 한국 외교정책 및 통일정책 인터뷰(외무부, 통일원, 해외홍보원)
- 코트라, KDI 방문
- 판문점 및 삼성전자, 금성통신, 대우자동차공장 산업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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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케냐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

1989.3.6. 주케냐대사관 건의에 따라 외무부는 양국민의 입출국 편의도모와 해외여행 자유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서교환 형식의 한･케냐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함.
- 케냐 정부는 한국 측이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제의할 경우 긍정적 검토 예정임을 표명

3. 한･케냐 국제무대 협력
●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관련, 케냐 정부 공식지지 결정(1989.5.4.)

●

한국과 케냐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동시 입후보에 대해 한국과 케냐 정부 상호지지
결정(5.22.)

●

케냐 WMO(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입후보 지지(6.8.)

●

한국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의장 입후보에 대한 케냐 정부 공식지지 결정(9.22.)

●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 입후보에 대한 케냐 정부 공식지지 결정(1990.1.30.)

4. 89 나이로비 국제박람회 한국기업 참가
●

금성, 증원, 대우 등 3개 한국기업은 1989.9.26.~27.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가
하여 한국전시관을 개설, 한국상품 홍보회를 실시하여 최우수 전시관으로 선정됨.

5. 한･케냐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

원주시-Kismu시(케냐 3대도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 1990.3.2. 주케냐대사관은 Kismu시의
치안 불안(외무장관 피살) 및 과도한 원조요청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추진 재고를 권고함.

90-0161

한･라이베리아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8 / 10 / 1-79

1989~90년 중 한･라이베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농업진흥공사는 1989.8.21. 라이베리아 농림부와 시범농장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식을
거행함.
●

Doe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국정연설 시 한국 정부의 시범농장건설을 통한 무상원조사업(20만
달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2. Rudolph Jonson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이 한･라이베리아 실질 경제협력증진방안 협의 및 무상
원조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1989.12.21.~24. 비공식 방한함.
●

Jonson 장관은 라이베리아 천연자원(금, 은, 철광석, 고무 등) 개발을 위한 한국기업의 기술이
전 및 자본투자, 인쇄기, 차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를 요청함.

3. 라이베리아 정부군과 무장반군(라이베리아 인민해방전선) 간 내전이 격화되고 반군세력의 시범
농장건설지역 장악이 임박함에 따라 농진공 시범농장사업단은 1989.12.24. 시범농장건설사업을
중단하고 몬로비아로 철수함.
●

라이베리아 정정불안 지속에 따라 정부는 농장건설사업을 중단하고 1990.5.14. 시범사업단 3명
전원을 귀국 조치함.

4.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90.6.11. 무장반군의 수도 점령 및 국제공항 폐쇄 등 비상상황에
따라 교민 140여 명 및 공관원을 인근국가와 한국으로 긴급 소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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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62

한･라오스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8 / 11 / 1-25

1989~90년 중 한･라오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라오스 무역 경제 협력
●

라오스 정부는 1989.4.4. 주태국 라오스대사가 주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의 무역경제
협력을 희망하고 우선순위로 아래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도로･교량･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삼림자원 개발
- 라오스산 철, 갈탄, 주석, 금, 대리석 등 광물자원의 한국 수출
- 수력발전소 건설 및 관개시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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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mphan 주태국 라오스대사는 한･라오스 간의 무역경제협력 추진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의함.
- 라오스 국영기업이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라오스 정부는 한국 기업인의 라오스 방문을 적극
협조함.
- 라오스 정부가 한국 국영기업체를 접촉하여 민간 및 국영기업 수준에서 경제관계를 시작함.

2. 한･라오스 간의 외교관계 수립 추진
●

Khamphan 대사는 1990.5.3. 주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무역
사무소 설치 후 외교관계 수립의 2단계 국교정상화 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대규모 경협 등 중간단계 없는 직접 국교정상화 원칙을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라오스
정부에 전달

●

1990.10월 유엔총회 계기 한･라오스 외무장관회담에서 라오스 측은 사회간접시설 건설 및 석탄,
철강분야 투자진출 등 대규모 경협과 무역사무소 설치 후 한･라오스 관계정상화 방안을 다시
제기함.
- 정부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과정과 동일하게 전제조건 없는 외교관계 수립 원칙을
재전달하고 라오스 측이 원하는 경우, 서울 또는 비엔티안에서 양국간의 관계개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라오스 정부에 전달함.

90-0163

한･룩셈부르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8 / 12 / 1-7

1984~90년 중 한･룩셈부르크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벨기에대사는 1984.7.26. Raymond Petit 룩셈부르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룩셈부르크
신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문의함.
●

동 국장은 한국동란 시 혈맹인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어 신정부에서도
대한(對韓) 관계는 불변 입장이라고 말함.
-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과 경제기술협력 분야에 더욱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

2. 주벨기에대사는 1989.10.26. Robert Goebbels 룩셈부르크 경제･공공시설 및 교통장관
(전 외무 및 대외무역담당국무상)을 오찬에 초대하여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교환을 함.
●

동 장관은 1990년 중 통상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양국간의 경제･통상 및 투자증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함.

3. Jean-Louis Wolzfeld 신임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가 1990.3.26. 외무부차관과의 면담에서
룩셈부르크가 금번에 한국에 비상주공관을 개설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도 크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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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64

한･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8 / 13 / 1-197

1989~90년 중 한･리비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리비아 대수로 공사 한국인 근로자 파업
●

리비아 대수로 공사현장 동아콘소시움 근로자 360명은 1989.2.3. 임금인상 및 항공권 추가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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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해산시킴(상호충돌, 인명피해는 없음).

2. 주한 리비아대사관은 1989.3.15. 리비아 총인민회의 “자유의 강화 및 인민 주권선언” 주장을
담은 리비아 총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공한을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90-0165

한･몽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8 / 14 / 1-133

1990년 중 한･몽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몽골 간의 보건･사회복지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문제
●

보건사회부는 1990.6.13. 몽골 측이 제시한 한･몽골간의 보건･사회복지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안)에 대해 외무부 검토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6.22. 한･몽골 보건사회부 간의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직 양국간에 양자
조약이 하나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또는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식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2.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과 몽골 대통령 간의 면담(1990.9.14.)
●

경위
- 몽골 민주화 이후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Punsalmaagiyn Ochirbat의 요청으로 대통령
당선 후 최초의 외국인 면담 대상자로 최서면 원장이 선정됨.

●

몽골 대통령 주요 언급사항
-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며, 노태우 대통령을 빨리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노 대통령께 꼭 전해주시기 바람.

3. 외무부장관과 몽골 외무장관 간 면담(1990.9.27.)
●

몽골 외무장관 주요 언급내용
- 양국간 2~3개 경제관계협정 체결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사절단이 문안 합의 및 경협
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협정 문안에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11월 중
방한하기를 희망함.

4. 몽골 경제사절단 방한 계획
●

Bayarbaatar 무역협력부장관 등 12명의 공식 대표와 15명의 경제인 대표 등 총 25명이
1990.10.30.~11.9. 방한 예정임.
- 외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방문, 한･몽골 정부대표단 회담 개최 등

●

동 경제사절단 방한계획은 항공기 좌석 예약 불능, 단장의 일본 체류 일정 완료 등 제반 사정으로
취소됨.(1990.10.26., 몽골 외무부 한국담당관 통보)

195

90-0166

한･말리 관계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8 / 15 / 1-38

1986~90년 중 한･말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말리의 한국기술 및 장비 도입 문제
●

외무부는 1986.7.31. 런던 소재 합작투자회사인 Onacora사는 말리 정부와 합작으로 설립될
산업설비시설에 소요되는 장비, 기계 및 기술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구입할 계획임을 서한으로
알려왔다고 상공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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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mine Keita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주벨기에 말리대사 방한(1990.3.7.~13.)
●

방한 경위
- 김운용 IOC 위원 초청
- 한･말리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말리 측 입장 전달

●

주요 일정
- 3.7.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 3.8. 김운용 위원 예방 및 만찬, 국기원 태권도시범 관람
- 3.9. 외무부장관 예방
- 3.10. 국립박물관 관람, 아중동국장 주최 만찬
- 3.11. 민속촌 관람
- 3.12. 산업시찰

●

방한 성과
- 3.9. 체육부와 체육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한 교섭 추진

3. 한･말리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외교관계 수립(1990.9.27.)
●

회담요지
- 양국 수교의 의의
-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발경험 공유 및 경제분야의 협력증진 모색
- 한국의 유엔가입 희망
-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증진

90-0167

한･모로코 관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8 / 16 / 1-42

1988~90년 중 한･모로코 간의 관계 동향임.
1. 대모로코 농약 긴급원조
●

주모로코대사는 1988.4.15. 모로코 남동부지방을 비롯한 마그레브 일대의 메뚜기떼 퇴치를
위해 모로코 정부가 비상 방제사업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감안, 약 10만 달러 규모의 항공
방제용 농약을 긴급 원조할 것을 건의함.

●

주모로코대사는 10.13. 카사블랑카 소재 모로코 민방위 본부에서 메뚜기 방제용 한국산 동력
분무기 100대를 Hajoui 모로코 민방위본부장에게 전달함.

2. 모로코 정보부장 방한 문제
●

주모로코대사는 1989.9.26. 모로코 정보부장인 Abdelhaq Kadiri 장군을 방문하고 동 부장의
방한을 협의함.

●

안기부는 내부 형편상 안기부장의 내년 모로코 방문은 어렵고, Kadiri 정보부장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언급함.

3. 수산 협력
●

주모로코대사는 1990.4.10. Lahlou 모로코 수산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수산협력을 협의함.
- 모로코 수산장관, 수산청장 및 어선원 문제를 관장하는 항만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 모로코 정부가 10월을 금어기로 지정하여 모든 어선원들이 정박어선에서 1개월 체류하게
되는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한국 관계기관에서도 이들의
요망사항을 파악하여 대책 강구를 위한 실태파악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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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68

한･모리셔스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8 / 17 / 1-58

1987~90년 중 한･모리셔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모리셔스대사관은 모리셔스 국제해양제(1987.9.3.~11.5.) 참가 계기, 1987.10.2.~8. 아래와
같이 한국문화주간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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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품전시회 및 서울올림픽 홍보전

●

88올림픽배 친선 체육대회

2. 모리셔스 투자유치단이 1989.1.22.~27. 방한함.
●

상공부장관을 예방하고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연합회 방문을 통해 전자, 신발, 손가방, 선글라스,
염색업분야의 한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요청함.

3. 대모리셔스 무상원조 계획에 따라 주모리셔스대사관은 1990.1.19. 시청각 교육용 TV 및 VTR
각 90대를 모리셔스 교육부에, 9.5. 승용차(액셀) 3대를 모리셔스 국영방송국에 각각 전달함.
4. Toofany 모리셔스 노동부차관이 한국 직업교육훈련 실태 시찰을 위해 1990.10.18.~23. 방한함.
●

노동부차관 예방, 정수직업훈련원 및 중앙직업훈련원 시찰

90-0169

한･멕시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8 / 18 / 1-54

1990년 중 주멕시코대사의 활동사항 및 멕시코 정부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멕시코대사, 주요 인사 신임 예방
●

Puche 상공장관(1990.1.19.)
- 통상증진, 사증문제 등 협의

●

Emilio Gonzalez 상원의장(1990.1.24.)
- 멕시코 의원사절단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동 의장의 협조 요청

●

Solis 멕시코시장(1990.2.8.)
- 동 시장은 한국의 멕시코 투자시 협조 용의 표명

●

대통령 외교고문 Lozoya 대사(1990.2.9.)
- 양국관계 및 Salinas 대통령 방한 문제 등 의견 교환

●

Morales 하원의장(1990.2.22.)
- 의원사절단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의회차원의 협력증대 필요성 강조

2. Coldwell 멕시코 관광장관 방한(1990.11.11.~13.)
●

목적
- 관광분야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가능성 타진 및 서울-멕시코 간 항공노선 개설 협의

●

주요 면담 일정
- 외무부장관, 대한항공 사장, 아시아나항공 사장, 쌍용그룹 회장, 교통부장관, 관광공사사장,
KBS, MBC 사장

3. 주멕시코대사, 킨타나로주 및 벨리즈 방문(1990.12.5.~9.)
●

킨타나로주
- 주지사 등과 양국 경제 및 투자관계 의견교환, 지방언론을 통한 한국홍보, 한인 후손 격려

●

벨리즈
- 벨리즈 정부 인사접촉을 통한 양국관계 증진 협의, 중남미 불법체류 문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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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0

한･네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8 / 19 / 1-37

1990년 중 한･네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네팔대사는 대네팔 원조현황을 수시로 보고함.
●

민간차원 병원원조(1990.2.8.)
- 간질병 관련 민간의사단체가 10만 달러 규모의 무료병원 개원식에 참석
- 동 병원운영을 위해 한국 간호원 2명을 파견, 향후 네팔 간질병 퇴치 원조사업도 추진 계획

●

태권도 관련 원조(3.5.)
- 네팔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국가대표 태권도팀을 파견할 목표로 훈련중이나,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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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등 기구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원조를 요청
- 금번 네팔체육회에 대한 태권도 기구원조는 네팔 내 태권도 육성발전과 한･네팔 간 우호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1990년도 대네팔 무상원조 분야에 포함 검토예정
●

대외무상기술 용역지원(3.5.)
- 네팔 도로성은 약 150㎞ 구간의 도로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한국이 대외무상기술용역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
- 동 공사는 한국업체의 수주에 유리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주네팔대사는 1990.8.17. Bhattarai 네팔 수상과의 면담결과를 보고함.
●

주네팔대사는 한･네팔 관계 및 남북대화 현황을 설명하고, 특히 네팔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

Bhattarai 수상은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으며, 양국이 남남협력 차원에서 계속 우호협력

한국을 지지하고 있는데 사의 표명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과 한국이 네팔의 경제발전과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희망

3. 외무부는 1990.12.11. 대통령비서실에 D. Regmi 네팔･한국 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한국통일
지지내용의 대통령 앞 서한을 송부함.
●

동 위원회는 11.21. 네팔 내 친북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현 정부 장관 2명과 원로학자, 정치인들로
결성

●

외무부는 Regmi 위원장 등 일부 간부가 중도성향 인사로서 한국 대응에 따라 친한세력화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인을 1991년 상반기 방한 초청할 것을 검토 중임.

90-0171

한･오만 관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8 / 20 / 1-229

1988~90년 중 한･오만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오만대사 건의에 따라 1988.4월 나웅배 부총리 명의로 Fahd 오만 법률담당 부총리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함.
2. 이봉서 동자부장관이 1990.2월 오만을 공식 방문함.
3. MACKI 오만 총무처장관이 1990.4월 방한함.
4. 국방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90.11월 오만의 20주년 국경일 행사 참석 차
오만을 방문함.
●

동 사절단은 1990.11.17. 오만 부수상,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예방하고 군 퍼레이드를 참관함.

5. 오만 카브스대학 부속병원은 1990.12월 한국 간호사 초청 관련, 한국 간호사 초청 합의서 최
종안을 한국 해외개발공사 측에 전달하여달라고 주오만대사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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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2

한･폴란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8 / 21 / 1-57

1990년 중 한･폴란드 간의 정무관계 동향 및 자료임.
1. 대폴란드 관계증진정책 건의(1990.6.27., 주폴란드대사관)
●

폴란드 기본정세 판단: 정치･외교･경제현황 및 전망

●

관계증진 방안: 정치･외교, 경제, 문화, 기타 건의사항

2. Krakowski 주한 폴란드대사는 1990.8.3. 외무부차관 면담시 Skubiszewski 폴란드 외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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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유엔총회 계기 양국간의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기대한다고 함.
●

Skubiszewski 장관은 현재 독일 통일문제 등으로 일정이 바쁜 만큼 금년 10~11월 중 적절한
시기에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3. 한･폴란드 외무장관회담(1990.9.24.)
●

폴란드 장관은 최근 대통령 특사 방문 시 폴란드 대통령 방한 초청이 이루어진바, 조만간 총선이
있을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 방한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폴란드 대통령 방한 관련 한국의 초청 의사를 재전달함.

4. 한･폴란드 관계현황 및 증진방안 보고(1990.12.12., 주폴란드대사관)
●

기본방향

●

주재국 정세 전망: 국내정국, 외교정책

●

1990년 중 대폴란드 외교업무 수행평가: 정무분야, 경제관계

●

1991년도 양국간 정치･외교 협력관계 증진방안

●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인력지원, 필요예산 지원, 직원 사기진작 관련 행정지원

90-0173

한･포르투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8 / 22 / 1-68

1989~90년 중 한･폴란드 간의 정무관계 동향임.
1. 포르투갈 의회담당장관 방한 초청 추진
●

주포르투갈 대사는 1990.5.9. Manuel Dias Loureiro 포르투갈 의회담당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이
마카오, 태국 방문(1990.6.10.~13.) 후 방한을 희망하였다면서 동 장관을 정무 제1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

정무 제1장관, 동 장관의 방한(1990.6.13. 이후 2박 3일) 초청장을 송부함.

●

포르투갈 측은 5.31. Loureiro 장관의 국내 정치일정 폭주로 방한이 어렵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알려옴.

2. 포르투갈 국방대학원 연수단 방한(1990.6.12.~15.)
●

국방대학원장(단장), 국방대학원 부원장, 자문위원(전 국방차관) 등 49명(고위공직자, 군 장교
및 교수, 기업인들로 구성)

●

경제기획원, 외교안보연구원 방문, 국방부 조달본부장, 국방대학원장 면담, 판문점 및 전방 시찰,
대우중공업 및 민속촌 시찰

203

90-0174

한･페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8 / 23 / 1-62

1989~90년 중 한･페루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야당 대통령 후보 방한 초청
●

우익연합의 대통령 후보 Mario Vargas Llosa 소속 정당의 국제담당관은 1989.6.6. 주페루대사를
방문하여 1989.9~10월경 동 후보가 한국 등 동북아 방문을 희망한다면서 지원을 요청함.

●

주페루대사는 1990년 선거에서 당선 가능에 대한 예측이 시기상조이나 동 후보가 인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동인의 방한 접수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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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lva 상원의원 방한 초청
●

국회사무처는 1990.2.19. Silva 야당 당수를 한･페루 의원친선협회장 명의로 방한 초청하고자
한다면서 외무부에 서한 전달을 요청함.

●

외무부는 Silva 의원이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답신을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보내왔음을 국회 측에
알리면서 7.28. 신국회 개원과 함께 동인의 상원의원직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함.

3. 대통령 당선자 감사서한 송부
●

주페루대사는 1990.6.11.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전달함.
-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자는 7.11. 감사 회신을 송부

4. 훈장 수여
●

주페루대사는 1990.11.22. 관저에서 Alfonso Rivero 페루 차관에게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함.
- 동 수여식에는 제1부통령 겸 상원의장, 외무장관 등 80여 명의 인사 참석

90-0175

한･루마니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8 / 24 / 1-87

1990년 중 한･루마니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Ion Iliescu 신임 루마니아 대통령 당선
●

1990.5.20. 루마니아 총선 결과 Ion Iliescu 구국전선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
- 6.20. 대통령 취임식

2. 1990.10.19. 주루마니아대사와 루마니아 외무장관 간 면담 시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아래 사항을
외무부장관에게 직접 전해줄 것을 당부함.
●

방한 시기는 명년 봄을 고려하고 있음.

●

주한 루마니아대사가 한국 정부 관계당국과 원활한 접촉활동(장･차관 면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

●

주한 공관 청사 및 관저 결정(규모 및 가격)에 외무부의 적극 협조 요망

3. 일본 천황 즉위식 참석차 1990.11.10.~14. 방일한 강영훈 국무총리는 11.11. 일리에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을 면담함.
●

루마니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과의 교류나 접촉이라는
idea에는 동조하면서도 unity in separation, 즉 별개의 정부와 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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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6

한･스리랑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8 / 25 / 1-93

1988~90년 중 한･스리랑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88.2월 Premadasa 스리랑카 수상 방한 시 실내종합경기장 건설에 대한 무상원조 또는
차관형태의 자금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무상원조 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EDCF(대외경협기금) 설치 목
적에 맞는 사업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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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리랑카 정부(도로성)는 1988.4.15. 콜롬보･웰라와야 구간(298Km) 도로건설 자금 2,700만
달러의 경협기금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는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고려하여 경협기금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함.

3. 스리랑카대사는 1986.10월 Harispattuwa지역 FM 방송국 및 중계소 건설을 위한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함.
●

정부는 1988년 무상원조액 20만 달러와 추가 소요액 3만 5천 달러를 지원함.

4. 대한상의 주관으로 이석희 대우그룹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민간경제사절단이
1988.5.24.~28.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제3차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함.
5. Munsoor 스리랑카 통상해운장관은 1989.5.26.자 주스리랑카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스리랑카
무역불균형 문제(1988년 대한국 수입액 86백만 달러, 대한국 수출액 5백만 달러)를 제기하고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아래 조치를 요구함.
●

고무 및 야자섬유 수입확대를 위한 관세철폐

●

홍삼, 보석류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수입제한 완화

●

생화, 활엽수, 과일, 흑연, 향료 등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

90-0177

한･세네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8 / 26 / 1-48

1987~90년 중 한･세네갈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주세네갈대사는 1987.12월 Fall 세네갈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함.
●

세네갈 외무장관은 영농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반협력 문제의 구체적 협의를 위해 양국 관계자
간 접촉을 개시할 것을 언급함.

2. 세네갈 국회의장은 1988.6월 주세네갈대사관을 통해 김재순 국회의장 취임 축하서한을 전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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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네갈 대통령은 1988.8월 주세네갈대사관을 통해 노재원 특사가 전달한 대통령 친서(7월)에
대한 답서를 전달해 옴.

90-0178

한･스와질랜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9 / 1 / 1-95

1989~90년 중 한･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에스와티니 Mhlume 무연탄광개발 사업
●

(주)대우의 Mhlume 무연탄광개발 합작사업에 대해 1989.1.17. 에스와티니 노동장관 겸 광물
위원장은 조광권 허가 조속처리를 약속함.

●

동 사업은 한국기업의 남부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기반조성 및 안정적 석탄공급원
확보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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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스와티니 무상원조사업
●

1989년 대에스와티니 무상원조 공여계획에 따라 12.19. Mswati 에스와티니 국왕 참석하에
미니버스 1대를 기증함.

●

1990.2.14. 에스와티니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구호금 10,000달러를 에스와티니
내무부에 전달함.

●

1990년 대에스와티니 무상원조 공여계획에 따라 10.27. Obeddnimibi 에스와티니 수상 참석하에
차량 10대(소나타 3대, 액셀 7대)를 기증함.

90-0179

한･튀니지 관계, 1986-87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9 / 2 / 1-74

1986~87년 중 한･튀니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86.7.9. 주튀니지대사관을 통해 Sfar 신임 튀니지 수상에 대한 노신영 국무총리
명의의 축전을 전달하고 양국간의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튀니지 정부의 협력을 당부함.
2. 주튀니지대사는 1986.9.4. 튀니지 정부가 카르타고 국제박람회장 건설공사 국제입찰 관계
안내서를 한국 관심기업(현대)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11월 한국의 현대, 럭키개발 및 중국 건설사 등 23개 입찰업체에 대해 정식입찰 실시

3. 튀니지 정부는 1987.1.30. 주튀니지대사관을 통해서 카르타고 국제문화제(1987.7.25.~8.1.)에
한국공연팀의 참가를 요청해 옴.
●

한국전통무용단(대표 오숙자) 20명은 카르카고 국제문화제에 참가하여 대통령궁 특별공연, 5개
지방도시 순회공연을 실시함.

4. Ben Ali 튀니지 수상이 1987.11.7.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대통령에 취임함.
●

외무부는 11.9. 신임 대통령, 수상 및 외무장관에 대한 취임 축하 서한을 주튀니지대사관을 통해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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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0

한･튀니지 관계, 1988-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9 / 3 / 1-102

1988~90년 중 한･튀니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88년도
●

1988년도 공관 수출전망 자료(1.15.)

●

튀니지 경제성 상공담당국무상의 주튀니지대사 면담(1.22.)
- 튀니지 측, 합작사업 추진 희망(철강, 강관, 합성섬유 분야)
- 한국의 경제사절단 파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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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튀니지 관계 활성화 건의 및 사업계획(2.11.)
-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초청, 무상원조 제공, 경협사업 재추진, 인광석 수입 추진

●

1989년도 공관 수출전망 자료(12.5.)

2. 1989년도
●

한국의 날 행사 개최(5.17.~19.)
- 한･튀니지 간의 경제, 통상, 기술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튀니지･아시아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
- 한국의 경제발전 소개, 기업홍보, 합작투자 가능 방안 협의, 수출상담 등

●

1990년도 공관 수출전망 자료(11.4.)

3. 1990년도
●

튀니지 대규모 수해 발생
- 1.15.~24. 집중 폭우로 60여 명 사망과 2억 달러 상당 재산피해 발생
-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위로전문 전달

●

주한 튀니지대사의 중동아국장 면담(4.18.)
- 상공부장관의 튀니지 방문 희망(상공부장관의 일정상 방문 미실현)

●

1991년도 공관 수출전망 자료(11.12.)

90-0181

한･상투메프린시페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기술협력과

MF번호

2020-9 / 4 / 1-34

1988~90년 중 한･상투메프린시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상투메프린시페 수교 추진 관련, 외무부는 1988.12월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결정
하고 주가봉대사관(상투메프린시페 겸임)을 통해 국산자동차(스텔라, 엑셀) 35대를 지원함.
2. Pequeno 주유엔 상투메프린시페대사대리는 1989.2.8. 채의석 주유엔대사를 방문하여 UNDP
(유엔개발계획) 주관의 상투메프린시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1989.3.7.~8.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함.
●

한국의 동 회의 참여 교섭을 위해 1989.2.17.~21. 주유엔 상투메프린시페대사가 방한함.

3. 박창일 신임 주가봉대사는 1989.6.12. 겸임국 상투메프린시페를 방문하여 Pinto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식에서 상투메프린시페 정부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어업협력 등 한국과의
협력확대 희망 의사를 표명함.

4. 주가봉대사는 1990.7.11.~13. 개최된 상투메프린시페 독립기념행사 참석 계기, 한국의 북방
외교정책(한･소련 정상회담 등),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기본입장 등에 대해 상투메프린시페
정부에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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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2

한･터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9 / 5 / 1-118

1986~90년 중 한･터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터키 제3대 대통령(임기 1950~60년)인 제랄 바야르 터키 대통령이 1986.8.22. 서거함.
●

고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개 여단 병력의 터키군 파병을 결정한 반공 친한 인사

2. 주터키대사관은 1987.1.29. 금양장리 전승 기념행사 참석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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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첼 주한 터키대사는 1988.3.3. 외무부차관을 면담하여 에브렌 터키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 초청하는 내용의 비망록을 전달함.
●

에브렌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터키 방문 초청을 노 대통령에 대하여 갱신

4. 터키 정부, 터키에서 수용하는 이라크 난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요청
●

Gucel 주한 터키대사는 1988.9.23. 제1차관보를 면담하여 이라크 쿠르드족 난민의 터키 유입과
관련하여 아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문의
- 동 난민의 한국 접수 용의
- 동 난민 구호비용(총 3억 달러 소요 예상) 중 일부 지원 요청

●

정부는 난민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제1차관보 동 입장을 기천명).

●

동 난민 구호를 둘러싼 터키･이라크 갈등을 고려하여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구호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여타국 반응 등을 보아 추후 신중히 검토함.

90-0183

한･우간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9 / 6 / 1-150

1989~90년 중 한･우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우간다대사는 1990.1월 우간다 상무장관이 우간다 대통령 지시로 3월 중 한국 등 아시아지역
순방을 계획중이라고 보고함.
●

방한 목적
- 우간다의 수출증진활동

●

우간다 상무장관은 2.20. 주우간다대사에게 양국간 통상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동 장관의 방한
기간 중 협정 서명을 희망함.
- 우간다 측은 상무장관 방한 희망일정(1990.3.31.~4.4.)과 수행원 명단을 주우간다대사관에
통보함.

2. 주우간다대사관은 1990.5월 우간다 교통･체신장관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초청 목적
- 한국의 우간다 전화교환기 설치 사업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

3. 주우간다대사는 1990.9월 우간다에 한국의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 내용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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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영국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Middleton 주한 영국대사 이임인사
●

외무부차관 면담(1990.2.8.)
- 스카치 위스키 주세,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언급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관련 소련과 중국의
입장 문의, 1990.4.9.~11. 런던 개최 마약관계 회의(Drug Summit)에 한국의 장관급 고위인사
파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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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1990.2.9.)
- 위스키 수입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외국은행의 국내영업 문제 등 거론

●

외무부장관 면담(1990.3.9.)
- 영국 여왕 방한 문제, 한･소련 관계 전망,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통일독일의 NATO 잔류
문제 등 거론

2. 주영국 대사의 영국 외무부 아주담당차관보 면담(1990.2.13.)
●

대통령 영국 방문 후속조치 협의
- 여왕 방한, 북한 개방을 위한 중국･소련의 영향력 행사, 유엔가입 문제 등

3. 주영국대사관의 1990년도 업무계획 보고(1990.2.26.)
●

정무, 공보, 무관, 경제･상무, 재무, 세무, 해무, 영사, 총무분야 업무계획

4. David Wright 주한 영국대사 제1차관보 면담(1990.10.10.)
●

대사 언급 요지
- 걸프사태 관련 이라크의 제반 계약 및 금융적 의무로부터 면제, 외국기업의 자산몰수를 규정한
혁명지도위 포고령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항의 Note 발송과 유사한 조치를 한국도 할 것을
제안
-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Ross Dependency와 남극 호주영토에서의 광물자원보호 관련하여
자국 내 입법화를 추진중인바, 영국 정부는 남극 광물자원보호를 규정한 Cramra협정만으로도
남극 광물보호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별도의 독자적인 국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한국 입장을 문의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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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한･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소련행 국제항공 우편물 직송 발송
●

체신부는 1990.6.13. 한･소련 우편물 직접교환에 합의한바, 6.15.부터 소련행 국제항공 우편물
(통상우편 및 소포) 행낭을 직접 발송함.
- 송달시간을 1주일 이상 단축하게 되었으며, 공산권 국가 중 헝가리, 중국, 유고에 이어 4번째임.

2. 1990.7.10. 개최된 소련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고르바초프가 당 서기장에 선출된바, 주소련 영사
처장의 건의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함.
3.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1990.10.15.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함.
4. Martynov IMEMO 극동연구소장이 1990.11.26.~12.4. 방한하여 11.27. 외무부장관과 면담 시
한･소련 관계증진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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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대소련 외교관 접촉 관련 동향임.
1. 주카메룬대사, 1990.1.10. 주카메룬 소련대사 이임 예방
●

주카메룬 소련대사는 영사처 설치 합의는 한･소련 간의 관계발전의 큰 진전인바, 신분상 영사와
외교관의 구별이 없는 소련으로서는 형식상 영사 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관 파견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관계 승격의 전제임을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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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엔대사, 1990.1.24. 주유엔 소련대사 오찬
●

주유엔 소련대사는 그간의 양국간 관계 진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영사처 교환 설립을 계기로
실질적인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3. 주캐나다대사, 1990.2.15. 주캐나다 소련 외교관 오찬
●

주캐나다 소련 외교관은 최근 사실상의 영사관계로의 발전은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며 상호
필요에 의해 한･소련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말함.

4. 주브라질대사관 공보관, 1990.2.19. 주브라질 소련대사관 영사 접촉
●

주브라질 소련 영사는 한･소련 관계는 이미 무역사무소와 영사처가 개설되어 준외교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차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5. 주가봉대사, 1990.2.23. 주가봉 소련대사 접촉
●

주가봉 소련대사는 본부로부터 한･소련 관계 진전사항에 관해 통보를 받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한･소련 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함.

6. 주유엔대사, 1990.6.21. 주유엔 소련대사 접촉
●

주유엔대사는 한국 정부가 금후 주소련 영사처를 공식채널로 외교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한바, 주유엔 소련대사는 소련 정부의 기본인식은
경제의 바탕위에 상부구조로서 정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언급함.

7. 주미얀마(구 버마)대사, 1990.11.9. 주미얀마 소련대사 면담
●

주미얀마대사가 한국의 유엔가입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바, 주미얀마 소련대사는 한국의 유엔가
입은 시간문제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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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는 1990.7.25. “한국: 남북한 관계 및 핵 문제”라는 주제로 한국
관계 청문회를 개최함.
1. 증언
●

Anderson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Sigur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Romberg 외교협회 소장,
Clough 존스 홉킨스대 교수 등

2. 질의응답의 요지
●

남･북한 관계
- 1990.9월과 10월 남북총리회담 개최는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남한의 정치적 불안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실패하였으며, 남북대화의 장래는 남
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지성과 생산적인 자세여부에 달려있음.
- 남북한 간에는 독일에서와 같은 상호교류와 접촉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방식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음.

●

미･북한 관계
- 미･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남북대화의 진전 등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한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하에 추진될 것임.
- 미국은 대북한 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인바, 현 단계에서는 대북한 무역
제재 완화, 북한 고위관리 방미 허용,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북한 제외 등이 가능할 것임.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에 의한 북한 승인은 분단을 고착화
시킨다는 입장임.

●

북한 핵문제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불안 요인이며, 북한이 IAEA 핵안전조치
협정에 조속 가입하도록 조치중임.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 및 소련의 대북한 신무기 공여 제한이 선행된다면 미국의
점진적 핵철수, 합동군사훈련 규모 축소 등의 긍정적 조치는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

주한미군 문제
-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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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의 평가
●

증언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점진적으로 한국과의 사전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함.

●

급격한 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증언 인사들의 공통된
견해는 미국 의회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론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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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국무총리가 아키히토 일본 국왕 즉위식 경축사절로 방일 시 퀘일 미국 부통령과
면담함.
1. 면담 경위
●

1990.11.13.~14. 퀘일 부통령은 아키히토 일본 국왕 즉위식 경축사절로 방일 계기 즉위식
직전에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내 정치일정으로 방한 미실현

●

1990.11.13. 경축사절로 방일한 강영훈 국무총리와 면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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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면담 내용
●

강영훈 국무총리는 유엔가입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연설에 감사 표명

●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

●

강 총리는 남북한 유엔가입 관련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

미국 측은 중국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에 한국이 교량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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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Solaz 미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은 1990.2.16.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방문, 7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민주화, 한반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함.
2. 1990.3.6. Gordon Humphrey 미 상원의원은 한국에서 제작중인 영화 American Dream이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동 영화 제작 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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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것을 요청함.
●

동 의원은 상기 영화 내용이 한 미국 가정에서 자녀 심장이식 수술을 위해 한국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으로 미국내 한국 입양아의 처지에 관해 근거없는 낭설을 유포시킬 우려가 있다고 함.

3. 현홍주 주미국대사는 1990.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학계인사들을 면담함.
●

5.14. 로스앤젤레스에서 RAND Corporation 연구원 등 학계인사들을 면담, 한국의 대중국･
대소련 수교 및 유엔가입 문제, 중국과 소련의 국내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5.14. 샌프란시스코에서 Scalapino 교수와 조찬을 겸한 면담을 갖고 중국과 소련의 정세,
남북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4. 주미국 소련대사관 정무참사관은 1990.10.23. 주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오찬에 초청, 남북
총리회담에 대한 평가,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한･소련 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장, 주한미군
관련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5. 외무부 미주국장은 1990.12.4. 방한 중인 미국 RAND 연구소 인사(OH Kongdan, Michael
Swaine)를 면담함.
●

동인들은 미국의 대아태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방한하였다고 하고 아태지역 전략환경, 미국･일본
관계, 아태 안보협력체, 일본･소련 관계, 한･소련 관계,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피력함.

90-0190

한･우루과이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9 / 13 / 1-97

1989~90년 중 한･우루과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축전 발송
●

1989.11.26. 우루과이 총선 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된 Luis Alberto Lacalle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11.29.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

2.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참석
●

1990.3.1. 거행된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탁나현 주우루과이대사가 경축특사로 참석
- 노태우 대통령의 동국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만족 및 실질협력증진 희망 표명

3. Alfredo Cazes 주한 우루과이대사는 1990.4.4. 이정빈 외무부 차관보와 면담함.
●

동 대사는 2월 중 휴가차 일시귀국하여 외무장관을 포함한 신정부 인사들과 업무 협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외무장관은 신정부의 대한정책 불변방침과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금년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한국입장 지지 등을 약속했다고 함.

●

또한 동 대사는 개인적으로서는 현안인 투자보장협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 체결과 양국
간 경협, 통상증진 필요성을 언급함.

4. 주우루과이대사는 1990.7.17. Gros 우루과이 외무장관을 면담하여 유엔가입과 관련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최근 북한의 대우루과이 관계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함.
●

동 장관은 유엔가입 관련 한국입장을 잘 이해하겠으며, 우루과이 측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유엔
총회 임박 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함. 북한의 대우루과이 접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대북한 관계개선이 국익 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5. 주우루과이대사는 1990.10.11. Gros 외무장관 및 Mezzera 외무차관을 오찬에 초청하여 금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
●

동 장관은 우루과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한국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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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91

한･유고슬라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9 / 14 / 1-80

1990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유고 외무장관, 외무부장관 앞 메시지 전달(1989.12.29.)
●

양국간 수교에 대한 기쁨과 만족 표명, 경협 및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 희망

2. 자가야츠 주한 유고대사대리, 외무부차관 예방(19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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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야츠 대사대리, 유고 외무장관의 소개 서한 전달

●

외무부차관, 한국의 주요 대외정책 및 경제정책, 남북한 관계 설명

3. 외무부장관, 유고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지와 서면 인터뷰
●

서면 인터뷰 질의서에 대한 답신 송부(1990.4.2.)

4. 유고 정무장관 방한
●

KDI 주최 연찬회 참가차 1990.4.17.~22. 방한 예정인 Veseline Vukotic 유고 정무장관은
방한기간 중 상공부장관 예방 희망

5. 베오그라드 시장, 고건 서울 시장 방문 초청(1990.4.9.자 초청장)
6. 주유고대사, Kadijevic 유고 국방장관 면담(1990.5.21.)
●

국방대학원생의 유고 방문 문제를 비롯한 양국 국방부 간 협력 가능성에 관해 협의

7. 1990.8.26. 유고의 Tuzla 시 부근 Dobrnja 광산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약 178명의 광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8.28.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위로 전문을 발송함.

90-0192

한･자이르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9 / 15 / 1-42

1987~90년 중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콩고민주공화국 주요인사 방한
●

콩고민주공화국 유일정당인 MPL의 Kombo 사무총장(1988.3.29.~4.1.)
- 상공부장관 예방
- 한국노총 및 현대자동차 방문

●

Nguz a 외무장관(1990.5월)
-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상주공관 개설 협의 및 제3차 한･콩고민주공화국 공동위 개최

●

Basaula 교통부장관(1990.12월)
- 교통부장관 예방
- 자동차, 선박, 철도 및 항공기 관련 기업 방문

2. 콩고민주공화국 경협기금 지원 요청
●

외무부는 1990.4.11. 전화망 현대화사업을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20백만 달러의
EDCF(대외경협기금) 지원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기금 지원 필요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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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93

주미국대사 겸임국 바하마 출장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9 / 16 / 1-93

1986~90년 중 주미국대사의 겸임국 바하마 출장 관련 사항임.
1. 김경원 주미국대사 바하마 출장(1986.7.8.~11.)
●

Pindling 바하마 수상 면담시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 전달
- Pindling 수상은 한국 명예영사 임명제의 수락 및 후보자 추천 약속

2. 김경원 주미국대사 바하마 출장(1987.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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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6.19. 총선에서 Pindling 수상 승리
- 동 수상은 한국 대통령의 축전에 사의 표명 및 적절한 시기에 방한의사 표명

3. 장선섭 주미국대사관 공사 바하마 출장(1987.11.26.~28.)
●

Gibson 바하마 명예영사 임명식 및 영사관 개관식
- 한･바하마 사증면제협정 체결 가능성 타진

4. 김용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바하마 출장(1988.7.9.~13.)
●

바하마 측은 비자면제협정 한국 측 안 수락

5. 박동진 주미국대사 바하마 출장(1989.4.1.~6.)
●

Carter 신임 바하마 외무장관 취임 축하 및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관련 협조 요청
- 바하마 측 지지의사 표명

6. 박동진 주미국대사 바하마 출장(1990.1.12.~17.)
●

바하마 외상 방한 초청, 바하마 경제사절단 파견 등 건의

7. 박동진 주미국대사 바하마 출장(1990.7.6.~11.)
●

바하마 독립 17주년 경축행사 참석 등

90-0194

Nombri, Joseph Kaal 일본 상주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 방한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9 / 18 / 1-92

1985~90년 중 Nombri Joseph Kaal 일본 상주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의 방한 관련
사항임.
1. 1985.4.23.~28. 방한
●

방한 목적: 신임장 제정후 첫 겸임국 출장으로 양국간 현안 논의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외무부차관(장관대리) 예방
- 판문점, 땅굴시찰, 민속촌 방문, 산업시찰

2. 1987.5.28.~29. 및 1987.6.1.~4. 방한
●

방한 목적: 대통령 주최 청와대 가든파티 참석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PNG 자문그룹회의 후속조치로 재무부 방문

3. 1990.9.11.~14. 방한
●

방한 목적: PNG 소마레 외무장관의 한국 공식방문 후속조치 협의
- 외무부는 국내 일정상 면담주선의 어려움을 통보하고 방한 연기를 권유하였으나, 동 대사는
주한 명예영사관을 통해 일정을 주선하여 방한할 것임을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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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95

한･소련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9 / 19 / 1-108

1990.12.13.~17.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준비사항과 한･소련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반응 관련 내용임.
1. 한･소련 정상회담 준비 및 보고자료 작성
●

한･소련 관계 진전의 영향
- 한･미국, 미국･북한, 남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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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련 정상회담 대책

●

대통령 방소 관련 설명자료

●

한･소련 공동선언 관련 보고
-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2. 소련 타스통신, 프라우다･이즈베스티야 신문 대통령 합동회견
●

1990.12.7. 합동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방소 목적 및 기대성과, 한국의 주요정책 우선순위,
한･소련 경제관계, 동북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필요조치, 세계 변화에 대한 페레이스트로이카
정책의 영향, 소련이 군사적 위협을 주는 국가라는 시각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해 답변함.

3. 노태우 대통령 방소에 대한 미국 국무부 논평
●

Kenneth Bailes 국무부 동아태국 부대변인은 1990.12.13. 노태우 대통령 방소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미국은 그간 한･소련 관계개선을 위해 측면지원을 하여 왔으며, 노 대통령의 방소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함.
- 금번 노 대통령의 방소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90-0196

MURAIRI Mitima Kaneno 일본 상주 주한 자이르대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9 / 20 / 1-121

1987~89년 중 Murairi Mitima Kaneno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일본 상주)가
방한함.
1. 제1차 방한(1987.5.4.~9.)
●

외무부장관, 외무부 아중동국장 면담
- 외무부장관 면담자료 및 면담요록 수록

2. 제2차 방한(1989.1.28.~2.1.)
●

외무부장관을 예방, 외무부 아중동국장 주최 오찬
- 외무부장관 면담자료 및 면담요록 수록

3. 제3차 방한(1989.6.9.~10.)
●

방한 목적
- 한･콩고민주공화국 통상 및 경제협력증진 방안 협의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외무부 아중동국장 예방
-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4. 제4차 방한(1989.8.14.~17.)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교훈장 흥인장 수여
- 홍순영 제2차관보 주최 오찬 및 외무부 아중동국장 면담

●

외무부장관 면담자료 및 면담요록 수록

227

90-0197

중국･중화민국 양안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 / 21 / 1-278

1990년 중 중국과 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만 국민의 중국대륙 방문 규정(1990.2월, 주대만대사관)
●

친척방문 목적 대륙 방문 수첩

●

국제회의 및 국내 국제대회 참가규정

●

현 단계 하급공무원 친척방문 목적 대륙 방문규정

●

현 단계 공립학교 교사 친척방문 목적 및 취재 및 촬영목적 대륙 방문규정

228

2. 대만･중국대륙 관계(1990.3월, 주대만대사관)
●

대만 국민의 중국대륙 방문 허용대상 기준
- 1990.1월 하급공무원의 대륙거주 가족방문과 대륙거주 대만적 동포의 대만 내 가족방문 허용

●
●

1990.2월 연예인과 학계인사들의 대륙 방문 허용
인적교류현황 (1989.1~11월)
- 대륙방문 대만인 수: 417,000명
- 대만방문 대륙인 수: 2,700명
- 대만거주 허용 대만적 대륙 군인 수: 146명

●

경제관계
- 홍콩경유 간접교역액: 1989년도 37억 달러
- 투자중화경제연구소 자료: 1989년 말 10억 달러

●

대륙과의 인적･물적교류 조정기구
- 행정원 대륙공작 회보
- 국민당 대륙공작 지도 소조

3. 대만과 중국적십자 양측 대표는 1990.9월 대만지역 진먼섬(金門島)에서 불법 입국자 송환방식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고 송환원칙(인도정신, 안전･편리), 송환대상, 송환경로, 송환절차 등에 합의함.
●

회담 의의
- 양안 분단 이래 최초의 양안 간 직접 접촉

90-0198

중국･사우디아라비아 수교 및 중화민국･사우디아라비아 단교,
1990.7.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 / 22 / 1-74

1990.7.21. 중국･사우디 간의 수교 및 대만(구 중화민국)･사우디 간 단교 내용임.
1. 중국･사우디 수교
●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90.7.21.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사우디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함.

●

중국･사우디 외무장관 간 공동성명(1990.7.21.) 요지
- 1990.7.21.자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중국 정부는 사우디의 안전, 안보, 국익을 달성하려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을 지지
- 사우디 정부는 중국 정부가 전 중국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

2. 대만의 지위
●

사우디 외무부 한국담당관은 1990.10.10. 사우디･대만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상호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동 사무소는
양국간 통상진흥업무 외에 영사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은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있는 종전의 대사관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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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99

중국･일본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0-9 / 23 / 1-77

1990년 중 중국･일본 관계, 중국･북한 관계 동향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설명 및 언론보
도 관련 내용임.
1. 장쩌민(江澤民) 중국 총서기 북한 방문 계획 보도(1990.3.7., 도쿄신문, 신화사통신)
●

1989.6월 총서기 취임 후 최초의 외국 방문으로 북한과의 관계 중시를 표시

●

1990.3.20. 일본 외무성, 금번 장쩌민의 방북은 1989.12월 김일성의 방중에 대한 답례로 보이며,
첫 번째 외국 방문으로 북한을 택한 것은 종래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양국 우호관계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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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쩌민 중국 총서기 방북 결과 통보
●

일본 외무성은 1990.3.23. 장쩌민 총서기의 방북(1990.3.14.~16.) 결과를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김일성은 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사상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일치하고, 양 사상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대항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강조
- 장쩌민은 고르바초프가 최근 변화의 감독 역할을 하고 있음을 비난하며 대외관계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전을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

3. 일본 외무성은 1990.9.27. 뉴욕에서 개최된 일본･중국 외상회담 결과를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양국간 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아시안게임을 언급하며
다케시타 전 수상, 호리 문부상의 개막식 참석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카야마 외상을 방중 초청함.
- 동 외상은 분위기가 정비되면 방문하겠다는 입장 표명

●

유엔평화협력방안 관련 나카야먀 외상은 비전투 요원 파견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함.
- 첸치천 부장은 요원 파견문제는 과거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중국에게는 민감한 문제
이므로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

4. 주일본대사관은 1990.11.27.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연형묵 북한 총리의 중국 방문(1990.11.23.~ 27.)
목적을 아래와 같이 청취함.
●

11.26. 중국 선전(深圳) 경제특구 설립 10주년 행사 참석이 주요 목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선발개방지역을 시찰함으로써 중국의 전례를 관찰, 새로운 중국･북한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함.

90-0200

미국･일본의 대중국 국교수립 교섭과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9 / 24 / 1-44

1990년 중 주미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이 보고한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국교수립 교섭
과정임.
1. 미국의 대중국 수교 과정
●

접촉 초기단계(대사급 접촉시기: 1955~70년)
- 1955.7월 대사급 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문제 협의
- 1955~70년 중 총 136회의 대사급 회담 개최

●

상하이 공동성명(1972.2월) 및 연락사무소 설치(1973.5월)
- 정부간 접촉의 본격화 시기
- 1971.7~73.11월 간 6차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방중 외교
- 상하이 공동성명: 닉슨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 서명
- 연락사무소 설치: 1973.2월 키신저의 제4차 방중 시 합의

●

수교 교섭단계(1973.5~78.12월)
- 공식경로를 통한 수교 교섭
- 대만(구 중화민국)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 조정

2. 일본의 대중국 수교 과정
●

초기단계(1952~64년)
- 민간차원의 접촉단계
- 자민당 내 친중국 그룹, 사회당, 공명당 등 야당 및 의원 친선연맹 등이 대중국 접촉 주요
창구역할 담당

●

일본･중국 무역사무소 설치 시기(1964~71년)
- 1962.11월 일본･중국 종합무역에 관한 각서 체결
- 1964.4월 무역연락사무소 상호설치 합의

●

일본･중국 수교 교섭(1971~72.9월)
- 1971.7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발표 후, 대중국 정책 전환
- 1971.7월 다나카(田中) 내각 출범과 함께 대중국 수교 교섭 적극 전개
- 1971.10월 일본･중국 의원연맹 대표단 방중,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4원칙 확인
- 1972.5월 다케이리(竹入) 공명당 위원장 방중, 저우언라이에게 일본･중국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 전달
- 1972.9.29. 다나카 수상 방중,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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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01

Gorbachev, M. 소련 공산당 서기장 중국 방문,
1989.5.15.-1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9 / 25 / 1-190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9.5.15.~18. 중국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5.15. 환영식,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과 회담

●

5.16.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과 회담, 리펑(李鵬) 총리 및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와
개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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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인민대회당 연설, 기자회견

●

5.18. 공동성명 발표, 상하이 방문

2. 주요 협의사항
●

중국･소련 양국관계
- 관계 전반
･ 당 대 당 관계회복을 포함하는 관계 정상화에 합의(공동성명)
･ 고르바초프,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 및 리펑(李鵬) 총리 초청
- 개혁･개방정책
･ 양국 사회주의 발전 및 개혁에 관한 정보 및 경험교환 합의(공동성명)

●

국경 및 국경 주둔군 문제
- 국경문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원칙에 합의(공동성명)
･ 국경회담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
- 국경 주둔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삭감할 것에 합의(공동성명)

●

국제정치･경제 정세
- 패권 불추구, 세계적 긴장완화 추세 환영 및 유엔 역할증대 필요 언급

●

아시아에서의 군축
- 고르바초프, 극동 소련군 감축계획 발표
･ 1989~90년간 극동 4개 군관구에서 12만 명 일방적 감축 선언

●

지역 문제
- 한반도: 고르바초프, 북한의 통일노력 지지 표명, 주한미군 철수 주장(인민대회당 연설)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간 협조 필요성 및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
- 아･태지역 일반
･ 고르바초프, 아시아 안보를 위한 상설 다국간 협의기구 필요성 강조(인민대회당 연설)
･ 장래 캄보디아가 중립 비동맹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공동성명)
- 대만(구 중화민국) 문제: 소련,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입장 지지

90-0202

Gorbachev, M. 소련 공산당 서기장 중국 방문,
1989.5.15.-1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10 / 1 / 1-98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중국 방문 관련 자료임.
1. 방문 행사자료
●

기자회견 내용(인민대회당)

●

연설문(인민대회당)

●

중국･소련 공동성명(Sino･Soviet Joint Communique)

●

전인대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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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작성자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전 아시아프로세스 제안 관련 분석

●

제2차관보의 폴란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용 자료

90-0203

중국･소련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2 / 1-83

이붕 중국 총리가 1990.4.23.~26. 소련을 방문한바, Kireyev 소련 외무부 아시아국장이
주모스크바영사처장을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브리핑함.
1. 방문 평가
●

금번 이붕 중국 총리의 방소는 1989.5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를 묻어버리고 미래를 여는” 미래지향적인 회담이었으며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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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후 양국관계는 50년대의 동맹관계로 회귀하지는 않지만 서로 총구를 통해 보던 60년대, 70년
대로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과거 30년간의 반목과 대립관계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2. 경제 관계
●

금번에 체결된 주요 경제관계협정은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평화적우주개발협정, 중국소비재
수입을 위한 신용공여협정, 중국원자력발전소건설 각서 등임.

●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교역방식은 점차로 태환성 화폐로 결제하도록 함.

3. 한반도 정세
●

양측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나아가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함.

●

양측은 최상의 해결방법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양측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문제를 협의했으며 북한이 동 협정에 서명하기를 희망함.

4. 국제 관계
●

캄보디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캐시미르 문제 등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90-0204

중국･미국 관계, 19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0 / 3 / 1-124

1989년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89.1.18. 1989년도 미국･중국 관계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중국의 대중동 국가 무기판매 및 고도기술 이전 문제, 티벳 인권문제, 무역마찰 문제 등 양국
관계 장애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미국･중국 관계는 발전적 진전이 예상됨.

2. 천안문 사태 관련, 1989.6.4. 미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조치를 함.
●

미 국무부는 6.7. 천안문 광장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과 관련, 주중국 미국공관원 가족 전원
(258명) 및 베이징 인근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즉시 출국을 종용함.
- 비상상황 대비 전세기 3대 베이징공항 대기 조치

3. 반체제 물리학자 방려지 부부 신병인도를 둘러싼 미국･중국 간 마찰이 발생함.
●

중국지도부의 반혁명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됨에 따라 1989.6.5. 방려지 부부는 주중국
미국대사관으로 피신함.
- 중국 정부의 방려지 부부 신병인도 요청을 미국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미국･중국 간 외교적
대립으로 발전

4.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89.6.20. 대중국 제재조치를 발표함.
●
●

고위급 인사교류 동결
국제금융기구의 대중국 차관 제공 제한(심사 연기)

5. 대중국 제재 수정안이 1989.6.29. 미 하원을 통과함.
대중국 민간부문 신규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 보증 금지
경찰장비 수출 금지
● 미국･중국 무역발전조치 중지
● 평화적 핵사용 분야 협력 중단
● 무기 및 인공위성 수출 중지
●
●

6. Scowcroft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및 Eagleburger 국무부 부장관 베이징 방문(1989.12.9.~10.)
●

부시 대통령의 양국관계 회복 노력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호응하고 점진적 관계개선
의지를 시사함.
- 중국의 대중동 국가 미사일 판매 중지
- VOA 베이징특파원 복귀 허가
- 방려지 문제 해결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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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관계,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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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MFN(최혜국대우) 갱신 문제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0.5.24.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MFN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MFN 연장 직후 개최된 대중국 MFN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인권상황 개선 등을 포함, 아무런
조건 없이 MFN 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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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펑 중국 총리는 5.25.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MFN 연장 결정이 중국･미국 양국간의 이익에
부합되고,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도 유익할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미국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표명함.

2. 중국 ‘팡리즈(方勵之)’ 출국 허가
●

일본 NHK 방송은 1990.6.25. 신화사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건에 연루
되어 주중국 미국대사관에 피신 중이었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 부부의 출국을 허가하였다고
보도함.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6.25. 팡리즈 박사 부부의 영국행 출국을 허용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
하며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인도적 조치가 미국･중국 관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함.

3. 미국･중국 외무장관회담(1990.11.30., 워싱턴) 주요 내용
●

대표단
- 미국 측: Baker 국무장관
- 중국 측: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

한반도 관련내용
- 북한 핵문제: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은 그때마다 부인하였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북한 내의 모든 핵시설은 소련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며 그 외 다른 시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련은 자국이 제공한 것 이외의 핵시설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으로서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유엔가입 문제: 첸치천 외교부장은 금년 중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미 국무부 중국과 부과장은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 “Not this year”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면 내년에는 중국이 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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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북한선박 위장 일본어선 나포사건, 1990.5.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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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19. 소련의 북한선적 위장 일본어선 나포사건의 처리 상황임.
1. 나포 경위
●

소련당국은 1990.5.9. 캄차카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선적으로 위장한 일본어선 12척을
연어와 송어 밀어혐의로 나포함.
- 동 선박 12척은 일본 홋카이도 ‘조보어업’사가 대여한 일본선박들로 북한이 북한선적으로
위장하여 흥남항에서 소련 캄차카 근해에 출어

●

일본인 선원 169명의 북한 이송여부가 일본･소련･북한 간 외교문제로 비화

2. 선원처리에 대한 각국 입장
●

북한
- 일본인 선원의 북한 이송 주장
- 소련･북한 어업협정 부속 규칙에 의거, 형사재판권은 북한이 보유

●

일본
- 일본선원 전원 일본 직접 송환을 요구
- 제2의 후지산마루호 사건화 회피

●

소련
- 선원처리 문제와 관련, 처음에는 일본･북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점차 일본 측 요구 배려
경향
- 석방 후 귀환지는 선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3. 나포 어선 처리 결과
●

12척의 나포어선은 1990.7.13. 소련에 의해 석방되어 7.14. 북한 흥남항에 도착
- 두 척의 선박 및 동 선박에 승선한 20여 명의 일본선원은 북한을 출발하여 7.17. 홋카이도에
도착

●

나머지 일본어선 10척도 7.26. 흥남항을 출발

●

나포된 12척의 어선은 북한 흥남항 입항 후 일부 우려와는 달리 12일 만에 모두 일본으로 귀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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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련 관계
생산연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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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1과 / 동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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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일본･소련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게라시모프 소련 외무성 대변인은 1990.2.21. 일본･소련 간의 무역증대 및 경제관계 강화 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방도서의 대일본 반환을 더욱 쉽게하는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2. 소련은 일본정부의 경제운영과 민간기업 활동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1990.4.15.~28. 미류코프
당중앙위 경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정 고위개혁조사위(18명)를 일본에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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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국영기업의 대폭적인 민주화 추진 및 가격개혁 등 시장경제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노사
관계, 인플레 및 실업대책 등의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음.

3. 소련 외무성 그리미츠키호 제1정보차장은 1990.4.6.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내에서 소련이 군축과
무기체제의 현대화를 병행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지적하고 아태지역 긴장완화 문제에 관해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90-0208

일본･미국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북미1과 / 동북아1과 /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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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0년 중 미･일 정상회담 등 일본･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일 외무차관회담(1987.4.7.)
●

참석자: 아마코스트 국무차관과 무라다 료헤이 외무심의관

●

의제
- 해외원조정책, 미국･소련 관계, 중국 정세, 한반도 정세(남북대화, 미･북한 관계, 88올림픽,
남북한 유엔가입 등)
239

2. 미･일 정상회담(1988.1.13., 워싱턴)
●

미국 방문기간(1988.1.12.~15.) 중 다케시타 일본 수상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 의제를 협의함.
- 한반도 문제: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미국･일본 간 공동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 강조
- 주요 국제문제: 미국･소련 간 군축문제, 경제문제
- 미국･일본 양국관계: 미국･일본 안보협력 및 경제현안

3. 미･일 통상장관회담(1990.1월, 워싱턴)
●

대표단
- 미국 측: Mosbacher 상무부장관
- 일본 측: 마츠나가 통산상

●

일본 측은 포괄적 수입확대조치를 제시하고 양측은 산업협력회의 설치에 합의

4. 미･일 정상회담(1990.3.3., 캘리포니아 Palm Springs)
●

회담 성립 배경
-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가이후 일본 수상에게 전화하여 전격 개최를 결정
- 가이후 수상은 신내각 발족(1990.2.28.) 직후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당내입지 강화 목적

●

주요 협의사항: 경제 문제, 안보협력 문제, 세계적 동반자로서 국제 정치면에서의 협력 문제

5. 미･일 외상회담(1990.6.15., 샌프란시스코)
●

구조협의 문제를 비롯한 미국･일본 양국관계가 논의되고 한반도 문제는 토의되지 않음.

6. 미･일 정상회담(1990.9.30., 뉴욕)
●

가네마루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사정 파악 및 관계개선 추진 등 관련 한반도 문제, 걸프 사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및 쌀수입 문제, 부시 대통령 방일 초청
문제, 소련과의 북방영토 문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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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내 외국인 인질 석방 문제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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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중근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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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레바논 내 외국인 인질 석방 문제 관련 내용임.
1. 레바논 억류 아일랜드 인질 석방 문제
●

Ronan 주한 아일랜드대사(도쿄 상주),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1988.2.27.)
- 아일랜드인 레바논 인질 석방 관련, 1987.10.31. 석방된 도재승 서기관 사례를 감안한 관련
협조 요청
- 한국 측은 도 서기관 석방을 위해 테러범과는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개인에 관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2. 유엔의 레바논 내 외국인 인질 석방 문제 대응
●

UNTSO(유엔휴전감시기구) 옵서버 단장인 미국인 Higgins 중령 처형
- 동인은 남부 레바논에서 1988.2.17. 친이란 극렬단체에 피납됨.
- 이스라엘 특공대는 7.28. Higgins 중령 등 납치 책임자인 친이란 헤즈볼라 지도자를 납치함.

●

유엔 안보리는 1989.7.31. 인질 납치 및 억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3. 레바논 인질 석방(아랍강경국과 서방 측 간 관계호전 조짐)
●

1990.4.10. 친리비아 단체 억류 프랑스 인질 3명 석방(리비아 협조)

●

1990.4.22. 친이란 단체 억류 미국인 교수 석방(시리아, 이란 협조)

●

1990.4.30. 친이란 단체 억류 미국인 교사 석방(시리아, 이란 협조)

●

1990.8.27. 아일랜드인 인질 레바논으로부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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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10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 전3권
(V.1 Moscow(2.7.-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9 / 1-264

미국･소련 간의 외무장관회담이 1990.2.7.~9.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회담 결과
●

양측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대화,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는 이견 노정
- 미국･소련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대화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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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장관은 1990.2.10. 외무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반도를 분할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내의 콘크리트장벽의 제거와 자유왕래 관련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적절한 반응이 없음.
- 상기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위한 엄청난 발전이 될 것임.

●

케라시모프 소련 외무부 대변인은 2.12. 기자회견 시 한반도를 분할하는 장벽 해체를 언급하고
한국이 북한의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2. 정부의 대응
●

외무부 당국자 논평(1990.2.14.)
- 미국･소련 외무장관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미국 간의 사전협의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환영함.
-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한반도 장벽에 관한 언급은 북한 측의 허위선전에 따른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희망함.

●

정부는 소련 외무장관의 콘크리트장벽 발언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소련이 균형적인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소련 양국간 영사처 활용 및
우방국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 미국 정부로 하여금 소련 측에 한국입장을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주일본대사관에 주일본
소련대사관과 접촉하여 한국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90-0211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 전3권
(V.2 Washington D.C.(4.4.-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10 / 1-183

미국･소련 간의 외무장관회담이 1990.4.4.~6.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담 결과
●

1990.5.30.~6.3. 미국･소련 정상회담 모스크바 개최를 합의

●

한반도 문제
- 소련 측, 북한이 대규모 감군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하고 한･소련 간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
- 미국 측, 북한의 감군 증거가 없으며 북한의 즉각적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선제 불사용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
- 미국 측, 한국이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소련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면 미국도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독일 통일 문제
- 미국 측, 통일독일의 NATO 잔류가 유럽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소련 측, 통일독일의 NATO 잔류는 현 균형 상태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어 수락 불가

●

아프가니스탄 문제
-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감시하의 선거 필요성에 동의

2. 정부는 한･미국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상기 미국･소련 정상회담 시 아래 사항이 소련 측에
전달되도록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함.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소련 측의 영향력 행사

●

남북대화 증진(특히 고위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 북한의 핵안전
협정 체결,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소련의 협조, 한･소련 간 수교의 조속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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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12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 전3권
(V.3 5-12월(4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11 / 1-165

1990.5~12월 중 미국･소련 간의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됨.
1.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1990.5.16.~19., 모스크바)
●

한반도 문제
- 미국 측,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소련의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미국･소련 양국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제의
- 소련 측, 핵안전협정 체결 관련 소련의 우려를 수차례 북한 측에 표명했으나 한계가 있다고
하고, 미국 측의 공동성명 발표 제의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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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측,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희망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미국 측은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

군축 문제
- 양측은 ALCM(공중발사크루즈미사일)과 SLCM(해상발사크루즈미사일)의 감축, 화학무기
감축에 합의

●

양측은 독일 통일 문제, CFE(유럽재래식무기) 감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의
했으나 이견 노정
- 소련 측, 통일독일의 NATO 잔류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 측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가 소련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2.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1990.8.1.~2., 이르쿠츠크)
●

한반도 문제
- 소련 측, 소련의 대한국 수교 희망은 비밀이 아니라고 하고 남북한 대화진전을 위한 팀스피리트
훈련 규모의 축소, 미국･소련의 남북한에 대한 무기공급 중단 제의
- 미국 측, 남북화해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팀스피리트 훈련 축소를 위해서는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군축 문제
- 양측은 재래식무기 감축문제를 중점 논의하고 전략무기 감축협상 문제는 별도 고위전문가협
의에서 다루기로 합의

●

지역 문제
-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캄보디아 연정수립 문제, 앙골라,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분쟁
등에 대해 협의

3.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1990.12.10.~11., 휴스턴)
●

양측은 소련국 내 문제, 군축 문제, 페르시아만 사태 등 협의
- 소련 측은 무질서 등 최근 국내 사정의 어려움 및 법질서 확립 필요성을 설명한바, 미국 측은
소련의 질서회복 노력을 이해하나 강압 시 미국･소련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 소련 측, 페르시아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강조
245

90-0213

미국･소련 정상회담. 전2권
(V.1 Washington D.C.(5.31.-6.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12 / 1-388

미국･소련 간의 정상회담이 1990.5.30.~6.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군축
-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골격에 관한 양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1990년 말 이전
START 조약 서명이 가능하게 됨(START II 협상의 계속 원칙에도 합의).
- 핵실험에 관한 2개 의정서 서명
-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협정 서명을 통해 다자협약 체결의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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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에 관한 양측간 이견을 다소 좁혔으나, 본질적인 장애는 계속 남아
있음.
- 단, 양측은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의 1990년 말 이전 개최와 그 선결조건으로
CFE 협상 종료에 합의함.
●

양자 관계
- 양측은 제반 양자관계 협정의 서명 외에도 통상･경제협정 내용을 합의함(미국 측은 소련 최
고회의의 이민법 통과 후에 MFN(최혜국대우) 2151 부여를 미국 의회에 제청 예정).

●

안보
- 미국 측은 리투아니아의 자결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본격적인 대화가 유일한 해결방법임을 강조
- 독일의 장래는 독일 국민이 결정하여야 하며, 미국 측은 독일이 NATO의 Full Member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

●

한반도 문제 협의 요지(6.2. CAMP DAVID에서의 지역문제 협의 시 논의)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소련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소련 관계에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말함.
- 동 대통령은 한･소련 관계개선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나, 소련은 한･소련
관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
-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설명을 평가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2. 평가
●

금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미국･소련 간의 관계 정립에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임.

●

금번 회담시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 간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음.

- 부시 대통령은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유럽 전체의 안정화 방안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소련에 가한 엄청난 인적 피해를 상기시킴.
●

금번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에 수반되는 구주 역학관계의 재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반면, 장시간의 회동을 통해 양정상이 인간적으로 매우 친숙한
관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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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14

미국･소련 정상회담. 전2권 (V.2 Helsinki(9.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13 / 1-69

미국･소련 간의 정상회담이 1990.9.9. 헬싱키에서 개최됨.
1. 개요
●

오전 단독 정상회담에서 주로 걸프만 사태를 논의하고, 오후 회담에서는 소련 국내 정세, 양자
관계 및 아프간, 캄보디아 사태에 관해 논의함.

●

걸프만 사태에 관한 양국 대통령의 입장 개진은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압축되어 있으며, 미국
측으로서는 동 공동성명의 내용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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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프만 사태 논의
●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재강조하고, 미국･소련 양국의 일치된
입장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동 지역의 안정과 관련한 안보체제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소련의 대유엔 결의안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우선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함.

●

부시 대통령은 여하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안을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함.

●

미국 측으로서는 소련 측의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 측의 지역안보 체제안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위해 양측 안 간 어떠한 연계나 상쇄를 시도
하지는 않았음. 미국 측으로서는 동 사태의 해결과 중동평화를 위해 소련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미국 측으로서는 공동성명의 “Additional Measure"가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던 간에 여사한
추가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소련이 의견을 같이 한 것이 이라크 측이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될 지에 주목하고 있음.

2. 미국･소련 정상회담의 한국 개최 문제
●

1990.10.1.~4. 몽골에서 개최된 ‘동북아 안보와 협력의 제 이슈’ 제하의 8개국(동북아 6개국
및 몽골, 캐나다) 회의에 참석한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이상우 서강대 교수는 소련 측
외무부 Vladimir Shustov와 Yurii Stolyarov 과학원 극동연구소 박사로부터 미국･소련
정상회담의 아시아 개최 관련 한국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함.
- 소련은 유럽에서의 몰타회담과 같은 회담을 아시아에서 갖고자 함.
- 회담장소로는 한국이 거론되고 있으며 제주도도 좋을 것임.
- 한국이 본 회담이 성사되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람.

90-0215

미국･소련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동구1과

MF번호

2020-10 / 14 / 1-208

1990년 중 미국･소련 간의 관계 동향임.
1. 미국･소련 통상관계
●

미국･소련 양국은 통상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을 위하여 1990.2.12.~14. 워싱턴에서 제1차
회담(미국 측 수석대표: Katz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소련 측 수석대표: Yuriy
Chumakov 대외경제부장관)을 개최함.

2. 미국･소련 간 해군함정 교환 방문
●

미국･소련 양국은 상호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해군함정 교환방문에 합의
- 소련함정, 1990.6.16.~21.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 기항
- 미국함정, 1990.9.10.~14. 블라디보스토크 기항

3. 미국･소련 통상협정
●

1990.6.1. 미국･소련 통상협정 체결

4. 베이커 국무장관의 미국･소련 관계 연설(1990.10.21) 요지
●

냉전 종식
- 구주에서의 냉전종식은 10.1.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들이 제2차 대전 전승국
권리를 포기하고 독일 통일을 인정하는 문서에 독일과 함께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짐.

●

미국의 대소련 관계에서의 외교적 성과
- 독일 통일 달성 및 동구의 민주화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소련 간 공동 대처 합의

●

군비통제
- 재래식 군비감축에 큰 진전

●

소련의 정치개혁 지원, 소련의 경제개혁 지원

5.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소련 경제지원 결정
●

1990.12.12. 부시 대통령은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을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대소련 경제
지원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함.
- 미국의 대소련 경협은 소련의 장기적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10억 달러 미국산 곡물 구입을 위한 정부차관 제공,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자 제공, 비상식량
공급계획 수립, 식량배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가 등 조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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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16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남미 순방, 1990.12.3.-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10 / 15 / 1-72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0.12.3.~8. 중남미 5개국(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을 순방함.
1.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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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prise for the Americas” 이니셔티브 설명 및 실천방안 협의, 미주국가 간 단결 강화

●

중남미 국가의 민주회복 지원

●

쿠웨이트 사태 관련 지지 획득

●

마약, 환경, 인권, 핵확산 방지문제 협의

2. 주요 활동
●

정상회담

●

의회 연설

●

기자회견

3. 방문 성과
●

인권문제 등으로 소원했던 미국과 중남미지역 간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 강화

●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강화와 경제블록화에 대응, “Enterprise for the Americas”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한 기술이전 확대, 투자촉진, 교역증대 등 경제협력강화 원칙에 합의

●

쿠웨이트 사태 관련 지지획득 및 대이라크 제재 지원

●

부시 대통령 방문 전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핵확산방지조약 발효

90-0217

한･아프가니스탄 관계개선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10 / 16 / 1-149

1988~90년 중 한･아프가니스탄 관계개선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8.5.20.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함.
●

아프간 국민들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정부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불가양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소련군 철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아프간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희망

2. 아프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수교의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함.
●

1988.8월 주미국 아프가니스탄대사대리는 주미국대사와 면담, 한국과의 경제, 통상관계 수립 희망

●

1989.6월 주가봉 아프가니스탄대사는 주가봉대사 접촉시, 아프간 정부 측의 한국과의 친선도모
훈령 설명 및 양국관계증진 희망

●

1989.7월 주헝가리 아프가니스탄대사는 주헝가리대사를 방문, 아프간 정부의 한국과의 복교
희망 전달

●

유엔 특별총회 시 아프간 외상이 외무부차관에게 복교를 희망

●

1990.10월 주유엔대사를 통해 Adul Wakil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의 수교 제의 서한 전달

●

외무부는 “한･아프간 복교문제는 아프간 총선후 신정부 출범까지 보류한다”의 기본입장을 정립함.

3. 아프간 무자헤딘 임시정부 측은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함.
●

아프간 무자헤딘 보건차관과 문교차관이 1989.4.26. 주파키스탄대사관 공사를 비공식 접촉,
임시정부에 대한 조기 승인을 희망

●

아프간 반군 임시정부 측은 한국 국경일(개천절) 계기에 Mojaddadi 아프간 임시정부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축전을 보내온바, 외무부는 10.30. 주파키스탄대사에게 답전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대신 대사관 직원이 적절히 감사의 뜻을 전달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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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18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1 1962-80)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1 / 1-262

1962~80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한국 정부는 1962.7.5. 알제리의 독립 축하 및 국가승인 전문을 발송하고 1963.1.21. 주카이로
총영사를 통해 외교관계 수립 제의 공한을 알제리 정부에 수교함.
2. 주튀니지대사는 1973.1.18.~22. 알제리를 방문, 정부 훈령에 따라 대알제리 통상교섭단 파견
및 알제리 국제박람회 참가 의향을 알제리 정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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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는 1975.2.15.~18. 알제리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77그룹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대알제리 관계개선 의지를 전달함.
4. 외무부는 1980.10.10. 발생한 알제리 강진 피해 관련, 외무부차관 명의의 위로전문 발송 및 주
유엔대표부를 통한 구호금 20,000달러를 지원한바, 알제리 정부는 11.11. 감사서한을 송부해옴.

90-0219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2 1981)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2 / 1-208

1981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1.9.2.~9. Mahfoud Beboune 알제리 경제성국장(경제계획 응용기술 연구소장)을
방한 초청, 포항제철,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찰 일정을 주선하고 한국경제 발전상을
소개함으로써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 교섭을 전개함.
●

외무부는 Mahfoud Beboune 국장에게 한국기업의 알제리 세계박람회 참가, 알제리 건설･선박
분야 국제입찰 응모, 국비연수생 초청훈련, 경제조사단 파견계획 등을 알제리 정부에 전달하여
줄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1981.10~11월 주일본 및 주튀니지 알제리대사관 등을 통해 한양주택의 알제리
건설분야 진출 가능성 탐문 등 경제협력 추진을 통한 대알제리 수교교섭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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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20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3 1982)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3 / 1-272

1982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2.1.5. 주리비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 추진을 위해
알제리에 대한 여행제한국 해제를 내부적으로 추진함.
2. Merchoug Tayeb 유엔사무국 직원(알제리 국적 전직외교관)은 한국이슬람협회 초청으로
1982.7.1.~6. 방한한바, 외무부차관 및 상공부차관을 면담하고 유엔총회에서의 한･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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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접촉 주선, 알제리 경제사절단 방한 초청 등의 임무를 제시하면서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 지원을 당부함.
●

외무부는 포항제철,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산업시찰 일정을 주선하고 한국 경제발전상을 소개

3. 주프랑스대사는 1982.4.9. 및 6.18. 프랑스 주재 유력 알제리 기업인 Djillali Mehri 접촉을 통해
동인이 알제리 정관계, 군부 실세들과 폭넓은 인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알제리 간의
관계개선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동인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1982.9.10.~15. 대한상의 회장 명의로 동인을 방한 초청하고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상공회의소장 면담 및 현대자동차･대우중공업･포항제철･현대조선･한양주택･현대
건설･삼성전자 등의 산업시찰 일정을 주선, 동인을 통한 양국 관계정상화 방안을 모색함.

4. Mehri 알제리 기업인의 지인인 스웨덴 거주 교포 한영우 박사와 박재선 주프랑스대사관 서기관은
Mehri 개인초청형식으로 1982.10.29.~11.3. 알제리를 방문함.
●

한영우 박사와 박재선 서기관은 알제리 유일정당인 FLN 중앙위원 면담시 언급내용 등을 볼 때
알제리･북한 특수관계로 인해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

90-0221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4 1983)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4 / 1-286

1983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배종열 한양주택 회장은 1983.2.7.~10.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적십자사 총재 및 주택성
국장 등을 면담하고 알제리적십자사에 100,000달러 상당 텐트 및 모포를 기증, 알제리 건설
참여 응찰을 위한 PQ를 제출함.
●

적십자사 교류 및 알제리 건설시장 진출을 통해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 모색

2. 양태규 외무부 마그레브과장은 1983.5.3.~6.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20차 UN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 참석차 알제리를 방문하고, 알제리 관광부장관, 적십자사 총재, 외무성 국제기구부
국장 등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 대알제리 관계개선 가능성을 타진함.
3. Lardi Abdallah 주일본 알제리대사관 참사관이 대우그룹 개인초청형식으로 1983.7.6.~9.
방한함.
●

Abdallah 참사관은 방한시 외무부를 방문, 양국 관계개선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청취

●

Keramane 주일본 알제리대사는 주일본대사 면담시 통상대표부 설치, 경제교류 이후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단계적 관계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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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22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5 1984)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5 / 1-128

1984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박정기 한전사장과 천영우 외무부 사무관은 IEC(세계동력회의) 집행이사회 참석차 1984.9.21.~27.
알제리를 방문, 정관계 인사를 면담하고 대알제리 관계개선 방안을 모색함.
●

알제리 측은 한･알제리 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지 않음.

●

알제리 방문기간 중 알제리 공공사업장관, 에너지장관, 석유가스공사 사장, 관세청장, 해운공사
사장 등을 면담하고 알제리 석유가스공사와 1985년부터 연간 LPG 10만 톤 도입에 원칙적으로

256

합의하는 등 경협의 시발점을 마련함.

2. (주)선경은 1984.11.22. 알제리 해운공사에서 발주한 곡물 운반선 6척의 수출추진을 지원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선경은 곡물운반선 수출과 관련하여 선박 판매대금을 알제리산 LPG 도입으로의 대체, 주알제리
연락사무소 설치 협조 등을 요청

●

외무부는 12.28. 박재선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의 알제리 출장 계기 알제리 국영해운공사를
접촉, 선경 측의 요청사항을 알제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

90-0223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6 1985)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6 / 1-214

1985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알제리산 LPG 구매 및 경제협력 협의를 위한 실무사절단이 1985.2.16.~20. 알제리를 방문함.
●

양국간 LPG 가격의 이견으로 계약 타결에 실패하였으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최초로 정부차원
교섭 실시

2. 알제리 경제사절단이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1985.9.30.~10.12.
방한함.
●

알제리 대표단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직접 확인하고 한･알제리 경협 및 관계개선 필요성을 인식

3. Mohamed Zerguini 알제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차
1985.10.16.~23. 방한, 체육부장관을 면담하고 한･알제리 스포츠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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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24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7 1986.1-3)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7 / 1-171

1986.1~3월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개선 추진 및 한국기업의 알제리 진출 동향임.
1. Belkeir 알제리 대통령 비서실장은 1986.1월 삼성물산 프랑스지사 앞 비공식 서한을 통해
통상업무와 관련한 한국 측 교섭창구의 일원화를 요청하고 현대자동차(포니) 수입, 알제리 내
축구장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등 한･알제리 간의 경협 추진을 제의함.
2. 외무부는 1986.1.27. 대알제리 관계개선 추진과 관련,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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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함.
●

알제리 관할공관을 주리비아대사관에서 주프랑스대사관으로 변경하고, 협의창구를 주프랑스
대사관으로 일원화함.

●

알제리･북한 관계에 유의하며 점진적･단계적 관계개선 추진

●

경제협력관계 확대 이후 영사관계 수립을 목표로 통상대표부 또는 총영사관 우선 설치를 추진
하고 수교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외교관계 수립

90-0225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8 1986.4-12)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8 / 1-158

1986.4~12월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개선과 관련한 양국간 경협 추진 동향임.
1. 외무부는 1986.4.23.~5.4. 개최되는 알제리 무역박람회 참석 계기, 알제리산 LPG와 한국산
상품과의 구상무역 가능성 협의 및 건설시장 조사 등을 위한 관민사절단 파견을 추진함.
●

한국기업들은 선박 수출(대우), 자동차 수출(현대종합상사), 전자제품 및 섬유제품 수출(삼성
물산)에 관심 표명

2. 여수에너지(주)는 1986.12.16. 벨기에에서 알제리 국영석유회사(SONATRACH)와 알제리산
LPG 구매 가계약(3년간 44만 톤)을 체결함.
●

동력자원부 정식 허가후 1987.1월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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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26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9 1987-88)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9 / 1-139

1987~88년 중 한･알제리 간의 관계개선과 관련한 양국간 경협 추진 동향임.
1. 외무부는 1987.1.23.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안기부 등 7개 관련부처 간
대알제리 관계개선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함.

260

●

각 기업들의 알제리 진출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분야별 진출업체 지정

●

알제리산 LPG 구매시 동 LPG 구매의 외교적 활용과 한국산 상품 수출연계 가능성 모색

●

통상사절단 알제리 파견 추진

●

알제리 개최 무역박람회 참가 모색

2. 알제리 경제사절단(단장: Ahmed Foudil 알제리 무역공사 사장)이 대우그룹 초청으로
1987.11.8.~13. 방한, 대우그룹과 호텔건축, 금융관계 설정 등 양국간 경협 증진방안을 협의함.
3.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을 단장으로 현대건설, 금성사, 쌍용, 한국중공업, 범양사,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2명으로 구성된 민간경제사절단이 1988.7.1.~5. 알제리를 방문함.
●

동 사절단은 알제리 상무장관, 교통장관, 무역공사 사장 및 기업 대표들을 면담하고 코트라 무역관
설치 및 전자, 가스, 건설, 호텔 등 분야에서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 협의

90-0227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10 1989.1-8)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10 / 1-162

1989.1~8월 중 한･알제리 간의 수교 추진 경과 및 양국간 경협 추진 동향임.
1.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 “민･관 협력과 경제발전” 제하의 정책연찬회 참석을 위해 Hadjganacer
Abdelrahmane 알제리 대통령 경제보좌관 및 Charef Ahmed 대우 합작사 사장(전 상공차관보)이
1989.4.9.~18. 방한함.
●

동인들은 한국과 알제리는 좋은 경협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댐･주택 건설, 석유화학분야에서
한･알제리 간의 경제협력이 유망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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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선기 코트라 사장은 1989.4.14.~15. 알제리를 방문, 알제리 상무장관, 중공업부장관 및 무역
공사사장 등을 면담하고 코트라지사 설치 및 알제리 무역공사와 코트라 간 업무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함.
3. 노영찬 본부대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9.6.20.~27. 알제리를 공식 방문하여 알제리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1989년말 이전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구두로 합의함.
●

알제리 측은 영사관 또는 통상대표부를 우선 설치한 후 양국간 경협을 강화하면서 외교관계를
격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노영찬 특사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접 외교관계 수립을 주장
함으로써 연내 수교문서 서명에 합의함.

●

수교문서는 알제리 외무장관 및 주일본 알제리대사가 방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추진

90-0228

국교수립 - 알제리, 1990.1.15. 전11권
(V.11 1989.9-90.1)
생산연도

1962-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1 / 11 / 1-146

1989.9~90.1월 중 한･알제리 간의 수교 추진 동향임.
1. 뉴욕에서 1989.9.27.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Ghozali 알제리 외무장관 간 회담이 개최됨.
●

양측은 금년내 수교합의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접촉 및 서명은 알제리 측 제의에
따라 유엔 주재 양국대사가 추진하기로 합의

2. 노영찬 외무부장관 특사는 1989.12.14. 유엔을 방문중인 Ghozali 알제리 외무장관을 뉴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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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하고 금년내 수교문제 완결을 제의하는 외무부장관 친서를 전달함.
●

한국과 알제리는 1989.12.25.~31. 기간 중 유엔 주재 양국대사가 수교합의의정서에 서명하고,
수교사실을 양국 수도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에 합의

3. 알제리 정부는 1989.12.29. 대북한 특사파견을 사유로 1990년 초로 수교발표 연기를 희망함.
4. 1990.1.15. 박쌍용 주유엔대사와 Hocine Djoudi 알제리 주유엔대사 간의 수교 공동발표문에
서명함으로써 한･알제리 간의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됨.

90-0229

국교수립 - 불가리아, 1990.3.23. 전3권 (V.1 1972-88)
생산연도

1972-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1 / 12 / 1-178

1972~88년 중 한･불가리아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해외 주재 공관장 및 공관원 간 접촉을 통한 관계정상화 모색
●

주오스트리아 경제참사관, 주오스트리아 불가리아대사관 상무관 면담(1976.3.24.)
- 한국 통상사절단 불가리아 방문 및 입국비자 발급 가능성 타진

●

Tehourov 주브라질 불가리아대사가 주브라질대사관 신축청사 이전 기념 리셉션 참석(1976.4.30.)
- 통상, 문화,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부문 교류 가능성 논의

●

주요르단대사가 외교단 모임에서 부란스비 주요르단 불가리아대사 접촉(1977.5.23.)
- IPU(국제의회연맹) 총회(1977년 가을, 소피아) 관련 의견교환

●

주상파울루총영사가 Gogov 주상파울루 불가리아통상대표 접촉(1980.2.21.)
- 한국 기업들의 대불가리아 교역 제안에 대해 싱가포르 주재 2개 불가리아 상사 명단 제시

●

허승 주벨기에대사관 참사관이 Atchanov 주벨기에 불가리아대사관 공보관 접촉(1981.1.29.)
- 불가리아 Plovdiv 국제박람회(1981.9월) 한국초청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

최용삼 주이란대사관 참사관이 Nedelev 주이란 불가리아대사관 공사 접촉(1986.5.14.)
- 서울올림픽(1988년) 불가리아대표단 참가 가능성 의견교환

2. 불가리아 개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대표단 방문을 통한 관계정상화 모색
●

홍재형 재무부 관세국장과 최혁 주벨기에대사관 1등서기관이 1981.6.12.∼21.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제57∼58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참석
- Ivanov 불가리아 재무차관 면담을 통해 통상사절단의 불가리아 방문 가능성 탐문 및 CCC
총회(1984년, 서울) 관련 협의(1981.6.18.)

●

이수환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이 불가리아 개최 춘계 플로브디프 박람회(1987.5.4.~10.)
참석
- Georgiev 불가리아 상무성차관 면담을 통해 불가리아 교역사절단 방한 문제, 환거래
(Bank-Corres) 설치 문제 등 논의(1987.5.4.)
- Georgiev 차관은 플로브디프 박람회 한국관 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가리아가 헝가리와
같이 급속한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한국과의 교역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단계적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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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수립 - 불가리아, 1990.3.23. 전3권 (V.2 19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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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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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1월 중 한･불가리아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9.10.2. Ginev 주오스트리아 불가리아대사(대외경제성 제1차관 역임)를
면담함.
●

Ginev 대사는 불가리아 정부 훈령에 따른 것임을 전제하고, 양국 경제통상협력 문제 협의를
위한 한국 고위경제사절단의 불가리아 파견을 요청

●

전자제품, 공작기계, 생화학공업, 호텔건축, 관광, 자동차분야를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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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shivarov 주일본 불가리아대사는 1990.1.5. 이원경 주일본대사와의 면담 시 한･불가리아
관계정상화 구체화를 위한 양국 외무부 간 회담을 아래와 같이 제의함.
●

수석대표: 외무차관

●

대표 구성: 외무부 및 경제부처 관계관

●

장소: 도쿄 또는 제3국

●

개최 시기: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3. 한･불가리아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무차관회담(1990.1.19.~22., 도쿄)
●

주요 결과
- 수교의정서 가서명(Ishpekov 불가리아 외무차관과 홍순영 본부대사 간 서명)
- 외무부장관의 1990.3월중 불가리아 방문 시 양국 수교의정서 서명 추진
- 경제협력 제공 관련하여 불가리아 측의 액수 명시 약속 요청에 대해 불가입장 고수 및 한국
기업 진출 장려 약속
- 투자보장협정 등 3개 협정문안 협의를 위한 차관보급 회의(1990.2월, 소피아) 개최 합의

●

기타 사항
- 불가리아대표단은 한･불가리아 수교방침을 북한 측에 기통보하였음을 시사
- 차관보급 회담(1990.2월) 등 후속조치 교섭은 주일본 양국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합의

90-0231

국교수립 - 불가리아, 1990.3.23. 전3권 (V.3 19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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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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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가리아 양국은 1990.3.23.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 관민사절단 불가리아 파견(1990.2.13.~15.)
●

파견 경위
- 1990.1월 도쿄 개최 한･불가리아 외무차관급 관계정상화회담 시 2월 소피아에서 차관보급
회의(경제인 동반) 속개 합의

●

사절단(수석대표)
- 홍순영 외무부 본부대사

●

파견 목적
- 수교의정서 가서명 공표 및 3월 공식서명 일정 확인
-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3개 협정 문안 교섭
- 양국 경제인간 민간분야 경협가능성 타진

●

주요 일정
- Lukanov 수상 예방
- 한･불가리아 외무차관과 회담
- 불가리아 산업공업부장관, 대외무역부차관, 불가리아텔레콤 사장 면담

2.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90.3.23.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Dmitrov 불가리아 외무장관과 함께 한･
불가리아 외교관계 수립 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한･불가리아 수교 의의
-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에 이어 불가리아와 정식 수교함으로써 북방외교의 성과 과시
- 대소련, 대중국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한반도 평화통일 및 동서화해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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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재개 - 베냉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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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90년 중 한･베냉 간의 국교재개를 위한 교섭 동향임.
1. 한･베냉 국교재개 모색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2.6.22. Matsaert 주나이지리아 벨기에대사가 방문해 온 기회에 한국과
베냉의 수교 교섭을 측면지원해 줄 것을 요청. 동 대사는 Kerekou 베냉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벨기에 외무성으로부터 정식훈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협조를 희망함.

266

●

외무부는 6.23. 주벨기에대사에게 주재국 외무성에 동건 관련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한바,
벨기에 외무성은 Matsaert 대사에게 훈령을 시달함.

●

베냉 외무성 국장은 12월 Charles Twining 주베냉 미국대사대리와 면담 시 북한 반발이
우려되지만 상당한 원조계획이 수반될 시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시사함.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통해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베냉대표단(체육성장관 및 선수
2명)의 참석을 추진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무산됨.

●

한국 정부는 1986.5월 오구비조 베냉 태권도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심판자격증 및 심판복 전달
등 용품을 지원함.

2. 한･베냉 국교재개 추진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8.2.24. 신임장 제정차 다녀온 베냉에 주코트디부아르 일본대사와
면담한바, 베냉 국제기구국장은 베냉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전함.

●

주프랑스대사는 1989.3.1. 베냉 외무장관을 면담한바, 동 장관은 서울올림픽 참가로 한국과의
관계정상화 기운이 있으나 대북한 일변도정책이 팽배, 당장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민간교류를 제의함.

●

O’Neil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5.11. 베냉 외무장관이 주베냉 미국대사에게 6월 중순
또는 하순경 수교 협의 목적으로 조용히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옴.

●

주프랑스대사는 7.11. 베냉 외무장관 요청으로 면담하여 수교문제를 협의한바, 동인은 한국의
선수교 후경협 원칙에 이해를 표시함.

3. 한･베냉 국교수립
●

1990.10.3.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Theophile Nata 베냉 외무장관은 New York에서 한･베냉
공동성명서에 서명(아울러, 양국 외무장관회담 개최)하고 국교를 재개함.

●

1990.10.8. 한･베냉 양국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서가 유엔문서로 배포됨.

90-0233

국교수립 - 콩고, 1990.6.16. 전4권 (V.1 1974-81)
생산연도

1974-1990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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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81년 중 한･콩고 간의 국교재개 교섭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교섭 경위
●

1961.8.14. 외교관계 수립

●

1965.5월 한국은 할슈타인 원칙에 의거하여 단교

●

1974.4월 한국은 북한의 아프리카 침투저지 및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콩고 관계
재개에 노력

●

1976.10월 콩고 정부는 한국 선박의 입항 허가

●

1978.4.2.~8. 한상태 박사는 콩고 개최 WHO(세계보건기구) 회의에 참석

●

1980.3월 한국 여자핸드볼선수단은 올림픽 지역예선전 참가를 위해 콩고에 입국

2. 국교재개 교섭
●

외무부는 1981.4.24. 아프리카 미수교국 관계개선 중점 대상국으로 콩고를 선정하고 관련
공관에 콩고와 국교재개를 위한 교섭을 지시함.

●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4.29. Jean-Marie 주콩고민주공화국 콩고대사를 면담,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한바, 동 대사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한국 관계개선 문제는 콩고 외무성 소관을 벗어난 정치적 성격을 띤 주요 정책문제로서
콩고 대통령 주재의 콩고 노동당 정치국에서 논의될 사항임.
- 콩고의 외교정책은 최근 실용주의적이며,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임.
-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비정치 분야의 통상경제협력 분야부터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국간 통상교류 증진을 위해 사절단 교환을 제의함.

●

이승윤 재무부장관은 1981.5.11.~15. 토고에서 개최된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참석
계기에 콩고 재부부장관을 면담, 대콩고 수교의사를 표명하고 6.8. 동인 앞으로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주가봉대사는 5.22. 가봉 외무성 사무총장을 면담, 가봉에서 개최되는 OAU(아프리카통일기구)
회담 계기에 가봉이 콩고 측에 한･콩고 관계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

●

주프랑스대사는 11.12. 주프랑스 콩고대사를 면담, 경제 및 외교관계 확대를 위한 양국 대표
단의 상호방문 추진을 요청한바, 동 대사는 양국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하고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함.

●

한국 정부는 대콩고 관계개선을 위해 콩고 상무부장관, 브라자빌 시장의 방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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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수립 - 콩고, 1990.6.16. 전4권 (V.2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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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6년 중 한･콩고 간의 국교재개 교섭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콩고 출장
●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1982.1.3.~5. 콩고에 출장, Barthelemy 콩고 외무성
아주･미주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남북대화 현황들을 설명하고 한･콩고 간의
관계개선을 요청함.
- 동 국장은 북한이 한･콩고 수교가 한반도의 영구분할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콩고사절단의 한국 방문을 통한 관계개선 방안을 콩고 외상에게 건의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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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29. 콩고민주공화국 여자핸드볼선수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장관과 콩고 재무장관와의 면담
●

외무부장관은 1985.10.10. 제40차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차
방한한 Justin Lekoundzou 콩고 재무부장관과 면담, 한국은 이념과 체제를 추월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국과 협력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 조기에 양국간 수교를 희망한다고 함.
- Lekoundzou 장관은 콩고가 한국에 대해 적대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귀국 후 동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수교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함.

3. 주카메룬대사관 및 유엔대표부를 통한 교섭
●

주카메룬대사는 1985.5.7.~12. 콩고에서 개최된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참석 계기에
N'Dessabecka 콩고 외무차관을 면담, 88 서울올림픽에 콩고의 참가를 요청하고 양국 수교를
희망한다고 함.
- N'Dessabecka 차관은 콩고 정부는 인종차별을 취하는 남아공 이외 어떤 나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함.

●

1986.12.18. 주유엔대사는 Adouki 주유엔 콩고대사를 면담, 양국간 수교를 희망한다고 한바,
Adouki 대사는 현재 주콩고 북한 공관 등 북한의 존재가 양국 관계개선에 어려운 점이라고 함.

4. 국교 추진 방안
●

한국 정부는 Nguesso 콩고 대통령의 친소좌경성향과 콩고･북한 간의 밀접한 관계로 수교 교섭에
진전이 없음을 평가하고 콩고 유력인사 방한 초청, 연수생 초청,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90-0235

국교수립 - 콩고, 1990.6.16. 전4권 (V.3 1987-88)
생산연도

1974-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2 / 6 / 1-142

1987~88년 중 한･콩고 간의 국교재개 교섭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Jean Clude Ganga 콩고 청소년･체육상장관 겸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방한
(1987.9.24.~27.)
●

Ganga 장관은 KOC(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방한하여 올림픽공원 시찰, KOC 위원장,
체육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참석, 삼성전자를 시찰함.

●

한국 측은 양국간 체육교류 증진을 희망하고 콩고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요청한바, Ganga
장관은 콩고는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며 1981년 북한 측의 서울올림픽 유치 저지공작에
불응한 바 있다고 함.

●

1988.12월 Ganga 장관의 요청으로 한국은 13만 달러의 체육용품을 콩고에 지원함.

2. Matin Adouki 주유엔 콩고대사 방한(1988.3.31.~4.2.)
●

Adouki 대사는 일본 방문계기에 방한하여 서울올림픽 경기장, 대동공업을 방문함.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 국장은 Adouki 대사와 만찬 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양국간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바, 동인은 콩고 국가원수에게 한국 방문결과를 보고하고 양국간의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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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36

국교수립 - 콩고, 1990.6.16. 전4권 (V.4 1989-90)
생산연도

1974-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2 / 7 / 1-167

1989~90년 중 한･콩고 간 국교재개 교섭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경위
●

1989.1.28. 외무부는 7･7 선언에 따라 공산권 등 모든 나라와 관계개선을 추진하되 선수교
후경협 원칙에 의거하여 수교를 추진하기로 함.

●

1989.2.1.한국을 관할하고 있는 주중국 콩고대사관은 1등서기관을 홍콩에 파견하여 공한을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 희망 입장을 주홍콩총영사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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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2.11. Ngaka 콩고 외무부 사무차관은 콩고 외무부가 한국과 수교원칙을 결정하고 국무
회의에 상정 예정이라고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에 통보함.

●

1990.4.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콩고 외무부 경제협력담당차관보를 면담, 수교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선수교 후경협 원칙을 설명함.
- 이에 대해 동 차관보는 영사관계 수립 후 대사관계 승격을 제의함.

●

1990.5.26.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콩고 외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함.

●

1990.6.7. Ndinga-oba 콩고 외무협력부장관은 콩고 각의가 한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

1990.6.16.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콩고로 출장, Ndinga-oba 장관과 수교 공동발표문에
서명함.

2. 수교 의의
●

한･콩고 간의 수교는 아프리카 미수교국(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과의
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북방정책 및 남북대화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할 것으로 평가

3. 향후 조치사항
●

콩고 관민경제사절단 접수 및 경제협력 강화

●

양국간 경제기술과학 및 문화체육협력협정 체결 추진

●

한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을 통한 콩고의 경제개발 지원

90-0237

제3국 협조를 통한 한･중국 관계개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2 / 8 / 1-78

1990년 중 제3국 협조를 통한 한･중국 간의 관계개선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4.16. 주파키스탄대사에게 “한･중국 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와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 등 제반 관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외무부 책임자 간 비공식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바, 주파키스탄대사는 4.19.
Khalid Mahmood 파키스탄 외무성 차관보를 면담하여 협의함.
2. 외무부는 1990.9.5.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이샤크 칸 파키스탄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한･중국 관계확대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개최문제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 금년 유엔총회 기간중 뉴욕에서 한･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바, 주파키스탄대사는
9.12. Hussain 파키스탄 외무성 아태차관보를 면담하여 전달함.
3. 주파키스탄대사는 1990.9.26. 파키스탄 외무성으로부터 청취한 이샤크 칸 대통령 방중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중국 간 경제, 통상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관계증진을 환영하고 계속 확대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무역사무소 교환설치를 희망
- 최근 남북총리회담 등 남북한 간의 대화재개 및 화해 움직임을 환영 지지하고 여건조성 용의
-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한국과의 공식적인 관계수립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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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38

국교수립 - 체코슬로바키아, 1990.3.22. 전2권
(V.1 1973-88)
생산연도

1973-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2 / 9 / 1-247

1973~88년 중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김윤택 주스웨덴대사관 참사관, Bajla 주스웨덴 체코대사관 참사관 면담(1974.2.4.)
●

한국 정부의 6･23 선언 및 남북회담 추진에 대한 평가, 대동구권 관계개선 전략 의견교환

2. 주영국대사, 주영국 체코대사 접촉(1974.5.1.)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관련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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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방글라데시대사, Panz 주방글라데시 체코대사 접촉(1976.7.16.)
●

최근 체코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과의 국교수립 관련하여 한･체코 관계정상화 의견교환

4. 김성식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Lorenc 주프랑스 체코대사관 참사관 접촉(1979.7.31.)
●

체코 Brno 소비재박람회 및 중기박람회 옵서버 참가 협의

5. 허승 주벨기에대사관 참사관, Vetrovec 주벨기에 체코대사관 참사관 접촉(1980.6.3.)
●

한･체코 간 직･간접 무역 증진 의견교환

6. 차운 주일본대사관 공보관, 주일본 체코대사관 공보관 접촉(1982.2.15.)
●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 반응 의견교환, 체코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가능성 논의

7. 주핀란드대사, Husak 주핀란드 체코대사 면담(1982.4.30.)
●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및 88 올림픽 이후 동구권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교환

8. 주이란대사대리, Opatrny 주이란 체코대사대리 면담(1983.3.10.)
●

체코 국영무역회사와의 직교역 및 민간경제사절단 체코 파견 가능성 탐문

9. 윤지준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Stray 주미국 체코대사관 공보관 면담(1983.4.26.)
●

한･체코 경제협력 및 Bruno 박람회 한국대표단 참가 승인문제 논의

10. 주가나대사, Sobr 주가나 체코 면담(1986.6.3.)
●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 동향(북한의 공동개최안) 의견교환

11. 권순대 주벨기에대사관 공사, Kloucek 주벨기에 체코대사관 공사 면담(1988.4.1.)
●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및 88 서울올림픽 안전문제 관련 의견교환

12. 이순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1등서기관, 주인도네시아 체코대사관 상무관 면담(1988.9.26.)
●

대우자동차 대체코 수출계약 체결 관련 한･체코 경제협력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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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39

국교수립 - 체코슬로바키아, 1990.3.22. 전2권
(V.2 1989-90)
생산연도

1973-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2 / 10 / 1-185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양국은 1990.3.22.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 한･체코 관계 현황
1988.12월 Jakes 체코 서기장이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희망 피력
1989.2월 대우 체코지사 설치
● 1989.4월 비엔나 무역관장과 체코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에서 1989년 하반기 코트라･체코상
공회의소 간 사무소 교환설치 합의
● 1989.4월 체코 브루노박람회 한국상사 참가
● 1989.6월 체코 외무부는 대한국 관계개선정책을 건의(주태국 체코대사대리 전언)
● 1989.12.21. 체코 정부는 특별 각의를 통해 한･체코 외교관계 수립 결정(미 국무부 정보)
● 1990.1.4. 체코 외무부는 주체코 미국대사관을 통해 수교 교섭을 위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프라하 방문을 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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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체코 간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을 위한 정부대표단 프라하 방문(1990.1.15.~17.)
대표단(수석대표)
- 홍순영 외무부 본부대사
● 주요 일정
- 체코 외무장관 및 대외무역부장관 예방
- 한･체코 외무부 간 수교교섭회담
● 수교교섭회담 결과
- 외교관계수립의정서 가서명
- 투자보장협정 등 협정 초안 제시
- 한･체코 경제협력증진 Aide Memo 문안 합의
- 외교관계 수립 공식 발표 합의(최호중 외무부장관의 1990.3월 프라하 방문시 서명과 동시에 발표)
● 한･체코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대한 평가
-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
-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 및 소련과의 영사처 설치 합의에 이은 체코와의
수교로 북방외교 본궤도 진입
- 1989.12월 체코 신정부 출범 계기로 체코의 개방 및 개혁정책 진전
● 향후 조치 계획
- 1990.3월 중 양국 외무장관 간 수교의정서 정식 서명 추진
- 수교 후 투자보장협정 등 경제협력 관련 협정 체결 추진
- 정식 수교 후 상주대사관 조속 설치
●

90-0240

국교수립 - 동독. 전3권 (V.1 1973-85)
생산연도

1973-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2 / 11 / 1-150

1973~85년 중 동독과의 접촉 및 교류내용에 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주호주대사대리는 1973.10.10. 리셉션에서 만난 주호주 동독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 희망 의사를 전달함.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7.10.3. 동독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한바, 동 리셉션에서 북한 측은
주인도네시아 동독대사에게 한국대사의 참석에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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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튀니지대사는 1978.7.20. 주튀니지 동독대사의 예방을 받고 비정치적 분야의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동 대사는 찬동의사를 표명함.
4. 주스웨덴대사는 1982.7.28. 리셉션에서 만난 주스웨덴 동독대사에게 88 올림픽에 동독의 참여를
독려한바, 동 대사는 아직 시일이 많아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결정된바 없다고 언급함.
5. 삼성물산 간부 일행 6명이 1983.3.13.~19. 재서독 교포상사의 주선과 동독 국영무역기관의
초청으로 동독을 방문하여 최초로 직교역계약을 체결함.
●

동독무역기관은 삼성물산의 동독 주재 사무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

6. 주서베를린총영사는 1985.5.14. Dolling 동베를린 상공회의소 이사와의 오찬면담에서 한･동독
간 경제관계증진 희망의사를 전달한바, 동 이사는 교역 증대보다 제3국에서 한국과의 합작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7. 김하중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5.3월 리셉션에서 만난 주일본 동독대사관 서기관에게
한국이 동독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음을 설명한바, 동 서기관은 동독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아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8. 코트라는 1985.7.1.~5. 동독 동베를린에서 한국상품 단독전시회를 개최함.
●

사절단: 조성호 단장 등 24명

●

전시품
- 컬러 TV, 카스테레오, 전자오븐, 라디오, 면직물, 합성직물, 신발류, 자동차 부품 등

●

전시회 기간중 동독 측은 코트라를 교역중개기관으로 하는 양국간 직교역 협력방안을 제안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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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9년 중 동독과의 접촉 결과 및 동독과의 인적교류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Szymanski 동독 대외무역기관 연합회 부회장이 코트라 초청으로 1986.2.5.~13. 방한함.
●

방한 목적: 한국의 통상정책 조사, 직교역 가능성 협의, 업체와의 상담
- 동독 정부는 내부적으로 직교역 추진을 결정하였음을 언급

●

주요 일정
- 코트라 사장 및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면담
- 관련 11개 업체 방문상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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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관련 동독 측 언급내용
- 광학기기, 섬유기계 등 동독의 대한국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우선 직교역 추진 용의 표명
- 라이프치히 박람회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지사 명의로의 참석을 가능하다고 시사

2. 1989.8월 한국업체와 동독업체 간 종래의 간접교역을 탈피한 직교역이 이루어짐.
●

1986.8월 제일은행과 동독 대외무역은행을 통해 L/C를 개설한 ㈜대우는 2만 달러 상당의
동독 측량기기를 수입

●

1989.9월 한일은행과 동독 대외무역은행을 통해 L/C를 개설한 청진무역이 현미경을 수입

3. 이상열 주영국대사관 상무관은 1987.3.4. Herold 동독대사관 상무관을 오찬에 초청 면담함.
●

Herold 상무관은 동독은 서울올림픽 참가 준비중이며, 서울올림픽 관련 올림픽 사업에 영국
기업과 협력진출 의사를 피력

●

4.23. 재차 오찬회동에서 동 상무관은 라이프치히 박람회에 한국의 참가를 권유함.

4. 일본을 방문중인 진더만 동독 인민회의 의장은 1987.3.25. 기자회견에서 동독의 88 올림픽
참가와 한･동독 교류증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함.
●

동독은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희망함.

5. 김상관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은 1987.6.22.~24. 동베를린을 출장함.
●

출장 목적: 사무소 개설, 상호 인적교류 강화, 동독의 한국내 전시회 개최 등 협의

●

주요 활동
- 동독 경제무역사절단의 방한: 1987.10~11월 중
- 동베를린 코트라사무소 개설 협의

6. 주네덜란드대사는 1988.2.17. 주네덜란드 동독대사와 오찬을 갖고 한국과 동독 간의 관계 증진
전망에 대해 문의한바, 동 대사는 한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다면 한･동독 관계증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7. 일본을 방문 중인 모드로 동독 총리는 1989.12.6. 기자회견에서 동독 내 정치적 위기가 진정
되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통상관계 확대에 대해서는 상호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277

90-0242

국교수립 - 동독. 전3권 (V.3 1990)
생산연도

1973-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2 / 13 / 1-192

1990년 중 추진된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내용임.
1. 동독 측과 관계개선 교섭 개시 경위
●

1990.1.29. 주네팔 동독대사는 동독 정부가 대한국 관계정상화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
- 동독 정부가 재외공관에서 한국 측과의 외교적 접촉을 허용하였다고 언급

●

1990.1.31. 비엔나 주재 국제기구 동독 상주대표는 동독 정부가 한국과 관계개선을 검토 중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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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동독 간 관계개선 교섭 추진과정
●

1990.2.6.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동독과 중간단계 없이 직접 수교를 희망하는 정부입장을 전달

●

1990.2.9. 주미국 동독대사관 공사는 라이프치히 박람회(1990.3.10.~17.) 계기, 영사관계 수립과
동시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외교교섭 개시 제의

●

1990.2.22.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동독 총선(3.18.)후 조속한 시일내 베를린 또는 서울에서
정부대표 간 수교 교섭 개시 제의

●

1990.3.8.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직접 수교 희망 및 동독 총선 후 양국 외무부 고위당국자 간
수교문제 협의 희망입장을 동독 측에 전달

3. 동독 신임 외무장관은 1990.4.24.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여름 중으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4. 1990.5월 이후 독일 통일 협의 급진전 등 동독의 국내사정으로 협의 지연
●

5.22. 주미국 동독대사관은 독일 통일과정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수교 교섭을 위한
동독대표단의 방한문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동독 외무부는 동 문제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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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양국은 1990.3.26.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 한･몽골 간 관계개선
1987.2~4월 주일본대사관 서기관은 외교단 오찬 및 양자 회동에서 몽골대사관 직원과 몽골의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 김일성 몽골 방문 등 논의
●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8.9.27. 서울올림픽 참석차 방한 중인 몽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오찬, 몽골의 올림픽 참석 등 의견 교환
● 주라오스 몽골대사관은 1989.2.22. 회람 공한으로 자국 외무차관이 3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4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의장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함.
● 외무부는 10.6. 몽골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문제에 대해 ADB 주요 국가들이 몽골의
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항을 고려, 한국의 지지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
● 한･몽골 학술교류 협의를 위해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일행이 1990.1월 몽골을 방문
●

2. 몽골의 수교 교섭 제의
경위
- 1990.3.13. 주일본 몽골대사관 1등서기관은 주일본대사관 직원에게 빠른 시일내 양국대사 간
면담을 제의, 3.16. 이원경 주일본대사와 Buyantyn Dashtseren 주일본 몽골대사 간 면담함.
● 면담 내용
- 몽골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차관급 교섭단의 몽골
방문을 제의
●

3. 한･몽골 수교 교섭을 위한 몽골 방문(1990.3.24.~29.)
방문단: 이기주 제2차관보, 경제협력과장, 동북아2과장
● 주요 일정
- 3.26. 수교회담 및 수교의정서 서명, 국가개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몽골 제1외무차관
주최 만찬
- 3.27. 대외경제무역부장관대리 및 관광총국장 면담, 섬유공장, 가죽공장 시찰, 과학기술고
등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3.28. 외무장관 면담, 총리 예방 등
● 주요 논의결과
- 몽골의 대한반도정책 설명
- 양국간 협력증진방안 협의: 몽골 외무장관 방한, 상주대사관 설치, 경제 및 기술협력
- 1990.3.26.자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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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86년 중 한･말리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내용임.
1. 유엔총회 참석 계기 1984.10.4. 외무부장관은 최초로 Alioune Beye 말리 외상과 면담함.
●

Alioune Beye 외상 언급요지
- 한국 정부가 수교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귀국 후 대통령과 당에 보고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2. 말리 외무성 인사 방한
280

●

Raphael Keita 말리 외무성 법률고문은 1986.8.24.~30. 제62차 ILA(세계국제법협회) 서울
총회 참석차 방한
- 법무부장관 등 면담,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오찬,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최 만찬

●

Keita 고문은 귀국 후 제1차관보 앞 서한에서 방한 결과를 말리 대통령, 외상 등에게 설명
하였으며, 관계정상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외무성 및 당 정치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3. 기타 주요 수교추진 활동
●

1978.7.24. Kamara 주기니 시에라리온대사는 Beye 말리 외상에게 대한국 관계개선을 종용

●

1981.5월 토고 로메 개최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합동연차
총회 시 이승윤 재무부장관은 Drissa Keita 말리 재무상을 면담

●

1981.10월 유엔총회 계기 주유엔대사는 Beye 외상 면담

●

1982.4월 주카이로총영사는 주이집트 말리대사 면담

●

1982.4월 주세네갈대사 명의로 Diarra 말리 당 사무총장 방한 초청 서한 발송

●

1984.5월 튀니지 튜니스 개최 AFDB / AFDF 연차총회에서 주병국 재무부차관은 Keita 말리
재무장관 면담

●

1984.5월 Lamine Keita 말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방한 중 체육부장관, 올림픽조
직위원장 등 면담

●

1984.9.27. 주몬트리올총영사는 몬트리올 개최 도시자매국제회의 참석 중인 Beye 외상 면담

●

1985.3월 말리실업인인 Traore를 통해 말리 대통령 앞 외무부장관 친서 전달

●

1985.10월 서울 개최 IMF(국제통화기금) 회의 참석차 Diakite 말리 재무상공상, Diarra 기획상
외 6명 방한

●

1986.4월 제5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 참석차 Keita IOC 위원 방한

90-0245

국교수립 - 말리. 전2권 (V.2 1987-90)
생산연도

197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3 / 3 / 1-266

한･말리 외무장관이 1990.9.27. 뉴욕에서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1. 말리 체육장관 일행 방한(1987.7.19.~24.)
●

방한인사: Traore 체육문화장관, Keita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말리 외상

●

초청 경위: 1987.5월 이스탄불 IOC 총회 시 구두 방한 초청

●

주요 일정: 외무부차관, 체육부장관,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KOC(대한올림
픽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올림픽시설 시찰

2. 한･말리 관계개선 접촉 활동
●

1987.12월 브라질 리오 개최 77그룹 상공회의소 회의 참석 시 한국대표단(단장: 김정태 대한
상의 상의역)은 말리대표단과 쌍무협의회 개최

●

1988.1월 주세네갈대사관 직원 2인은 말리에 출장, 체육용품 기증식을 거행하고 Traore 말리
체육장관과 외무성 참사관 면담

●

1988.2.23. 외무부차관 명의의 말리 외무차관 방한 초청장 송부

●

1989.4월 Keita 외상은 양국 간의 수교는 대통령, 당, 내각결정으로 방침이 정립되는데 현재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언급

●

1989.11.6.~11. Drabo 말리 일간지 부사장 방한
- 동 언론인은 대한국 관계가 정부 및 당 차원에서 검토, 호의적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

3. 한･말리 수교 합의
●

경위
- 1989년 초 말리는 한국과의 수교방침을 확정하였으나, 정부 내 친북한세력의 반대로 교섭에
진전이 없음.
- 1990.3월 말리 대통령 측근인 Kieta 말리 IOC 위원 방한 시 양국간의 수교 촉구
- 말리 측은 1990.9.21. 주세네갈대사관을 경유, 양국간의 수교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

●

수교 합의
- 한국과 말리는 1990.9.27. 뉴욕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

●

평가
- 아프리카대륙에서의 대비동맹 외교 강화 기여
- 말리의 서부아프리카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안, 토고, 기니 등 인근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기대

281

90-0246

국교수립 - 나미비아, 1990.3.21. 전4권 (V.1 1979-86)
생산연도

197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13 / 4 / 1-250

1979~86년 중 대나미비아 관계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내용임.
1. 대SWAPO(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관계개선
●

기본 방침
- 1970년대 초 이래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유엔 결의 존중
- 나미비아 독립운동단체인 SWAPO의 합법성 인정하에 유대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 전개

●

주요 관계개선 조치
-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즈음 외무부장관 메시지 발송, 나미비아 기금 등 제공, 훈련생 방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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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SWAPO 접근
- 1981.4.9. 주유엔대사는 SWAPO 대표를 접촉, 5년간 1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 제공 용의
표명 및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을 제의. 동 대표는 4.15. 앙골라 개최 전선국가회의 참석 시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
- 9월 나미비아이사회 사절단 방한 초청 시도

2.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 참석
●

1978년 동 기념일 제정 이래 매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

●

1978.8.8.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서명

●

1978.8월 제네바 개최 인종차별투쟁 세계회의에 한국대표단 참석, 성명 발표

3. 유엔 나미비아 기금 제공 및 원조 참여
●

1979.4.26. 유엔사무총장에게 1만 달러 전달

●

1980.3.19. 유엔 나미비아훈련원 기여금으로 5만 달러 전달

●

1982.8.26. 나미비아의 날에 나미비아연수원 기금 5만 달러 전달

●

1983.3.23. 유엔 남부아프리카 교육훈련기금 1만 달러 등 전달

●

1984.3.20. 유엔 나미비아훈련원 기여금 5천 달러, 유엔 남부아프리카 교육훈련기금 5천 달러 전달

●

1985.3.20. 유엔 나미비아훈련원 기여금 5천 달러, 유엔 남부아프리카 교육훈련기금 5천 달러 전달

●

1985.8.23. 유엔 나미비아훈련원 기여금 5천 달러, 유엔 남부아프리카 교육훈련기금 5천 달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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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9월 중 나미비아 정세 및 대나미비아 관계개선 활동내용임.
1. 나미비아 독립 문제와 정세 전망
1988.12.22. 3자(앙골라, 남아공, 코바) 뉴욕회담에서 나미비아 독립에 합의
● 유엔 및 주요 국가입장
- 유엔: 안보리결의 제435호에 의거, 1990.1월 이전에 나미비아 독립
- 남아공: 남아공 군대의 3단계 철수계획
- 미국: 서남아프리카지역 평화협상 주도, 나미비아 독립과 5만 명의 쿠바군 철수 합의 달성
- 서독: 구식민지 종주국으로 독립후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 파트너로서 중시
● 전망
- 1989.11월 나미비아 선거가 자유공정하게 실시될 경우 유엔이 유일합법대표로 승인한
SWAPO(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음.
●

2. 대나미비아 관계개선과 주요국 동정
외무부는 1989.3.31. 나미비아의 독립에 대비한 나미비아와의 접촉을 관계공관에 지시
주요국 동정
- 프랑스: 나미비아 기금 연 100만 프랑 지원, UNTAG 참여, 자체 군사관측단 10명 파견,
나미비아 난민귀환 및 정착지원을 위해 연 1천만 프랑 지원
- 일본: 3월 실무조사단 6명이 남아공 및 나미비아 방문, 평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1,355만 달러를 유엔 나미비아 지원그룹에 전달, 11월 선거감시위원 40명 파견계획
- 독일: 약 1억 3천만 마르크 경제원조계획 추진, 독립감시단 파견 예정
- 호주: UNTAG에 300명 병력 파견예정이며 4.11. 90명 공병 임무 수행 중
- 캐나다: 3~4명의 옵서버단 파견, UNTAG에 250명의 평화유지군 파견, 난민구조를 위한
200만 달러 원조 추진
- 인도: UNTAG에 4,600명 병력 파견
- 덴마크: UNTAG에 120명 병력 파견, SWAPO에 난민구호 인도적 원조 제공
- 영국: 유엔군 산하 170명 병력 파견, 연락사무소 설치 및 4명의 외무성 직원 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원조결의에 따라 16.5만 달러 지원 결정
● 대나미비아 관계개선 접촉
- 주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대사는 7.11. 대통령 특사 보츠와나 방문 수행기간 중 주보츠와
나 나미비아대표 등 면담, 나미비아 관계개선 협의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7.12. SWAPO 수석대표를 면담, 나미비아 총선 전망 등 청취
- 나미비아 총선 대비 외무부는 9월 정세조사단을 나미비아에 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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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총선이 1989.11.7.∼11. 실시됨.
1. 나미비아 정세조사단 파견(1989.9.18.~10.5.)
●

조사단 구성: 송학원 외교안보연구원 서구･아중동연구부장, 이영현 아프리카 2과장

●

목적
- 나미비아 정세 및 독립 후 수교 가능성 조사
- 모잠비크와의 수교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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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비아 정세
- SWAPO(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DTA(Democratic Turnhalle Alliance) 간 연립정부 수립
가능성 예상, 중도노선 채택 전망
- SWAPO 외상과 나미비아 행정청장은 대한국 수교 가능성에 호의적 반응

●

건의 사항
- 연락사무소 설치(또는 직원 파견)
- 독립 후 대사관 설치 검토

2. 나미비아 총선 결과
●

1989.11.7.~11. 유엔 감시하 제헌의회 총선 실시

●

총선 결과
- SWAPO는 72석 중 41석을 획득, 제1당 지위 확보
- 정당별 의석: SWAPO(41), DTA(21), UDF(4), ACN(3), 기타(3)

●

주요 반응
- SWAPO 의장: 다른 정당과 공동으로 권력행사 용의
- 남아공 대통령: 나미비아 신정부와 협력 용의
- 유엔특별대표: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실시된 것으로 평가

●

독립 진행절차
- 제헌의회 개원 및 신헌법 채택
- 신헌법에 의한 정부구성 및 독립선언

●

한국정부 조치
-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로 SWAPO 의장 앞 축전 발송
- 이정남 주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대사는 1989.12.4.~9. 나미비아에 출장, 수교 대비 접촉
및 정세 조사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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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3.21. 나미비아와 수교에 합의함.
1. 나미비아 독립 및 신정부 구성
●

1989.11.7.~11. 유엔 감시하 총선 실시

●

1989.12.21. 제1당인 SWAPO(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남아공 행정청으로부터 정권인수 준비를
위한 임시내각 발표

●

1990.2.9. 제헌 헌법 통과

●

1990.2.16. 제헌의회는 Sam Nujoma SWAPO 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

1990.3.21. 독립선포 및 경축행사 개최

2. 나미비아 경축사절단 파견(1990.3.18.~22.)
●
●

사절단 구성: 노재원 대통령 특사, 송학원 외교안보연구원 서구･아중동연구부장 등
주요 일정
- 3.17. 요하네스버그 교민 간담회
- 3.18. 빈트후크 교민 간담회
- 3.19. 주나미비아 잠비아연락사무소대사 면담
- 3.20. Gurirab 외무장관 면담, 남아공 총독 주최 만찬
- 3.21. 나미비아 독립 축하행사, Nujoma 대통령 취임선서, Nujoma 대통령 주최 만찬

●

활동 내용
- 주요인사 면담: Nujoma 대통령, Gurirab 외무장관, 모잠비크 대통령, 잠비아 대통령 등
- 교민 간담회: 요하네스버그, 빈트후크

●

방문 성과
- 1990.3.21. 국교수립
- 독립 후 경제개발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기반조성

●

관찰
- 나미비아는 남부아프리카의 주요 경제중심지로 부상 예상
- 남아공 및 전선국가 포함한 남부아프리카의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경제관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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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0년 중 한･니카라과 간의 관계개선을 추진함.
1. 1985~86년도
●

1981년 한국의 니카라과 주재 상주대사 파견이 거부된 이후 사실상 외교관계가 동결됨.

●

1982년 이후 니카라과는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을 거부함.
- 1986.1.28.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한 니카라과 측의 겸임대사 접수의향 타진에 대해 주파나마
니카라과대사관은 “현재로서는 한국대사를 접수할 상황에 있지 않으며, 기본적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알려주겠다”고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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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7.4.24.~5.2. 니카라과에서 개최된 제7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가한 권정달 IPU
대표단장의 대니카라과 관계개선 활동은 아래와 같음.
●

권정달 단장은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 D'escoto 외무장관, Lewites 관광장관, Nunez
국회의장, Chamorro 외무차관 등을 면담함.
- 니카라과 측은 대한국 관계개선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계개선의 방안으로 선경협, 후 관계
정상화 방안(상호 겸임대사 임명 후 상주대사관 개설)을 제시하고, 선경협조건으로 물자지원
(버스 100대, 지프차 300대), 3,000만 달러 건설차관, 4,000만 달러 상업차관을 요청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계정상화 후 점진적으로 경협, 통상확대 추진 입장임을 설명함(차관
공여는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 D'escoto 외무장관과의 면담결과, 양측은 한국이 주멕시코
대사의 니카라과 겸임 아그레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하는 동시에 통상, 경협방안을 제시
하고 니카라과 경제사절단을 방한 초청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3. 한국의 대니카라과 관계 문제에 대한 미국 측 반응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7.23. 현 단계로서는 한국의 대니카라과 관계정상화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지원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반응임.

4. 한국 정부는 1990.3.14.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차모로 대통령 당선자 앞 축전을 발송함.
5. 한･니카라과 관계정상화
●

주멕시코대사는 1990.8.21.~23. 니카라과를 방문하여 Chamorro 니카라과 대통령 등 니카라과 정부 요인
들과 면담 후 한･니카라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주멕시코대사와 니카라과 외무차관 간)에 서명함.
- 8.23.부터 양국간 외교, 영사 및 통상관계 재개
- 양국 정부는 가능한 빠른시일 내 상호 대사 임명 및 신임장 제정

90-0251

국교수립 - 루마니아, 1990.3.30. 전4권 (V.1 1971-86)
생산연도

1971-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 / 9 / 1-264

1971~86년 중 한･루마니아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함.
1. 재외공관의 루마니아와의 접촉 현황
●

1974.4월 주제네바대사는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루마니아에 입국, 루마니아 외무
차관을 면담

●

1975.1월 주프랑스대사관 무관은 주프랑스 루마니아 무관을 면담

●

1976.4~77.3월 주네덜란드대사는 주네덜란드 루마니아대사를 수차례 면담하여 대화채널을 구축

●

1977.4월 주요르단대사는 주요르단 루마니아대사를 외교단 모임에서 접촉

●

1977.10월 주영국대사 및 주튀니지대사는 각 주재국 루마니아대사관을 접촉

●

1977.11~12월 주유엔대사, 주튀니지대사, 주가봉대사는 각 주재국 루마니아대사 면담

●

1980.2월 주파키스탄총영사는 주재국을 공식방문 중인 루마니아 화학공업장관과 리셉션에서
대화를 교환

●

1980.10월 주가나대사는 주가나 루마니아대사를 관저 만찬에 초청

●

1982.4월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외교단 만찬 시 주말레이시아 루마니아대사를 접촉

2. 1977.3.4.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에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구호품을 전달함.
●

경위
- 1977.3.16.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부터 의연금 또는 의약품 송부요청을 접수함.
- 1977.3.18. 한국 정부는 구호물자 지원방침을 국제적십자사에 통보

3. 1984.7.30.~8.3. 유고에서 개최된 제2차 개발도상국 기술협력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동 회의 루마니아 대표단장을 접촉하여 양국간의 교역관계를 협의함.
●

루마니아 측은 서구 주재 한국상사 지점과 직교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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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52

국교수립 - 루마니아, 1990.3.30. 전4권 (V.2 1989-90.2)
생산연도

1971-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3 / 10 / 1-206

1990.3.30. 한･루마니아 간의 국교수립과 관련한 참고자료임.
1. 수교의정서 및 합의의사록 발표문 영문 초안
●

Protocol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Roma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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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발표문(국, 영문)

2. 한･루마니아 수교 교섭자료(1990.3월 외무부 구주국 작성)
●

개요
- 일정, 대표단

●

교섭자료
- 인사말, 의제(수교협의, 실질관계 증진방안), 맺는말

●

참고자료: 루마니아 요약, 한･루마니아 관계, 관계개선 추진 경위, 북방외교 추진 성과, 1989년
한･동구권 교역실적, 경협자금, 수교의정서, 합의의사록, 발표문

3. 접견자료
●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4. 연설문
●

수교의정서 서명시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연설문(영문)

5. 수교의정서 및 합의의사록 서명본(사본)

90-0253

국교수립 - 루마니아, 1990.3.30. 전4권 (V.3 1990.3-4)
생산연도

1971-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4 / 1 / 1-241

한･루마니아 간의 국교수립과 관련, 루마니아 수교교섭 사절단이 1990.3.28.~4.2. 방한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루마니아 측: Mitran 외무차관

2. 방한 목적
●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문제 협의

●

양국간 각 분야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방안 협의

3. 주요 일정
●

수교 및 양국관계 심화 방안 협의

●

외무부장관 예방

●

부총리,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산업시찰, 올림픽경기장 방문

4. 수교 합의
●

1990.3.30. 외무부 조약체결실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Mitran 루마니아 외무차관 간 서명
- 서명과 동시에 수교사실 대외발표

●

조속한 시일내 상호 대사관 설치
- 각 분야 교류확대 및 상호우호증진

●

Straits Times지(3.31.자)는 3.30.자로 한국이 루마니아와 동구권 국가 중 6번째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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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54

국교수립 - 루마니아, 1990.3.30.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71-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4 / 2 / 1-130

1990.3.30. 루마니아와의 국교수립 직전 대루마니아 구호물자 지원 등 교류현황임.
1.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붕괴된 것과 관련, 외무부는 1989.12.23. 루마니아의 민주화와
개방이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함.
2. 대한적십자사는 1989.12.29. 루마니아의 유혈사태로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의료물자 지원금 12만 달러를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루마니아적십자사에 보낸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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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유윤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990.1.20.~21.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루마니아 민주화시위
희생자 구호회의에 참석함.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20개국 적십자자 대표 등 50여명

●

논의사항
- 3천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국 적십자사가 참여하기로 함.
- 루마니아 측은 외과분야 및 약품지원을 요망

●

한국대표 활동
- 루마니아적십자사 총재를 예방하고 양국 적십자사 간 교류 및 협력증진 의견교환
- 대루마니아 의료장비 및 약품지원 협의

4. 1990.2월 한국 정부는 한･루마니아 간 관계개선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루마니아 인도적 추가
지원을 결정함.
●

10만 달러 규모의 외과용 의료용품 및 의약품을 외무부 예산에서 양국 적십자사를 경유 지원
하기로 함.
- 2.16.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지원을 받아 10만 달러 상당의 긴급의료 물자를 2.21. 루마니아로
공수한다고 발표

5. 주유엔 루마니아대사대리는 1990.2.23. 루마니아 정부가 5명으로 구성된 수교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해 옴.

90-0255

대소련 외교관 접촉(주핀란드대사관)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4 / 4 / 1-87

1987~90년 중 주핀란드대사관의 대소련 외교관 접촉에 관한 내용임.
1. 김욱 주핀란드대사관 영사의 소련 여행(1987.9.26.~28., 에스토니아 탈린시)
●

헬싱키 주재 영사단이 소련 영사의 주선으로 동 여행 참가자를 모집
- 김 영사의 참가문제는 소련 외무성의 사전 허가사항

●

투숙호텔 리셉션 카운터에는 태극기를 포함하여 참가 영사단의 소형국기 배치

●

Kirov 콜호즈 내 박물관의 세계지도상에 콜호즈 방문객을 국적별로 표시해 놓았는바, 김 영사
방문에 따라 한국 지도상에도 방문객 마크를 표시

●

김 영사의 영사단 행사 참가는 단순한 단체방문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한국 외교관에 대한 사증
발급 등 소련의 태도를 간접적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

2. 주핀란드대사관 직원과 소련 외교관 접촉
●

호텔 커피숍, 직원 주택 다과와 칵테일, 만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

●

박경태 참사관의 소련 1등서기관 접촉

●

김욱 서기관의 소련 3등서기관 접촉

3. 엄광식 주핀란드대사관 공보관의 소련 방문(1989.5.12.~13., 에스토니아 탈린시)
●

에스토니아 기자연맹 초청으로 방문

●

에스토니아 TV에 서울올림픽 관련 비디오를 제공하여 서울올림픽과 한국특집 방송을 하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의 일환

4. 소련 측 태도 평가
●

한국 공관원 소련 방문과 소련 공관원의 한국 공관원에 대한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는 고르바
초프 등장 이래 개혁추구 과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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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56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 198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5 / 1-199

1988년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의 서울무역사무소 설치 가능성 피력
●

레닌그라드 전자박람회 기간(1988.5.12.~22.) 중 Kanaev 소련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Rakov
레닌그라드 상공회의소 회장이 럭키금성 전시관을 방문하여 소련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리셉션에서 한국정부 고위인사가 소련과의 상호 무역대표부 또는 사무소 설치를 제의했다고
하면서 동건이 올림픽 직후에 성사될 수 있도록 럭키금성이 중간자 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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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트라와 소련 상공회의소 간 협의
●

주헬싱키 코트라 무역관장은 1988.9.7.~10.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Golanov 소련연방 상의
부회장과 협의한바, 소련 측은 코트라의 소련연방 상의 인사 방한 초청을 수락함.
- 무역사무소 교환개설을 비롯하여 코트라･소련연방 상의 간 업무협조 양해각서교환 추진을
희망하고 10월 방한 시 체결 가능하도록 코트라 측이 초안을 사전에 송부해 줄 것을 요망함.

3. 소련연방 상의 부회장 방한
●

Golanov 부회장은 1988.10.11.~16. 방한하여 10.12. 코트라･소련 상공회의소 간의 양해각서
초안에 합의함.
- 아울러, 코트라와 업무협의, 대한상의, 럭키금성상사(주), 삼성물산(주) 및 현대건설(주) 방문,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철 등 공장 및 부산항만 시설 등 시찰 일정 수행

4. 코트라 사장 소련 방문
●

이선기 코트라 사장은 1988.12.1.~4. 소련을 방문하여 12.1. 코트라･소련 상공회의소 간의
상호업무협력합의서에 서명하고, 1989년 상반기 중 모스크바 및 서울에 무역사무소 교환개설에
합의함.

●

1989년 상반기 중 교환개설 예정인 무역사무소의 명칭을 파견기관의 주재국 내 대표기관으로
격상 합의함.

●

Malkoevich 소련 상의 회장은 양 기관에 대한 영사업무수행 위임방안 협의를 공식 제의한바,
코트라 측은 귀국 후 정부 측과 협의 조치하겠다고 언급함.

90-0257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2 1989.1-3)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6 / 1-267

1989.1~3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코트라･소련연방 상의 간 사무소 영사기능 부여문제 대책
●

모스크바에서 1988.12.1. 코트라와 소련연방 상의 간의 업무협력협정서에 서명한바, 소련 측은
양 기관 사무소에 영사기능 부여를 제의함.

●

관계부처 회의에서 1989.1.18. 코트라사무소에 영사기능 부여는 국내법상 곤란하며, 영사
기능은 정부권한으로서 동 협의는 외무부가 수행한다는 기본입장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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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전달
●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9.1.23. 코트라와 사무소 교환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Golanov
소련연방 상의 부회장과 접촉하여 영사기능 행사는 한국 국내법상 정부기관 만이 가능한바,
상호 수락가능한 방식으로의 해결을 제의하면서, 한국정부 입장을 소련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책임있는 정부당국자 간 접촉 필요성을 언급함.

3. 소련연방 상의 서울 주재 사무소 직원의 입국관계
●

주서울 소련 상의사무소에 부임할 요원 3명에는 소련 공산당 요원과 외무부 요원 등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정부인사 2명이 포함됨.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은 소련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나 연방 상의
사무소 근무목적 입국 시에는 외교관 체류자격으로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으며, “외국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따른
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할 방침을 통보하면서, 소련 측에 전달을 지시함.
- 1989.3.21. 주일본대사관 직원은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 시 상기 입장 통보

4. 제45차 에스캅 총회 참석 계기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9.3.27.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을
접촉하여 소련 측이 금명간 서울과 모스크바에 개설될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 부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코트라에 영사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동 문제는 양국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90-0258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3 1989.4-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7 / 1-259

1989.4~8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 상공회의소 주한 사무소(서울)가 1989.4.3. 개설됨에 따라 동 사무소 개설 기념 리셉션이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등
- 소련 측: Malkevich 연방 상의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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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4.4. Malkevich 소련연방 상의 회장과 조찬을 갖고, 한･소련
영사기능 행사문제에 관해 협의함.
●

홍순영 차관보 언급요지
- 정부･비정부 기관의 구분이 뚜렷한 한국 법체계상 비정부 기관인 코트라에 영사기능 부여는
불가
- 양국정부 간 합의와 영사 인가장 등 필요한 절차 없이 주한 상의사무소의 영사기능 행사는
불가

●

소련 측 언급요지(Malkevich 회장 및 Golanov 부회장)
- 코트라･상의사무소 설치와 영사기능 부여 결정은 대북한 관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
사고’에 따른 지도층의 결단으로 가능하였음.
- 코트라에 동 기능 부여가 어렵다면 권한있는 관리 파견 등의 방법을 검토 요망
- 영사기능 미 합의시 양사무소는 경제관계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되나 이는 양국관계 진전에
있어 일보 후퇴를 의미함.

3. 코트라 주모스크바사무소가 1989.4.13. 개설됨.
4. 민･관 통상사절단 일원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재섭 구주국 심의관은 1989.7.10.~11.
Fadeev 소련 외무부 아시아사회주의국가국 부국장, Pogrebnoy 영사국 부국장과 각각 비공식
면담을 갖고 영사기능문제 등을 협의함.
●

양측은 양국정부 간 합의절차를 거쳐, 코트라 및 소련연방 상의사무소 내 별도 영사업무담당
부서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

제2차 협의 개최에도 합의하였으며, 영사기능 수행문제와 아울러 양국관계 발전 추진방안도
논의하기로 합의함.

90-0259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4 1989.9-11.1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8 / 1-254

1989.9~11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연방 상의 주한 사무소 면세특권 부여문제
●

경위
- 1988.11월 코트라, 외무부에 소련연방 상의와의 업무협력협정(안)을 송부한바, 외무부는
면세특권은 정부간 합의에 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권능있는 기관에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통보
- 1988.12월 코트라, 임의로 소련연방 상의와 면세혜택 부여 내용의 ‘업무협력 부칙’에 서명
- 1989.1월 외무부는 상기 합의로는 면세혜택이 불가하다는 입장 통보

●

외무부 입장
- 코트라･소련연방 상의사무소를 ‘대사관 및 공사관에 준하는 기관’(관세법 27조)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면세혜택 부여 곤란
･ 소련연방 상의사무소는 소련 정부가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관
- 코트라･소련연방 상의사무소를 ‘대사관 및 공사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하면 소련 측이
추후 영사기능 행사 주장도 가능

2. 민형기 구주국장은 1989.9.21. Nazarov 소련연방 상의 소장을 면담한바, Nazarov 소장은
면세혜택은 비록 코트라와 합의한 사항이나, 소련 측으로서는 한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불편해소 대책마련을 요청함.
●

민형기 국장은 면세혜택은 국내법상 귀 사무소를 대사관이나 공사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
해야만 부여 가능한 난점이 있다고 하고, 귀 사무소가 소련을 대표하는 공식기관임을 소련
정부가 공인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언급함.

3. 소련 정부는 1989.10.23.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제2차 한･소련 외무부 간 협의를 제의한바,
양측은 11.14.~16.(필요시 연장)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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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60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5 1989.11.11.-3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9 / 1-148

1989.11.14.~17. 싱가포르에서 제2차 한･소련 외무부 간 협의를 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재섭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

●

소련 측: Fadeev 아시아사회주의제국국 부국장

2.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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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1.17. 합의의정서 서명, 영사처 상호설치 합의

3. 합의의정서 내용
●

사무소 명칭 및 성격: 주소련 코트라사무소와 주한 소련연방 상의사무소에 양국 외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영사처(Consular Department) 설치

●

기능: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 주재국내 자국민 보호, 비자발급 및 경제, 통상, 문화, 과학관계
증진 등 일반적 영사기능

●

직원 직명: 영사관(officer of the Consular Department), 영사 신분증 발급

●

구성 인원: 우선 3~4명의 외무부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증원

●

특권･면제: 주소련 코트라 및 주한 소련연방 상의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 영사기능 수행건 타결의 일부로 동건 처리

●

기타 합의사항
- 합의서 발효: 서명 30일(12.17.) 이내, 도쿄 주재 양국 대사관 간 공한 교환방식으로 통고
- 영사관 파견 시기: 합의의정서 발효 후 30일 이내
- 대외발표: 합의의정서 발효일에 영사처 설치 합의 사실만 발표

90-0261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6 1989.1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10 / 1-210

한･소련 영사처 설치 합의의정서 관련 구상서가 1989.12.8. 교환되고 동 의정서가 발효됨.
1. 외무부는 1989.12.2. 주모스크바 대한민국 영사처 설치에 관한 문서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

영사처 성격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일종임.
- 관계부처와 협의,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 수립 전단계의 재외공관 형태로 추진

2. 코트라･소련연방 상의 직원에 대한 처우
●

외무부는 재무부 및 관세청에 한･소련 간 영사처 교환설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면세혜택, 수하물 검사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함.

●

또한, 외무부는 상공부에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 타결시 코트라 주소련사무소와 소련연방
상의 주한사무소에 대한 면세문제를 타결한바, 동 사무소에 면세혜택 부여가 가능함을 통보함.

3. 국무회의는 영사처 설치에 관한 한･소련 의정서 서명에 따라 1989.12.7.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의결함.
4. 서현섭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9.12.8. 도쿄시내 도쿄프린스호텔에서 Lizun 주일본 소련
대사관 참사관과 한･소련 영사처 설치 합의의정서 관련 구상서를 교환한바, 동 구상서 교환과 동시에
의정서 효력이 발효됨.
5. 한･소련 양측은 1989.12.8. 한･소련 영사처 설치 합의의정서 관련한 구상서를 교환한 후
동 영사처 교환설치 합의 관련 대외발표를 함.
6. 공로명 주뉴욕총영사가 초대 주소련 영사처장에 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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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62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7 1990.1)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11 / 1-128

1990.1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과의 관계심화 방안 마련
●

외무부(구주국)는 영사처 교환 개설 합의를 계기로 1990.1월 ‘소련과의 관계심화 방안’을
마련함.

●

기본방향
- 정･경 불분리 원칙 견지, 공식관계 우선 추진
- 실질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할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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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장･항공협정 등의 체결로 제반교류 공식화 추진
- 경제･통상 관계증진을 통한 상호의존관계 심화 및 실리추구
- 학술･문화･체육 등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

2. 주모스크바영사처 개설 준비
●

사무실 및 주택 확보, 고용원 고용, 통신망 확보, 보안 시설, 파우치 개설, 은행구좌 개설, 차량
구입, 기타 공관집기 및 비품구입, 특권･면제혜택 범위 및 내용 등

3. 주모스크바영사처 창설요원 부임
●

외무부는 1990.1.13. 주모스크바영사처 창설요원으로 서현섭 외무서기관과 백주현 외무
사무관을 발령하고, 1.20. 동 영사처 개설훈령 재가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

주일본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련 측은 창설요원 입국비자는 여권상 외교관비자를 발급하기로
하고, 창설요원은 1.30. 부임함.

90-0263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8 영사처 상호 개설)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4 / 12 / 1-273

주모스크바영사처 개설 및 주한 소련영사처 개설에 관한 내용임.
1. 주모스크바영사처 직원 부임 통보
●

서현섭 영사는 1990.2.1. 파그레브노이 소련 외무성 영사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부임을 통보하고
영사처장 대리 명의의 Zelenov 외무성 영사국 국장 앞 공한을 전달함.
- 아울러, 영사처 사무실, 처장 관저 및 직원주택 확보에 협조를 요청한바, 소련 측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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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태우 대통령은 1990.2.19. 공로명 대사 임명장 수여시,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중점을
두어 영사처 활동을 최우선 지원할 것”과 “영사처장 이하 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소매를 걷어 부치고 소임완수에 진력할 것” 등을 지시함.
3. 외무부는 소련 외무부로부터 1990.2.20.자 영사인가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2.22. 주모스크바
영사처를 공식 개설하고 업무를 개시함.
●

소련 측이 적정 건물을 물색하여 줄 때까지 코트라 주소련사무소 내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개시

4. 외무부는 1990.2.19. 공로명 주모스크바영사처장을 발령하고, 동 처장은 3.2. 부임함.
5. 주한 소련영사처가 1990.3.19. 개설됨.
●

Sirotyuk 주한 소련영사처장 대행이 1990.2.24. 부임하여 2.28. 외무부 손훈 의전관을 면담
하여 부임통보 공한을 전달함.

●

외무부는 3.19.자 박건우 의전장 명의 Sirotyuk 주한 소련영사처장 대행 앞 영사인가 공한을
발송하고 영사업무 개시를 인가함.

90-0264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9 1990.2-5)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1 / 1-281

1990년 중 한･소련 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일련의 고위급 접촉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소련과의 외무장관회담 제의
●

1990.2.15.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중국, 소련과의 관계개선 추진책의 일환으로 KBS TV 회견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외무장관회담을 공개 제의함.
- 제의배경: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추진과 최근 국제화해 추세를 바탕으로 중국･소련 간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시기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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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2.22. 주일본대사에게 소련대사관 접촉시 한･소련 외상회담 제의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바, 유병우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2.23. Lizun 주일본 소련대사관 참사관에게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소련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한･소련 외무차관회담(New York)
●

유종하 외무부차관은 유엔총회 참석 계기 1990.4.24. Obminskiy 소련 외무차관(국제담당)을
면담함.
- 유종하 차관, 주소련영사처장 활동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개최,
한･소련 수교 협의 개시 및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설명
- Obminskiy 차관,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문제 관련, 귀국하여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에게 보고하겠다고 언급하고, 주소련영사처는 단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함.

3.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구두 회답메시지 전달
●

공로명 주소련영사처장은 1990.4.17. G. Kireyev 소련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면담하여 최호
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앞 서한을 전달함.

●

동 국장은 5.11. 공로명 영사처장에게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최호중 장관 앞 구두 회답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주요 메시지 내용
･ 양국간의 관계와 저촉 증진에 대한 희망 표명에 동감함.
･ 상호주의 원칙하에 주모스크바영사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양국 외무장관회담 제의는 양국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90-0265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0 정부대표단 방문, 1990.8.2.-7.(사전준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2 / 1-303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정부대표단이 1990.8.2.~7. 소련을 방문함.
1. 교섭활동 지시
●

외무부는 1990.4.14. 주모스크바영사처장에게 정부대표단 파견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각계와의 교섭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함.

●

주모스크바영사처장은 마르티노프 IMEMO 소장, 쿠나제 IMEMO 연구원, 부르텐츠 당 국제국
수석 부부장, 키레예프 외무성 사회주의 국장, 코즈레프 국제기구 국장 등을 면담하고 정부대표단
방문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2. 대소련 교섭 방안 마련 및 대소련 협의 지시
●

외무부는 1990.4월 대소련 교섭 기본계획(안), 한･소련 수교 교섭 의제(안) 및 한･소련 수교
교섭 자료(안)을 작성함.

●

외무부는 5.9. 주모스크바영사처장에게 한･소련 수교 교섭 관련 기본적인 계획안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련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주모스크바 영사처장은 6.21. Dobrynin 소련 대통령 고문을 면담하여 정부대표단 파견 용의를
표명하고, 동 계기에 한･소련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수교시기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3.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대소련 교섭단 파견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서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전달한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7.6.자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8월 초 정부대표단의 소련 파견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90.7.16. 주모스크바영사처장에게 사절단(안) 및 방문 희망시기 등을 통보하고 소련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5. 외무부는 1990.7.24. 한･소련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대표단 임명(정부훈령 포함)에 관한 재가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 공식대표단: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종휘 외교안보비서관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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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66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1 정부대표단 방문, 1990.8.2.-7.(결과보고))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3 / 1-194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정부대표단의 1990.8.2.~7. 소련 방문결과임.
1. 주요 일정
●

전체회의: 1990.8.2. 및 8.3.

●

핵심 대표자 회의
- 제1차 회의(8.2.)
･ 한국 측: 김종인 수석, 김종휘 보좌관, 공로명 영사처장
･ 소련 측: 마슬류코프 부수상, 도브리닌 고문, 말케비치 소련연방 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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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회의(8.3.)
●

별도 회의(8.2.): 김종휘 보좌관과 도브리닌 고문 간 회의로서, 수교문제 및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방한 추진 문제 등 협의

●

분야별 회의(8.2.~7.): 양측 관계기관 간 경제분야별 협력방안 협의

2. 회의 결과
●
●

제2차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 개최 합의(9월 중, 서울)
정무 관계
- 수교 문제
･ 한국 측은 금년 중 수교 타결 희망 피력
･ 소련 측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교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시기라는
입장 표명

●

경제 관계
- 경협문제에 대한 쌍방입장 개진
･ 소련 측은 경협문제 진전을 통한 관계정상화 달성 의지 표명
･ 한국 측은 조속한 관계정상화를 위해 상호보완적 경협 잠재력 가시화 용의 표명

●

경제관계협정 체결 추진
- 한국 측은 무역,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 어업,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 제시
- 소련 측은 경제협력 프로젝트 제시
- 한국 측은 관민 합동조사단 파견 계획 통보

90-0267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2 정부대표단 방문, 1990.8.2.-7.(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4 / 1-216

1990.8.2.~7. 소련을 방문한 정부대표단의 소련 방문자료임.
1. 교섭 자료
●

한･소련 수교협의에 대비한 국제법 및 조약관계 검토자료

●

방소 대표단 참고자료

●

면담대상자 인적사항

2. 면담 자료
●

도브리닌 대통령 고문 면담자료

●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면담자료

●

프리마코프 대통령위원회 위원 면담자료

●

체르나예프 외교보좌관 면담자료

●

고르바초프 대통령 예방자료

3. 연설문
●

한･소련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대표단 방소 교섭 시 기조연설문(안)

●

한･소련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대표단 방소 교섭 시 폐회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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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68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3 외무장관회담, 1990.9.30.(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5 / 1-237

한･소련 외무장관회담이 1990.9.30. 유엔에서 개최됨.
1.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추진
●

1990.9.4.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블라디보스토크 회의 연설 후 외교단을 위한 좌담회
계기 공로명 주모스크바영사처장이 1990년 유엔에서의 한･소련 정상회담을 상기시킨바,
동 장관은 뉴욕에서 회담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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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소련 외무장관회담(1990.9.30., 유엔본부)
●

정상간 상호 문안인사 전달

●

수교 시기 합의
- 소련 측은 1991.1.1.자 수교를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이 수교원칙에 합의한 이상 바로
(9.30.부) 수교할 것을 강력 제의하자, 소련 측은 9.30. 수교에 동의

●

정상간 교환 방문
- 한국 측, 노태우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 초청과 연내 소련 공식 방문 의향 전달
- 소련 측,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보고 후 외교경로를 통해 결과 회신 약속

●

유엔가입 문제
- 소련 측, 유엔문제 관련 남북한의 우선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한･소련 수교
결정이 남북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기타 합의사항
- 양국 외상이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하기로 하고, 구체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해 추후 협의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빠른시일 내 대사를 임명하고 정상간 교환방문 문제 등 사항을 협의
하기로 합의

3. 양국은 1990.9.30. 외무장관회담 후 한･소련 수교에 관한 공동코뮤니케에 서명하고 내외신 기
자회견을 함.
4. 외무부는 1990.10.1. 주모스크바영사처장에게 양국간 수교 합의 관련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함.

90-0269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4 외무장관회담, 1990.9.30.(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6 / 1-182

1990.9.30. 개최된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관련 자료임.
1. 회담 준비자료
●

각실･국이 송부한 자료

2.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자료
●

인사말

●

한･소련 관계정상화

●

정상 교환방문

●

양국 실질관계증진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 남북한 관계
･ 남북대화
･ 대전차 장벽(소련 측 거론 예상)
- 유엔가입 문제
-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

아태지역 협력(소련 측 거론 예상)
- 아시아안보협력체
- APEC(아태각료회의)

●

기타
-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소련 측 거론 예상)
- 주한 소련인 여행제한 완화문제(소련 측 거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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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70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5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5 / 7 / 1-238

1990.9.30. 개최된 한･소련 외무장관회담과 양국 간 수교합의에 관한 각국 반응임.
1. 각국 반응
●

미국
- 국무부 구주국 대변인은 한･소련 수교는 우리가 고무해 온 환영할만한 발전이라고 논평함.

●

영국
- 외무성은 주영국대사관에 “한･소련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 충심으로
축의를 표시한다”는 논평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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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외무성 동아시아 국장, 한국･소련 간의 수교는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쾌거로서
이를 충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소련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여 조기 수교에
합의하게 된 것으로 평가함.

●

프랑스
- 외무성 대변인은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 소련이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발표된 9.30.자 외교관계 수립에 만족을 표시하며, 한･소련 수교 결정이 제2차 대전 후
긴장관계를 청산하는 현 국제화해 분위기에 부합함은 물론 최근 재개된 남북한 정치대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논평함.

●

중국
- 신화사통신은 10.1. 새벽 한･소련 수교 공동코뮤니케 서명과 양국 외무장관 기자회견에 관해
보도함.

2. 북한 반응
●

조선중앙통신은 1990.9.19. 동일자 민주전선을 인용하여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소련･북한
외상회담 시 김영남 외상이 한･소련 수교는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허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90-0271

[아프리카지역]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대책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15 / 8 / 1-162

1988~90년 중 아프리카지역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아프리카 미수교국 현황(1990.5.1. 현재) 및 수교 교섭
●

미수교국 현황
- 아프리카 44개국 중 12개국
- 토고, 잠비아, 모잠비크, 부룬디, 탄자니아, 베냉, 앙골라, 콩고, 말리, 세이셸, 짐바브웨, 남아공

●

미수교국 수교교섭 문제점
- 과도한 경협지원 요청, 기존 집권세력의 친북한 성향, 북한의 집요한 방해 책동

●

수교후 단교한 국가 현황 및 단교 사유
- 토고(1974.6월 단교):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내 외국군의 주둔이 통일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구실이나, 내면상으로는 북한의 대규모 원조 공세에 기인
- 베냉(1975.10월 단교): ‘사회주의 혁명국가’ 선언 후 공산권과의 관계강화

●

미수교국의 대한국 태도
- 수교에 앞서 경협관계 증진 희망: 모잠비크, 탄자니아, 콩고, 짐바브웨, 잠비아, 말리
- 대한국 경협관계를 희망하나 공식 수교는 불원: 토고, 베냉
- 대한국 관계개선에 소극적 입장 고수: 앙골라, 부룬디, 세이셸
- 기타: 남아공

●

대아프리카지역 외교강화방안
- 7･7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문호개방정책 추진
- 한국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실질협력 제공
- 민간분야의 경협 및 통상관계 확대 유도
- 무상원조 및 대외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
- 유력인사 및 언론인 방한 초청 지속적 추진

2. 한･모잠비크 관계개선 추진
●

추진 현황
- 1988.10월 민간 수산협력교섭단 파견, 시험조업계약 체결
- 1989.5월 대림수산 소속 어선 1척 시험 조업 및 비동맹 Africa 기금원조(20만 달러 상당
비전투 일반 활동용 구두)

●

수교 교섭추진
- 한국 측은 수교교섭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한 바 있으나, 모잠비크 측에서 거부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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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72

수교 동구국가와의 관계심화 방안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5 / 9 / 1-56

1990년 중 수교 동구국가와의 관계심화 방안에 관한 내용임.
1. 대상국
●

헝가리, 폴란드, 유고,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2. 관계심화의 필요성
●

북방외교의 지속적 추진
- 중국, 소련과의 조기 수교 분위기 조성 및 남북한 간 신뢰 구축과 북한의 개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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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 특수성 최대 활용
-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도입 관심 지대
- 정치,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관계심화 기회 최대 활용

●

실질관계 증진을 통한 실익 도모
- 유엔가입 추진, 비동맹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

3. 관계심화 방안
●

기본 방향
- 개혁단계 등 국가별 특수성 감안 추진
･ 헝가리, 폴란드, 체코: 다당제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지향 등 개혁선도국
･ 유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유지 추구 및 비동맹 외교 중추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부분적인 정치 및 경제개혁 추구
- 주요 인사 상호교류 중점 추진을 통한 관계 심화 가속화
- 통상･경제협력, 홍보문화 교류 등 각 분야 실질협력 강화
- 제도적 협력장치 강구를 통한 체제 및 제도상의 차이 극복

●

세부 추진방안
- 정상, 외무장관, 의회 인사 등 주요 인사 교류확대
- 정부간 협정, 각종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유엔, 비동맹,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경제･통상협력 강화: 경제･투자사절단 파견, 경제개발 경험 전수
- 문화･체육･학술･예술 등 비정치적 교류확대
- 주동구 및 주한 상주공관 활동 지원

90-0273

한･유고슬라비아 관계개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15 / 10 / 1-60

1989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관계개선 동향임,
1. 한･ 유고슬라비아 수교 추진
●

한･ 유고 양국은 1988.9월(유엔) 및 1989.1월(파리) 양국 외무장관 합의에 따라 주유엔대표부를
접촉창구로 하여 양국간의 관계개선 문제를 협의하기로 결정함.

2. 유고슬라비아 외교관 접촉
●

1989.5.4. 주유엔대사는 1989.5.4. Kotevski 주유엔 유고대표부 공사를 접촉하여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바, 동인은 유고 정부가 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함.

●

1989.5.19.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계관은 5.19. D. Gajik 주인도네시아 유고대사관 참사관을
접촉하여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수교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유고는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비동맹국가로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북한의 반대가 집요
하여 한국과 수교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

3. 한･유고슬라비아 합작 호텔 건립 추진
●

주캐나다대사는 1989.2.20. 주캐나다 유고대사가 9월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신규호텔 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의 참가를 요청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함.

●

외무부는 2.27. 합작투자에 대한 보장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는 회수불능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비하므로 한국 민관사절단의 유고 방문 시 유고 측에서 동 건을 거론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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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74

국교수립 - 잠비아, 1990.9.4. 전6권 (V.1 1975-80)
생산연도

1975-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5 / 11 / 1-303

1975~80년 중 한･잠비아 간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동향임.
1. 한국의 대잠비아 수교 의사 전달
●

한국은 1964.10.24. 잠비아가 독립하자 잠비아를 승인하고, 외교관계 수립 추진 협의를 위해
잠비아 독립 경축사절단을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잠비아 측은 접수를 거절함.

●

11월 주영국대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Kaunda 잠비아 대통령의 유럽 방문기회에 동 대통령을
면담, 한국의 수교희망을 전달하였고 동 대통령은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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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본대사관을 통한 교섭
●

외무부는 1975.2.24. 주일본대사관에 Mwaanga 잠비아 외상의 1975.2.26.~3.1. 일본 방문
시 일본 측이 한･잠비아 외교관계 수립 교섭을 측면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일본 외무성은 3.1. 한･잠비아 외교관계 수립 의사를 Mwaanga 외상에게 전달하였으나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주일본대사관에 알려옴.

●

주일본 잠비아대사는 1979.3.30. 오재희 주일본대사관 공사와 접촉 계기, 한･잠비아 간 국교
수립을 수차례 잠비아에 건의했다고 함.

●

외무부는 9.6.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주일본 잠비아대사의 방한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국교가
없어 한국 방문이 어렵다고 함.

●

이상진 주일본공사는 1980.9.18. Kaunda 잠비아 대통령의 1980.9.17.~21. 방일시 수행한
Zimba 잠비아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한･잠비아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한바, 동 차관은 Kaunda
대통령에게 한국입장을 보고하겠다고 함.

3. 주케냐 및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을 통한 교섭
●

Kasutu 주코트디부아르 잠비아대사는 1977.1월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1974년 이래 한국과의
수교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 Kaunda 대통령이 한국에 특사파견을 승인했다고 함.

●

주케냐대사는 8월 주케냐 잠비아대사를 접촉, 코트라 설치를 제의한바, 동 대사는 양국 외교관계
부재로 어렵다고 함.

4. 잠비아의 한국인 입국 거부
●

1978.1월 잠비아 주최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위한 한국인의 사증 발급신청에 대해 잠비아 측은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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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2년 중 한･잠비아 간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동향임.
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을 통한 교섭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81.1.9. Kamwana 주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대사를 면담, 양국관계
개선 희망을 전달하고 동 대사는 본국정부에 한국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함.

●

주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대사는 12.29.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 시, 잠비아 외상 훈령에 의한
공한을 전달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은 계속검토 한다는 선에서 결정되었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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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본대사관을 통한 교섭
●

주일본 잠비아대사는 1981.2.3. 주일본대사 면담 시 사견임을 전제로 양국 수교 부재는 한반도
분단 영속화 가능성에 있다는 잠비아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하다고 언급

●

10월 주잠비아 일본대사는 한국측의 요청으로 잠비아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면담, 잠비아가
한국과 경제협력을 갖는다면 잠비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동 국장은 북한과의
관계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함.

3. 주케냐대사관을 통한 교섭
●

주케냐대사는 1981.4.23. Chinyonga 주케냐 잠비아대사대리를 면담, 한국의 문호개방정책,
아프리카 인종차별 반대입장을 설명하고, 잠비아 박람회에 한국의 참가 및 선수교, 후경제협력
원칙하에 양국관계 개선 희망을 전달함.
- 동 대사대리는 친선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하고 본국정부에
한국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함.

●

주케냐대사는 8.22. 잠비아 정부는 5월 정부전복 음모 가담자 체포, 7월 광산노동자 파업 등
불안한 국내정세와 북한의 책동 등으로 양국 수교 추진에 별 진전이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Mung'Omba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방한
●

한국대표단은 1982.5.5. 잠비아 루사카 개최 AFDB 연차총회 참석시 잠비아 국적의
Mung'Omba 총재의 방한을 초청한바, 동인은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주요인사와 면담함.
- 동인은 11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참석 계기에
Kaunda 잠비아 대통령을 면담, 한국 대통령의 동 대통령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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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중 한･잠비아 간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동향임.
1. 윤자중 코트라 사장의 잠비아 방문(1983.2.17.~20.)
●

윤자중 사장은 잠비아 박람회 참가 및 코트라지사 설치문제 협의를 위해 잠비아를 방문함.
- 수상, 경제계 유력인사를 접촉, 코트라지사 설치에 협조를 요청한바, 잠비아 측은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함.
- Mulemba 잠비아 부통령을 면담, 한국의 통일방안과 경제현황을 설명하고 양국간 우호관계를
희망한바, 동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심 표명과 수교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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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함.
●

잠비아는 1983.2.23. 코트라지사 설치를 인가함.
- 1982년도 양국 간의 교역(2,809천 달러): 대잠비아 수출 194천 달러, 수입 2,615천 달러

2. 외무부는 1983.4.4. 한･잠비아 수교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1단계: 경제분야에서의 진출을 통해 잠비아 내 한국의 진출거점을 확보
- 코트라지사 설치, 민간기업의 합작투자, 한･잠비아은행 간 청산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증대
여건 조성, 잠비아 박람회 참가 등

●

2단계: 수교실현 추진단계
-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친한 세력이 확보되면 수교에 관건을 쥐고 있는 잠비아 당
중앙위 진북한인사의 중립화와 Kaunda 잠비아 대통령의 측근 인사 방한을 추진

3. 한･잠비아 간 민간기업 협력 추진
●

1983.2월 잠비아 Woodgate Holdings Ltd사 대표인 Kavindele가 대우와 섬유합작 투자협의
및 대한국 구리수출 교섭차 방한

●

4월 대우직원이 잠비아를 방문, 합작 및 투자 시장조사

●

5월 현대직원이 잠비아를 방문, 시장조사

4. 한국은 아래 잠비아 유력인사를 방한 초청함.
●

M.C.Sata 루사카시 재정위원장 겸 국회의원

●

A.B Chikwanda 전직 재무 및 농림부장관

●

Ndalama 전직 토지자원성차관보

●

Liboma 당 중앙위원

●

Mwila 적십자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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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5년 중 한･잠비아 간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동향임.
1. 잠비아의 대한국 수교에 대한 긍정적 검토
●

잠비아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1984.2.14. 대한국 관계개선을 위한 찬성론이 대두됨.
- 1983.10월 재선된 Kaunda 잠비아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친서방 실리외교를 추구하였으나
집권층내 친북 강경파가 대북한 편향입장을 고수하여 한･잠비아 수교 추진에 진전이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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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부의 경제지원 제의
●

주케냐대사는 1984.11.1. 주케냐 잠비아대사에게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제의한바, 동
대사는 양국 최고위층에서 우호이해 감정의 조성 등 정치적인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한국의 제의를 본국에 건의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밖이라고 함.

●

한국 정부는 11.11. Mung'Omba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를 통해 잠비아 외무장관에게는
3년간(1985~87년) 총 150만 달러의 경제기술협력을 제의하였으나, 잠비아 측은 별 반응이 없음.

3. 잠비아 대통령 및 재무상 접촉
●

Mung'Omba 총재는 1984.11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참석 계기에 Kaunda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설명한바, 동 대통령은
남북한을 공히 상대하겠으며 give and take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함.

●

Mwananshiku 잠비아 재무상은 1985.10월 제40차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MF(국제
통화기금)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한국 경제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며 방한 중 느낀 것을 동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함.

4. 제3국을 통한 교섭
●

아베 일본 외상은 1984.11월 잠비아 방문 계기에 Kaunda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잠비아 간의
수교희망을 전달하였으나 동 대통령은 회답을 회피함.

●

Howe 영국 외상의 잠비아 방문 시 수행한 Solesby 영국 국장은 1985.1월 잠비아 외무성 담당
국장 면담 시 동 대통령의 친북성향이 한･잠비아 수교추진에 큰 장애요소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함.

●

주잠비아 일본대사는 12월 동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잠비아 수교희망을 전달하였는바, 동
대통령은 당 주요간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함.

90-0278

국교수립 - 잠비아, 1990.9.4. 전6권 (V.5 1986-89)
생산연도

1975-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6 / 3 / 1-273

1986~89년 중 한･잠비아 간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동향임.
1. 주케냐대사관 교섭
●

잠비아 정부는 1986.1.21. 주케냐 잠비아대사관을 통해서 한국과의 통상관계 개설을 희망하며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사증을 발급하겠다고 통보해 옴.

●

주케냐대사는 86 루사카 박람회(1986.3.10.~13.) 참관 계기에 잠비아를 방문, 재무차관 및
당 중앙위원들을 접촉하고 양국간 관계개선에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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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냐대사는 1988.3.28.~30. 잠비아를 방문하여 Kaunda 대통령 면담, 잠비아 축구팀의
한국대통령배 경기(1988.6.14.~25.) 참가 초청장과 남남협력에 기초한 양국협력 증진의사를
전달함.
- 이에 대해 동 대통령은 잠비아 외무장관의 방한을 지시

2. 잠비아 외무장관의 방한 추진
●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4.4. Mwananshiku 잠비아 외상 앞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6.8. 동인은 잠비아 대선과 총선일정으로 한국 방문이 어렵다고 답신

3. 정상간 친서교환
●

Kaunda 대통령은 1988.1.7.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울올림픽 관련 친서를 송부함.

●

노 대통령은 4.14. Kaunda 대통령 64회 생일 축전을 송부

4. 한･잠비아 수교 추진방안
●

Sata 잠비아 국회의원(루사카 주지사)은 1988.7.24. 주케냐대사 면담 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Kaunda 대통령과 김일성와의 친분관계로 잠비아의 대한국 관계를 급격히 변경하기는 어려움.
- 6월 잠비아 축구팀의 방한 등 향후 체육교류 축적을 통하여 양국간 통상사절단 교류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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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잠비아 간의 외교관계가 1990.9.4. 수립됨.
1. 경위
●

1990.4.5. 주케냐대사는 주케냐 잠비아대사를 접촉, 잠비아 대통령 및 외상 앞 수교희망 서한을
전달

●

1990.4.26. 주케냐 잠비아대사는 양국 수교 결정을 공식통보

●

1990.7.24. 주케냐 잠비아대사는 주케냐대사에게 한반도 상황 검토후 실질관계 수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 예정이라는 요지의 잠비아 Kaunda 대통령 친서를 전달

●

1990.8.21. 노태우 대통령은 조기 수교를 희망한다는 답신 송부

●

1990.9.4. 주케냐대사와 주케냐 잠비아대사는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

2. 수교 의의
●

잠비아는 남부아프리카 사회주의 전선국가(Frontline States) 중 북한 단독 수교국(1969.4월)
으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수교함.

●

한･잠비아 수교는 사회주의 미수교국인 앙골라, 탄자니아, 짐바브웨, 모잠비크에 대한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잠비아는 세계 4위의 동광보유 등 자원부국으로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가능성도 다대할
것으로 전망

3. 향후 조치사항
●

잠비아 외상 방한 초청, 관민경제사절단 파견,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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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제리대사관을 1990.4.3. 개설함.
1. 교섭 경위
●

1989.6.26. 노영찬 대통령 특사, 알제리 방문 시 1989년 말 수교원칙 합의

●

1989.12.14. 노영찬 외무부장관 특사, 유엔에서 알제리 외무장관과 수교일정 협의

●

1989.12.29. 알제리 측, 북한에의 특사 파견을 이유로 1990년 초 수교 발표 희망

●

1990.1.15. 유엔 주재 양국대사관 수교 공동발표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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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알제리 상주대사관 개설(1990.4.3.)
●

명칭 및 위치
- 주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공관청사 확보 시까지 알제 소재 오라시 호텔에 임시사무실 설치

●

공관장
- 대사대리로 배상길 참사관 임명 파견(3.16. 현지 부임)

●

주한 알제리대사관 개설
- 알제리 측은 1990년 상반기 중 주한 상주 또는 겸임공관 설치여부 결정 계획

90-0281

재외공관 설치 -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1990.6.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6 / 6 / 1-274

1990.3월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에
따른 상주공관 개설 관련 내용임.
1. 동유럽 미수교국과의 대사관 개설의 필요성
●

북방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 확보

●

전통적인 친소련, 친북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증진

●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분위기 조성 및 북한의 개방 간접 유도

●

관계심화를 위한 직접 교류 공식 창구 구축

2. 주체코･주불가리아･주루마니아대사관 개설
●

외무부는 한･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1990.3.22. 발효)에
따라 프라하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
- 최승호 참사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임명, 파견하여 6.13. 체코 외무부에 공관개설 사실을 통보
하고 프라하 소재 프라하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식적인 공관업무를 개시

●

외무부은 한･불가리아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1990.3.23. 발효)에 따라
소피아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
- 방병채 참사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임명, 파견하여 6.13. 불가리아 외무부에 공관개설 사실을
통보하고 소피아 소재 뉴오타니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식적인 공관업무를 개시

●

외무부는 한･루마니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1990.3.30. 발효)에 따라 부쿠레슈티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
- 채수동 참사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임명, 파견하여 6.13. 루마니아 외무부에 공관개설 사실을
통보하고 부쿠레슈티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식적인 공관업무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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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82

재외공관 설치 - 구주공동체(EC) 대표부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통상2과 / 서구1과

MF번호

2020-16 / 7 / 1-236

1988∼90년 중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가 주벨기에대사관으로부터 분리･설치됨.
1. 주벨기에대사는 1988.1.19. 1988년도 업무계획 및 경제통상외교 추진계획 보고에서 주EC대표부
분리･설치를 건의하면서 소요 인원 및 예산을 보고함.
●

분리 필요성
- 한･EC 간의 교역관계 양적 확대에 따른 EC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정지, 반덤핑
제소 등 통상마찰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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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8.2.6. 국제사회에서 EC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EC 관계가 정치, 경제,
통상 등 제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EC 외교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독립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

주EC공관 분리･설치 필요성
- EC의 1992년내 연내단일시장 추구 등 EC의 중요성 증대
- 한･EC 간 교역급증 및 통상마찰 대비 등

3. 주EC대표부 창설요원이 1988.11.21. 현지에 부임함.
4. 외무부는 1989.2.3. 주EC대표부 분리개설에 따른 업무분장을 결정함.
●

주EC대표부
- 대EC 통상교섭, EC 대내외 경제통상 정책 동향수집 및 협력증진
- EC 일반동향, 대구주 의회 관계 등

●

주벨기에대사관
- 벨기에와의 정무, 경제, 문화 등 양자관계
- 대나토 업무, CCC(관세협력이사회) 업무 등

5. 권동만 주EC대사는 1990.3.21. 부임하여 4.5. J. Delors EC 집행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위원장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EC 관계가 더욱 증진하도록 차
별적인 지적소유권문제 등 현안문제의 해결을 강조함.

●

5.7. Collin EC 이사회 의장에게 신임장 제정

90-0283

재외공관 설치 - 헝가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6 / 8 / 1-244

1988.10월 주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에 이어 1989.2.1. 대사관으로 승격됨.
1. 한국 정부는 1988.9.13. 발효한 한･헝가리 간 상주대표부 설치협정에 의거, 헝가리와의 제반
분야 관계증진과 외교관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상주대표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함.
●

설치 필요성
- 양국간 공식관계 수립에 따른 협력증진 및 외교관계 수립 조기실현
- 북방외교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양국간 교역증대 및 경제협력 추진
- 대동구권 경제진출, 자원공급망 확보 거점으로 활용

2. 주헝가리 상주대표부가 1988.10.25. 개설된바, 대사대리인 함명철 참사관은 Varkonyi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을 전달하고 상주대표부 개설을 통보함.
●

명칭
- 주헝가리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상주대표부

●

관할구역
- 헝가리 뿐만 아니라 여타 동구국가도 외교 및 영사관할구역에 포함

3. 주헝가리 상주대표부는 1989.2.1. 대사관으로 격상되었으며 한탁채 초대대사가 부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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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84

재외공관 설치 추진 - 주Bombay총영사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6 / 9 / 1-16

1. 주인도대사는 1978년 이래 주봄베이총영사관 설치를 추진하여 왔는바,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대인도 실질협력 기대 상승, 올림픽으로 인한 이미지 고양과 냉전 해체에서 기인한
세계적 화해 추세 등을 고려하여 봄베이총영사관 설치를 1990.1.15. 외무부에 건의함.
●

설치 필요성
- 효과적인 대인도 외교업무 수행
- 상공업, 금융중심지로서의 봄베이
-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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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위
●

1978.3월 주인도대사의 설치 건의

●

1978.4~5월 외무부의 승인 및 교섭 지시

●

1978.5월 인도 외무부의 미온적 반응

●

1978.10월 추진 보류

90-0285

재외공관 설치 - 몽골, 1990.6.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16 / 10 / 1-82

주몽골대사관이 1990.6.18.자로 개설됨.
1. 주몽골대사관 창설요원으로 발령된 최용삼 참사관 및 권용규 서기관은 1990.6.12. 울란바토르에
부임함.
2. 주몽골대사관이 1990.6.18. 울란바토르에 개설되었는바, 최용삼 대사대리는 동일자에 다시다와
몽골 외무차관을 예방, 외무부장관의 서한을 전달함.
●

동 차관은 대사관 개설로 양국간의 제반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몽골 외무장관의
방한 문제, 경제기술협력, 무역 및 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을 요청함.

3. 몽골 국영방송국 및 최대 일간지 Unen 등은 1990.6.18. 주몽골대사관 개설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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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86

재외공관 설치 - 나미비아, 1990.6.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6 / 11 / 1-51

주나미비아대사관이 1990.6.18.자로 개설됨
1. 한･나미비아 외교관계 수립
●

송학원 본부대사가 나미비아를 방문, 1990.3.28. 나미비아 외무장관과 수교의정서에 서명하면서
나미비아 독립기념일인 1990.3.21.자로 소급 수교함.

●

독립후 전선국가 그룹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나미비아와의 수교는 여타 사회주의 전선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좋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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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관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
●

신설공관 관할구역 조정, 직원 확보 및 특수지 지정 등 조치

●

주나미비아대사관 개설 훈령 및 장관 명의 소개서한 지참

●

공관창설 요원 도착

●

공관구좌 개설

●

임시사무실 개설

●

통신망 및 국제전화 개설

3. 주나미비아대사관 개설
●

창설요원은 1990.6.18. 나미비아 외무부에 장관 명의의 나미비아 외무장관 앞 서한을 전달함.

●

또한, 나미비아 외무부에 대사관 위치 등 개설을 통보하고 외교단에도 통보함. 아울러, Press
Release도 배포함.

●

주나미비아대사는 12.1. 외무부에 신청사에 입주하였음을 보고함.

90-0287

재외공관 설치 - 폴란드, 1989.11.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6 / 12 / 1-163

폴란드에 1989.11.27. 상주공관을 개설함.
1. 외무부는 1989.11.1. 한･폴란드 정부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바르샤바에 상주
공관 개설을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획득함.
2. 주폴란드 상주공관 개설 필요성
●

정치적 측면
- 한･폴란드 외교관계 수립에 따른 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
- 북방외교 추진 거점공관으로 활용

●

경제적 측면
- 양국간 교역증진 및 경제협력을 통한 실익 확대
- 대동구권 경제진출 거점으로 활용

3. 외무부는 1989.11.15. 최병효 참사관을 대사대리로 임명, 파견하여 11.27. 폴란드 외무부에
공관개설 사실을 통보하고 바르샤바 소재 메리어트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설치, 공식적인 공관
업무를 개시함.
●

외교 및 영사 관할구역: 폴란드 및 소련, 동독,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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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88

재외공관 설치 - 소말리아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6 / 14 / 1-27

주소말리아대사관이 1987.12.31. 개설됨.
1. 주소말리아대사관 개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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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9.26.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87.12.16. 공관 창설 직원(김수동 1등서기관) 소말리아(모가디슈) 부임

●

1987.12.31. 주소말리아대사관 공식 개설(강신성 초대 대사)

2. 개설 의의
●

동부아프리카 요충지 교두보 확보를 통한 아프리카 여타 사회주의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기반
조성

●

소말리아 인근 해역 원양어업 진출 확대, 상품수출 및 인력진출 증대 도모

90-0289

재외공관 설치 - 소련, 1990.10.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16 / 15 / 1-100

주소련대사관을 1990.10.30. 개설함.
1. 한･소련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
●

한･소련 외무장관은 1990.9.30.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9.30.자로 양국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함.

2. 외무부는 1990.9.30. 한･소련 수교에 따라 주소련대사관 설치계획을 보고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함.
●

주소련대사관 설치 및 주소련대사 임명, 공관규모,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등에 관한 내용

3. 주소련대사관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공포
●

국무회의는 1990.10.18.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하고, 10.30. 공포함.

4. 주소련대사관 개설일자
●

주소련영사처장은 국교수립 합의 1개월 후인 1990.10.30.을 대사관 개설일로 할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건의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함.

5. 주소련대사관 개설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외무부는 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한민국대사관을 1990.10.30. 모스크바에 개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6. 공관 직원
●

외무부는 주소련대사관 직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4명의 직원을 충원 실시함.

7. 주소련대사관 행정사항 지원
●

외무부는 공관 개설에 즈음하여 현판, 관인, 서한 양식 및 비품 등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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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90

재외공관 설치 - 유고슬라비아, 1990.2.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7 / 1 / 1-127

유고슬라비아에 1990.2.7. 상주공관이 개설됨.
1. 외무부는 1989.12.27. 유고슬라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1989.12.28. 아래와 같이
필요성을 감안하여 베오그라드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함.
●

정치적 측면
- 한･유고 외교관계 수립에 따른 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
- 대비동맹 및 제3세계 외교 주요 거점공관으로 활용
- 여타 동유럽권 미수교 사회주의국가(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와의 수교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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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
- 양국간 교역증진 및 경제협력을 통한 실익 확대

2. 외무부는 1990.2.5. 이태식 참사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임명, 파견하여 2.7. 유고슬라비아 외무부에
공관개설 사실을 통보하고 베오그라드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설치, 공식적인
공관업무를 개시함.
●

외교 및 영사 관할구역: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90-0291

특정국가 주한공관 위치 제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0-17 / 2 / 1-207

1989~90년 중 특정국가 주한공관 위치 제한에 관한 방침 마련을 위하여 주요국의 공산권
국가 공관(관저 포함) 설치 및 이전 시 주재국의 제한부과 내용, 제한부과의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임.
1. 영국
●

공산권 국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부과하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조약과 국내법인
Diplomatic Premise Act에 따라 여타국가와 동등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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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공산권국가 공관 또는 상주사무소 설치 시 특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공산권 국가 중 소련에 대해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제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나, 현
재로서는 부과할 법적근거 또는 양국간 합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다만, 소련 및 중국과는 양국정부 간 합의하에 상대국 대사관 직원의 인원정원 및 여행 등에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3. 미국
●

대사관 및 관저 등 공용 부동산의 취득, 장기임차, 이전시 적용되는 제한은 공산권, 비공산권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소련 등 일부 국가의 외교관 및 공관 고용원이 주거용 건물 등 사용 부동산을 취득, 임차할 경우
미 국무부 외교공관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 공산권 국가일지라도 유고 등은 주거용 부동산취득 시 제한을 받지 않는바, 제한부과기준은
대상국가와 미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 등 전반적인 관계가 기준이 됨.

90-0292

주한공관 설치 - 불가리아, 1990.9.1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7 / 3 / 1-110

1. D. Donchev 불가리아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1990.6.12.~15.)
●

방한 목적
- 주한 상주공관 개설 협의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관련 의견교환

●

주요 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구주국장 및 국제경제국장 면담
- 공관 건물물색 및 KOEX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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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관보 및 구주국장 면담요지
- 한국 측은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개설준비차 방한을 환영
- 불가리아 측은 공관 건물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협조 용의 표명
- 아울러 상주대사관 개설 이후 각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

2.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상무관실은 1990.9.8. 외무부에 G. Mitov 주한 불가리아대사대리가 9.10.
부임할 예정이라는 구상서를 송부함.
●

Mitov 대사대리는 9.12. 외무부 특전담당관을 면담하고 아래 통보
- 그간 상무관실로 운영되던 주한공관을 9.10.자로 대사관으로 정식개설
- 대사부임 시까지 동인이 대사대리로서 직무를 수행

3. Mitov 주한 불가리아대사대리는 1990.9.21.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함.
●

한국 측은 주불가리아대사관의 공관 및 직원주택 확보에 대해 협조를 요청
- Dimitrov 신임 불가리아 외무장관의 방한문제 협의

90-0293

주한공관 설치 - 엘살바도르, 1990.3.26.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중미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7 / 4 / 1-86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이 1990.3.26. 개설됨.
1. 개설 경위
●

1987.4월 Acevedo 엘살바도르 외무장관 방한 시 상주공관 설치를 언급

●

1989.10.1. 외무부장관이 뉴욕에서 Cristiani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면담 시 상주공관 개설
계획을 확인

●

1990.1.29. 엘살바도르 정부는 주엘살바도르대사관에 Pacas 외무장관 명의 공한으로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결정하고, 초대 상주대사로 Ernesto A. Peralta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 서울에
부임하도록 하였음을 공식 통보

●

1990.3.22.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요원 서울 도착

2.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 개설 및 초대 주한 상주대사 부임
●

1990.3.26. 주한 엘살바도르 상주대사관 개설

●

1990.4.25. Arrieta 주한 상주대사 부임(일본 상주)

329

90-0294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존속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17 / 5 / 1-39

1990년 중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의 잠정폐쇄 결정과 이후 폐쇄 방침을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결정한 내용임.
1.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잠정폐쇄 결정
●

메리다 주한 과테말라대사는 1990.4.17. 과테말라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기구
및 재외공관 축소계획의 일환으로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을 잠정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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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본 과테말라대사가 한국을 겸임, 영사업무는 주한 과테말라 명예영사관에서 담당할 예정임.

2.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존속 결정
●

Rivera 과테말라 외무장관은 1990.4.30. 주과테말라대사에게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의 잠정적
폐쇄방침을 변경,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 주한 상주공관의 폐쇄방침에 대해 과테말라의 주요 정치인, 외무장관, 언론계 인사 등 친한
인사들이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시정을 강력히 건의함.

●

과테말라 정부의 동 대사관 존속결정은 47개 한국기업의 과테말라 진출투자로 과테말라의
수출과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90-0295

주한공관 설치 - 헝가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7 / 6 / 1-193

헝가리는 1988.12.7. 주한 헝가리대표부를 개설한데 이어 1989.2.1. 동 대표부를 대사
관으로 승격시킴.
1. 주한 헝가리대표부 개설
●

외무부는 1988.10.4. 주한 헝가리대표부 설치 관련 임시 체류 숙소, 차량임차 등 헝가리 측
문의사항에 대해 회신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지시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0.6. Kovacs 주오스트리아 헝가리대사관 공사에게 상기사항에 대해
회신

●

헝가리 외무성는 11.4. 한국 참사관을 초치, 실무요원 파견 등 주한 헝가리대표부 창설계획을
홍보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주한 헝가리대표부 창설 요원인 Torzsa 1등서기관이 11.14. 부임

●

헝가리 정부는 11.22. Sandor Etre 대사를 주한 헝가리대사로 내정함을 주헝가리대사관에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Etre 대사는 12.5. 부임하여 12.7. 외무부차관(장관대행)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주한 헝가리
대표부를 정식으로 개설함.

2.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관실 개설
●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1989.1.19.자 공한으로 대표부와 별도로 동 대표부 상무관실 개설을 희망
하면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함.
-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Csanyi 헝가리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장을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관으로
임명

●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공한을 통해서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관실을 2.1. 헝가리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위치에 개설함을 통보함.

●

외무부 주관으로 2.10. 상무관실 개설 관련 관계관 회의를 개최함.
- 상무관실 개설 동의
- 보안 취약 문제 등 강구

3. 주한 헝가리대표부의 대사관 승격
●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따라 1989.2.1.자로 대사관으로 승격됨.

●

San dor Etre 대사는 3.1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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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96

주한공관 설치 - 온두라스, 1990.7.31.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중미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7 / 7 / 1-56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이 1990.7.31. 개설됨.
1. 개설 경위
●

1989.4월 Lopez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양국 외무장관회담 계기 방한하여 주한 상주공관 개설
계획을 언급

●

1990.1.17. 온두라스 정부는 카에하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조기성 특사에게 상주공관
개설 계획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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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2.20. 카에하스 대통령은 주과테말라대사에게 상주공관 개설 결정을 통보

●

1990.2.21. Carias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상주공관 개설 결정 서한을 전달

2.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개설
●

1990.4.9. 온두라스 정부는 주한 상주공관을 1990.5월 중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상주대사로
Rodolfo Alvarez Baca를 임명했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함.
- Alvarez 대사는 1990.5월 중순경 부임할 예정

90-0297

주한공관 설치 - 아일랜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17 / 8 / 1-28

주한 아일랜드대사관이 1989.9.2. 개설됨.
1. 주아일랜드대사는 아일랜드 외무장관 등을 접촉하는 기회에 주한공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던바, 아일랜드 외무부 행정차관보는 1989.4.27. 주아일랜드대사관에 주재국 정부가 일부
해외공관을 철수하고 주한공관 설치를 결정함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5.2. 주아일랜드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구상서를 아일랜드 외무부에 전달함.

●

6.8. 한국 정부는 R. Ryan 초대 주한 아일랜드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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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9.2. 주한 아일랜드대사관이 개설됨.
3. 한･아일랜드 관계
●

1983.10.4. 한･아일랜드 비상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87.4.9. 주한 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사무소 개설

●

1987.7.10. 주아일랜드대사관 설치

90-0298

주한공관 설치 - 폴란드, 1990.1.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17 / 9 / 1-61

1990.1.16. 주한 폴란드대사관이 개설됨.
1. Majkowski 폴란드 외무성차관은 1989.11.18. 최병효 주폴란드대사관 참사관 면담시 12월 중
주한 폴란드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함.
2. Okon 주한 폴란드 대외무역회의 소장은 1989.11.30. 외무부 동구과장을 접촉하여 주한 폴란드
대사관 개설을 위한 청사 건물을 물색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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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요청함.
3. R. Derylo 주한 폴란드대사대리는 1990.1.10. 김영길 외무부 특전담당관을 면담, 주한공관
개설을 위해 방한하였다고 하고 공관 개설 관련 절차를 문의한바, 동 담당관은 관계 규정 및
안내서를 전달함.
4. R. Derylo 대사대리는 1990.1.16.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폴란드 외무장관의 최호중
장관 앞 소개장을 전달하고 최 장관의 폴란드 방문 추진 등 양국관계에 대해 협의함.
5. 주한 폴란드대사관은 1990.1.16. 임시사무소를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 내에 개설함.

90-0299

주한공관 설치 – 루마니아, 1990.7.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7 / 10 / 1-41

1990년 중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개설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교섭 경위
●

1990.5.10. 주일본 루마니아대사관 참사관이 주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개설 준비차 5.21. 방한예정을 통보함.
- 이에 외무부 인사 면담주선 및 부동산 중개회사 소개 등 협조 요청

●

1990.5.11.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특전과장 면담주선 및 민간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건물
물색 등 협조 제공을 주일본 루마니아대사관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

1990.5.14. 주일본대사관은 상기 사항을 주일본 루마니아대사관 측에 통보함.

2. Tapu 주일본 루마니아대사관 참사관이 1990.5.23.~30. 방한함.
●
●

방한 목적: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건물 물색 및 외무부 협의
주요 일정
- 5.23. 동구2과장 석찬
- 5.24. 구주국장, 특전담당관 면담, 구주국 심의관 주최 오찬
- 5.24.~28. 공관 건물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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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00

주한공관 설치 - 스와질랜드, 1990.3.1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7 / 11 / 1-73

주한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상주대사관이 1990.3.15. 개설됨.
1. 양국간의 외교관계 수립과 주한 에스와티니대사관 설치 교섭 경위
●

1968.11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주케냐대사 겸임)

●

1985.10월 주에스와티니 상주대사관 개설

●

1987.9월 이정남 주에스와티니대사 신임장 제정시 주한 상주공관 개설 요청

●

1988.4월 주한 에스와티니 명예총영사(최종환 삼환기업 대표), 공관 운영경비 및 인력 제공
등 상주공관 개설 지원 용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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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8.28. Mamba 에스와티니 외무장관은 주한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

2. 주한 에스와티니 상주대사관 개설
●

1990.1.22.~26. 주한 상주공관 개설 준비사절단(단장: Dlamini 외무부 행정차관보) 방한

●

1990.3.6. 주한 에스와티니대사관 창설요원으로 Musa Mkhonta 1등서기관 부임

●

1990.3.20. 주한 에스와티니대사관 공식 업무 개시

90-0301

주한공관 설치 - 튀니지, 1990.10.1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17 / 12 / 1-19

주한 튀니지 상주대사관이 1990.10.11. 개설됨.
1. 주한 튀니지 무역사무소 개설 검토
●

Escheikh 튀니지 외무부장관은 1989.2.7. 국회에서의 대외관계 설명 중 한국과의 외교 및
통상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9년 중 서울에 무역사무소 개설 및 고위층 방한 추진 의사를
표명함.

2. 상주대사관 개설 추진
●

Ben Yahia 튀니지 외무차관은 1990.6.9. 주튀니지대사의 면담 시, 주한 튀니지 상주공관
개설문제에 관해 당초 대사대리 1인을 서울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3월 Ismail 신임 외무장관
취임 후 상주대사를 파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언급함.

●

주일본 튀니지대사관은 7.3. 주한 상주공관을 개설하고자 하며 Khelil Brahim 주유엔대표부
튀니지대사관 공사를 주한 초대 상주대사로 임명하고자 한다면서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3. 주한 튀니지대사관이 1990.10.11.자로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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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02

주한 통가총영사관 설치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13 / 1-37

1. 중국계 통가인 Dr. Wong은 1990.7.25. 방한하여 외무부 동남아과장과 면담하고 극동지역의
외교협상 권한을 위임한 통가 국왕의 신임장을 제시하면서 주한 통가총영사관 설치를 제의함.
●

외무부는 주한공관 설치교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피지대사관 등의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의하도록 함.

2. 주피지대사관은 Dr.Wong의 방한 건에 대해 1990.7.30. 통가 외무성을 통해 확인한바, 통가
정부는 동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통가 정부의 미약한 경제력으로 재외공관 설치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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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고함.
3. 통가 정부의 주한 통가총영사관 설치문제 관련, 1990.9.6. 통가 정부는 Dr.Wong의 총영사 지명을
철회하고 동인에 대한 외교교섭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한을 외무부에 전달함.

90-0303

주한공관 설치 - 유고슬라비아, 1990.3.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0-17 / 14 / 1-47

1990.3.14.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관이 개설됨.
1. Miksic 유고슬라비아 외무부차관은 1990.2.7. 이태식 주유고슬라비아대사대리 면담 시
M. Zagajac 외무성 극동 및 태평양담당과장을 대사대리로 한국에 파견하여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관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한･폴란드 양국은 1989.12.27. 수교한바 있음.

2. M. Zagajac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대리는 1990.3.11. 한국에 도착하여 3.14.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관 개설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Budimir Loncar 유고슬라비아 외
무부장관의 최호중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전달함.
3. 주한 유고슬라비아대사관은 1990.3.14. 임시사무소를 서울 플라자호텔에 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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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04

주한공관 설치 - 예멘, 1990.1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0-17 / 15 / 1-12

주한 예멘대사관이 1990.11.6. 개설됨.
1. 예멘 외무부 의전장은 1990.7.11. 주예멘대사 면담 시 한･예멘 외교관계를 대사 비상주공관에서
상주공관으로 격상하고 Mohamed Anam Ghaled 전 경제부장관을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지명하였다면서 동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예멘 정부는 남･북 예멘 통합 직후 신 정부 고위층에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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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주공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속히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초대 상주 공관장에
남･북 예멘의 학계 및 정계 고위층의 신망이 두터운 경제전문가를 보하기로 결정함.
3. 주한 예멘대사관이 1990.11.6.자로 개설됨.

90-0305

주한공관 설치 - 자이르
생산연도

1975-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7 / 16 / 1-61

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1977.9.20. Lutete 콩고민주공화국 신임 외상을 면담하고
주한공관 설치문제에 대해 언급한바, 동 외상은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설치계획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2.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77.12.27. Ikondi 콩고민주공화국 외상 특별보좌관와 주한공관
설치문제를 협의하였고 동 보좌관은 주한공관 설치지시를 받았다며 설치시기는 Mobutu 대통령의
방한 전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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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89.2.11. Kengo 콩고민주공화국 수상을 면담하고 주한공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동 수상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함.
4. 콩고민주공화국은 1989.11.18.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을 통해서 1990.1월 대사대리급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구상서를 전달함.
5. Ngabani 주한 콩고민주공화국대리대사는 1990.4.26.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차 한국에 부임함.

90-0306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 협의체 구상. 전2권 (V.1 198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 동북아2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17 / 17 / 1-137

1988년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 협의체 구상에 관한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제안
1988.10.18.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
-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확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남북한 6개국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를 열 것을 제의
● 1988.11.19. 동북아 평화협의회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 외무부장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추진 전략 등 마련
● 관계국의 반응
- 북한의 반대, 중국 및 소련의 북한 동조
- 미국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실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 일본은 6자회담을 위해 한반도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락, 협의하고 가능한 범위내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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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의 아･태 북동지역 국가 정부간 정기협의 구상 제안
●

1989.8.27. 바트문후 몽골 서기장은 남･북한,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캐나다, 몽골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아･태 북동지역 국가 정부간 정기적 협의기구’ 창설 제안
- 경제, 무역, 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 메카니즘을 확립하여 동 지역의 군비집중 억제 및 상호
신뢰 조성, 국제운수 및 통신의 보장, 인적교류를 개선할 것을 제의
- 소련은 동 제안을 지지

3. 캐나다의 북태평양 안보협력기구 제안
클라크 캐나다 외무장관이 1990.7.7. 캐나다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제안
제안 내용
- 남･북한,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캐나다 등 북태평양 지역내 7개국이 참가하는 안보 및 협력
협의기구 창설
- 처음에는 자유로운 토론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보교환, 군사훈련 정보, 영공개방 등 포괄적인
신뢰구축 문제까지 협의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안보협력체제가 아태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안
●
●

4. 소련의 ‘전 아시아･태평양회의’(아･태 안보･협력협의체) 창설 제안
1990.9.4.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1993년 가을 ‘전 아･태지역
외상회의’를 개최하고, 그 후 ‘전 아･태지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
● 미국 및 일본은 반대 표명, 중국 및 북한은 부정적 자세, 캐나다 및 호주는 동조적 자세, 아세안은
의견 불일치 등 입장을 보임.
●

90-0307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 협의체 구상. 전2권 (V.2 198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 동북아2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17 / 18 / 1-262

노태우 대통령이 1988.10.18.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관련 추
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각종 분석자료임.
1.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해외반응(1988.10월)
2. 외교안보연구원의 6자 동북아 평화협의회 분석자료(1988.11월)
3.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차관급회의 자료(1988.11월) 및 결과
●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구상 실현 대책 및 추진위원회 설치문제(설명자료)

4.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추진방향(1988.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료)
5. 유엔사무국 작성 한반도 최근 정세 브리핑 문서(198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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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08

한･ASEAN 공동위원회,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0.8.13.-14. 전4권 (V.1 사전준비(관계부처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19 / 1-161

1990.8.13.~14.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관계부처
사전준비회의 내용임.
1. 제1차 회의(1990.5.17.)
●

회의 목적
- 1990.4.18.~19. 개최되는 아세안 차관보급 특별회의는 한국의 대화조정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아세안 공동위 운용, 특별기금관리, 협력사업 등에 관한 아세안 측 안을 한국에
제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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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아세안 측 안에 대한 한국입장 결정 및 1990년 협력사업 시행방안 검토
●

회의 결과
- 한･아세안 공동위 운용에 관한 아세안 측 안을 그대로 수용
- 한･아세안 특별기금관리: 아세안 측의 협력기금 아세안사무국 일괄송금 및 공동관리안을 수용
-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아세안 측 사업안을 원칙적으로 수락

2. 제2차 회의(1990.7.31.)
●

회의 목적
- 제3차 아세안 상임위는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를 1990.8.13.~14.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 회의 개최 대비 및 대표단 파견을 협의

●

회의 의제
- 아세안 측이 제시한 협력사업안에 대한 한국의 대안 검토 및 시행방안 협의
-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의제 검토 및 한국 대표단 구성 등

3. 제3차 회의(1990.8.8.)
●

회의 목적
- 1990.8.13.~14. 개최되는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참가를 위한 공동위 대표 대책회의

●

회의 의제
- 대표단 구성 및 공동위 참가 일정, 의제별 대책
- 아세안 측 제시 7개 사업안에 대한 한국 측 검토의견서
- 한국이 아세안 측에 제시할 ‘Asean Week’ 행사계획서

90-0309

한･ASEAN 공동위원회,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0.8.13.-14. 전4권 (V.2 의제 및 일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20 / 1-110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의 의제 및 일정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아세안 측: Tarmidzi 인도네시아 아세안담당차관보(대화조정국)

2. 주요 일정
●

1990.8.13.: 공동위 개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 아세안 수석대표 주최 만찬

●

1990.8.14.: 실무작업단 회의, 제4차 회의, 보고서 채택 및 합동기자회견, 한국 수석대표
주최 만찬

3. 주요 토의의제
●

한･아세안 협력체제 현황검토

●

한･아세안 경제, 통상 협력에 대한 의견교환
- 통상관계, 투자협력, 관광협력

●

특별기금사용 협력사업 검토
- COTT(관광, 무역위) 안, COIME(공업, 광업, 에너지위) 안, COFAB(재정, 금융위) 안
- 기타 아세안사무국과 아세안 각국 컴퓨터 연결 사업안

●

공동위에의 민간부문 참여

345

90-0310

한･ASEAN 공동위원회,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0.8.13.-14. 전4권 (V.3 대표단)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21 / 1-76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한국대표단 임명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이기주 외무부 2차관보
2. 대표
●

정부부처: 6개 부처 과장급
- 외무부 동남아과장, 경제기획원 협력정책과장, 재무부 산업관세과장, 상공부 아주통상과장,
교통부 국제관광과장, 과기처 기술이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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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3개 기관
- 관광공사 국제협력부장, 코트라 아주과장, KIET 개도권 실장

3. 대표 참석부처의 각 의제에 대한 입장(자료)

90-0311

한･ASEAN 공동위원회,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0.8.13.-14. 전4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22 / 1-63

1990.8.13.~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의 결과임.
1. 주요 회의결과
●

한･아세안 협의기구 기본 운영체제 합의
- 한･아세안 공동위 운영방안 및 의사진행 규칙, 한･아세안 협력기금관리 공동위 운영방안

●

1990~91년 중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 사업 합의
- ‘아세안 주간’ 서울 개최,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각국 간 1단계 컴퓨터 설치사업
- 관광요원에 대한 12단계 한국어 교육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협정
관계자 파한

●

한국의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가문제 협의 등

2. 개최 의의 및 평가
●

1989.11월 한･아세안 대화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최초의 공식회의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 마련

●

아･태 협력의 주요대상국인 아세안과 외교적 협력 기반 강화

●

한국의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여 관련, 여타 대화대상국과의 동등 자격 참가에 대한 아세안
측 호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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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12

ASEAN･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23 / 1-87

1987~90년 중 아세안･소련 간의 관계 동향임.
1. 소련(러시아)의 대아세안 대화체제 수립 제의
●

주말레이시아 소련대사는 1989.1.14. 기자회견에서 소련은 현재 아세안과의 부적절한 정치
및 무역경제 관계증진을 위해 아세안과 정기적인 대화를 희망한다고 발표함.

●

Regachev 소련 외무차관은 1990.6.8.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Abu Hassan 외무장관과 면담
시 200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소련 군대(전함 12척, 지상군 12만 명)를 완전철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련이 아세안 대화상대국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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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요청함.

2. 주아세안 회원국은 1990.6월 대소련 정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하에 1989.9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소련 방문 시
무역 및 경제협력의정서, 우호협력관계 기초에 관한 특별의정서 서명 등 소련과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노력함.

●

태국은 소련 및 동구권과 관계강화를 추진 중으로 특히 통상 및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소련이 제의한 대아세안 대화체제 수립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

필리핀은 대소련 관계개선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소련이 제의한 대아세안 대화체제 수립방
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

말레이시아는 소련이 산적한 국내문제로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소련을
더이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존의 대소련 경계 및 원거리 정책에서 소련과의 건설
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

싱가포르는 소련의 대내외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990.2월 Ryzhkov 소련 수상의
싱가포르 방문 시 합동경제위원회설립 합의서 서명 등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90-0313

한･ASEAN 협의체제 운용. 전3권 (V.1 1989.12-90.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24 / 1-275

1989.12~90.4월 중 한･아세안 협의체제 운용 관련 내용임.
1.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가 문제
●

한국은 아세안 확대외상회의에 여타 대화상대국과 동등 자격으로 참가 희망

●

아세안 측은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개편문제가 검토되고 있어 한국의 참가문제에 대해 미온적
반응
- 아세안 차관보 회의(1989.12.28.~29., 반둥)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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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합동각료회의(1990.2.15., 말레이시아 쿠칭) 결과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제도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 기존의 아세안 기구에 기초
하여 적절히 보완 방향

3. 1990년 한･아세안 협의체제 운영방침(1990.4.9.)
●

우선 경제협력분야에 주력하면서 정치분야로 단계적 발전 모색

●

한･아세안 공동위 8월 중 개최 추진

●

민간경협위 발족(1990.7월), 주한 대사위원회 발족 독려

●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가는 아세안 측이 외무부장관 참가를 요청하도록 유도

●

한･아세안 협의체제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 동남아과장 아세안 4개국 출장
- 1990.4.18.~28.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방문 협의

4. 아세안 차관보 특별회의 결과(1990.4.18.~19., 인도네시아 발리)
●

한국의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가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

●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국 인도네시아에 협의권한 위임

●

한･아세안 협력기금관리를 위해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

한･아세안 공동위를 1990.7월 자카르타 개최 결정 및 공동위 운영방식에 대한 결정 등

5. 기타
●
●

아세안･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1990.2.16.~17., 쿠칭) 개최 동향
코트라의 대아세안 통상사절단 파견
- 1990.5.2.~19.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90-0314

한･ASEAN 협의체제 운용. 전3권 (V.2 1990.5-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7 / 25 / 1-128

1990.5~7월간 한･아세안 협의체제 운용 관련 내용임.
1. 한･아세안 협의체제 관계부처 회의(1990.1.17., 외무부) 결과
●

한･아세안 공동위 운영 관련 아세안 측의 운영안을 그대로 수용

●

한･아세안 특별기금관리 관련 아세안 측의 협력기금을 아세안사무국에 일괄송금 및 공동관리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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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아세안 측 사업안을 원칙적으로 수락

●

아세안 별도기금 확보, 아세안 학생에 대한 정부장학유학생 모집, 21세기 우정계획 등 수립

2. 제4차 ASC(아세안 상임위원회) 회의(1990.6.19.~21., 자카르타) 결과
●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개최시기 및 장소는 차기 상임위에서 재논의

●

COTT에서 제출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안을 최종 확정하고 한국 측에 제의하기로 함.
- 한･아세안 통상, 관광증진 및 발전에 관한 회의 개최
- 아세안 상품전 서울 개최, 관광안내원을 위한 한국어 강좌 시행

●

한･아세안 특별기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

●

한･아세안 민간경협위 추진 및 아세안 서울위원회 발족을 위한 위임사항을 승인

90-0315

한･ASEAN 협의체제 운용. 전3권 (V.3 1990.8-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8 / 1 / 1-190

1990.8~9월 중 한･아세안 협의체제 운용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1990.8.13.~14., 자카르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아세안 측: Tarmidzi 인도네시아 아세안담당차관보

●

주요 토의내용 및 합의사항
- 한･아세안 공동위 메카니즘, 공동위 의사규칙, 특별기금 공동관리안 등 협의기구 운용에 관한
3개안 채택
- 한･아세안 협력사업 승인: 관광가이드 한국어 훈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
평가 훈련과정 승인, 아세안 주간행사 서울 개최(아세안 무역박람회, 무역 및 관광촉진세미나,
투자세미나), 컴퓨터 사업
- 제2차 공동위 1991.6월 이전 서울 개최 합의

●

회의 개최 의의
- 1989.11월 한･아세안 부문별 대화체제 발족 후 최초의 공식회의로 향후 대화체제 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

2. 아세안 상임위(1990.9.4.~6., 쿠알라룸푸르) 결과
●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토의 및 합의내용 추인

●

JMC 구성, 컴퓨터 사업 추진, 추가협력사업 선정 등을 대화조정국인 인도네시아에 위임

●

한국의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가문제는 1990.11월초 방콕 개최 아세안 차관보 특별회의에서
재검토

3. ACS(아세안 서울위원회, ASEAN Committee in Seoul) 발족
●

1990.9.20. 아세안 서울위원회 발족

●

아세안 6개국 서울 주재 대사로 구성(초대 위원장: Rahim 주한 브루나이대사)

●

1989.11월 발족된 한･아세안 협의체제의 원활한 지원이 임무

●

외무부가 아세안 서울위원회의 접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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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16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21차. Port
Vila(바누아투), 1990.7.31.-8.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18 / 2 / 1-38

제21차 SPF(남태평양 포럼) 정상회의가 1990.7.31.~8.1.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도서국 등 15개국 수상(외무장관) 참석

2. 주요 토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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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서독에서 철수하는 화학무기를 역내 Johston Atoll섬에 폐기하는 계획에 강한 유감 표명

●

뉴칼레도니아 독립 관련, 프랑스 정부가 자치를 위해 취한 조치 환영

●

역내 유자망 조업금지 및 수자원 보호 노력 계속 합의

●

환경관찰을 계속하고 포럼 내에 환경문제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3. 회의 평가
●

화학문제 폐기문제가 중점 논의되어 역내국가들의 강한 입장 공식 표명

●

Post-Forum Dialogue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외에도 최초로 중국을 초청

90-0317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제5차,
Male(몰디브), 1990.11.21.-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18 / 3 / 1-45

제5차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가 1990.11.21.~23. 몰디브 말레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등 7개 회원국 정상 참석

2. 정상회의 결과
●

Male선언 채택 및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 중동사태 관련, 이라크의 무조건, 즉각적 철수 촉구
- 중동사태로 인한 서남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 요청
- 마약거래중지협약 서명
- SAARC 특별여행증명서: 대법관, 국회의원 및 학술단체장 등에 대한 역내국가 간 비자면제
- SAARC 지역협력기금 설치 방안 검토
- 역내 관광진흥 및 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3. 정상회의 평가
●

1988.12월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되어 역내국가 간 공동관심사
및 개별국가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제6차 회의를 1991년 스리랑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의의

●

중동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를 촉구하는 등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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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18

ASEAN 외상 및 확대외상회의. 전2권
(V.1 외상회의(23차) 및 확대외상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정특반

MF번호

2020-18 / 4 / 1-73

1990년 중 제23차 아세안 외상회의 및 확대외상회의 관련 사항임.
1. 제23차 아세안 외상회의(1990.7.24.~25., 자카르타)
●

주요 회의결과(외상회의 공동성명)
- 캄보디아 문제의 포괄적, 항구적 해결을 위한 파리 국제회의 재개 필요성 강조
- 아세안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대해 실용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 인도네시아 난민의 계속적 증대에 우려표명 및 1989년 제네바 국제회의 채택 포괄적 행동
계획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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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우루과이 라운드)의 금년내 합의를 위한 아세안 측 노력의사 재확인
- ‘아세안 경제협력협약’안에 대한 실무검토 표명 등
●

아세안 6개국 외상과 함께 최초로 경제각료들도 참석

2. 아세안 확대외상회의(1990.7.27.~29., 자카르타)
●

참석자: 아세안 6개국 외상,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외상 및 EC(구주공동체) 대표

●

토의 내용: 캄보디아 문제, 인도네시아 난민 문제, 세계경제환경, 아태협력, 지역안보 문제 토의

3. 한국의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참석 문제
●

한국은 차기 아세안 확대외상회의(1991년)에 여타 대화상대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초청되도록
6개 아세안 회원국과 교섭을 시행

90-0319

ASEAN 외상 및 확대외상회의. 전2권
(V.2 한국의 확대외상회의(PMC) 참가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정특반

MF번호

2020-18 / 5 / 1-139

1990년 중 아세안 외상회의 및 확대외상회의 관련 사항임.
1. 한･아세안 협력
●

아세안 차관보 특별회의(1990.4.18.~19., 인도네시아 발리) 결과
- 한국의 PMC(확대외상회의) 참가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
-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국인 인도네시아에 협의권한 위임
- 한･아세안 협력기금관리를 위해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

제4차 ASC(아세안 상임위원회) 회의(1990.6.19.~21., 자카르타) 결과
-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개최시기 및 장소는 차기 상임위에서 재논의
- COTT에서 제출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안 확정

2. 한국의 PMC 참가 문제 검토(1990.8월)
●

한국의 입장
- PMC의 모든 회의에 여타 대화상대국과 동등자격으로 참가 희망
- 한국의 PMC 참석 및 완전한 대화상대국 관계가 필요함에 대해 공식, 비공식 기회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여 아세안 측이 한국의 PMC 참석을 초청하도록 유도

●

아세안의 입장
- 1990.4월 발리 개최 아세안 특별회의에서 한국의 PMC 참가 결정을 내리기에 시기상조라는 입장
- 1990.7월 아세안 외상회담에서는 한국의 PMC 참가형태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아세안 상임위
등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위임
- 아세안 각국은 객관적 여건 또는 한국과의 양자관계 측면에서는 한국의 PMC 참가를 반대
하지 않으나, 아세안 내부에서 협의할 때에는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관측

●

1990.12월 아세안 차관보 특별회의 및 아세안 상임위에서 한국입장이 관철되도록 지지 교섭
시행

3. ASC에서 PMC 참가문제 논의
●

1990.12.4.~6.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ASC에서 한국의 PMC 참가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4개국은 지지의사 표명, 필리핀 및 브루나이는 입장유보로 최종
확정되지 못함.

●

1991.1.18.~19. 말라카에서 개최 예정인 ASC에서 한국의 PMC 초청이 확정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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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20

아시아･태평양 협력사업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태특반

MF번호

2020-18 / 6 / 1-102

1987년 중 아시아･태평양 협력사업 관련 내용임.
1. 경제전문 강사단의 아세안지역 파견사업
●

파견기간: 1987.7.20.∼30.

●

파견지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

경제세미나 개최(한국개발연구원 등 강사진 참여)

●

주제: 공업화 전략, 수출진흥과 무역정책,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356

2. 아세안･태평양 기술연수생 초청훈련사업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피지에서 총 25명 연수생 초청

3. 연구용역사업 선정(2개 주제)
●

아태지역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협력

●

일본의 아태협력구상

90-0321

한･ASEAN 협의체제 수립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18 / 7 / 1-219

1989.7월 한･아세안 공식 협의체제 수립 결정 이후 1989~90년 중 개최된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 협의체 운용, 특별기금 등에 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내용임.
1. 한･아세안 공식 협의체제 수립
●

1989.7.3.~4. 브루나이 개최 제22차 아세안 외상회담에서 한･아세안 공식 협의체제 수립 결정

●

한･아세안 간 공식 협의기구 설립
- 한･아세안 공동위원회(정기 실무협의기구)
- 아세안 서울위원회(주한 아세안 각국대사로 구성된 상설협의기구)
- 한･아세안 민간경제협의회

2.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관련 관계부처회의 개최
●

1989.7.20. 회의
- 한･아세안 간 구체적 협력방식 및 통상, 투자, 관광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입장 마련
- 1989.9월경 아세안과 협력추진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 예정

●

1989.8.11. 회의
- 한･아세안 고위실무협의회(1989.8.21.~22., 서울) 대비 한국 측 입장 마련
- 통상, 투자, 관광분야의 협력사업안 검토, 민간경협위 구성방안 및 협력기금 공여방안 등 검토

●

1990.5.17. 회의
- 1990.4.18.~19. 발리 개최 아세안 차관보급 특별회의에서 한･아세안 공동위 운용, 특별기
금관리, 협력사업에 관한 아세안 측 안을 결정하고 한국 측에 제의
- 동 아세안 측 안에 대한 한국입장 결정 및 1990년 협력사업 시행방안 검토

●

1990.7.31. 회의
- 1990.6.19.~21. 개최 아세안 상임위 제4차 회의, 4개 협력사업 승인
- 1990.7.19.~21. 개최 아세안 상임위 제5차 회의,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1990.8.13.~14.
인도네시아 개최 결정
-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 개최 대비 및 대표단 파견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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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22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22차. 서울, 1990.6.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20-18 / 8 / 1-192

제22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정기집행위원회가 1990.6.29. 서울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일본

2. 회의 주요결과
358

●

집행위원장 선출: 최호중 외무부장관(1990.7~91.6월)

●

집행위 부의장 선출: 지엔초우 주한 중국대사

●

90/91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3. 주한 일본대사관은 1990.6.29.(회의 후) ASPAC 사회문화센터 탈퇴를 공식통보함.

90-0323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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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탈퇴로 인해 ASPAC 각료회의 및 산하
기구들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가 되었는바, ASPAC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관련 내용임.
1. 일본의 ASPAC 사회문화센터 탈퇴
●

1990.6.5.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ASPAC 탈퇴를 결정하고 1991.6.30.자 공식탈퇴
예정임을 통보함.
- 서면통보 1년 후인 1991.6.30.부로 공식탈퇴

●

탈퇴 사유
- 최초 회원국 9개국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만 회원국 잔류 상황
- 당초 창설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사업진행 불능상태
- 일본은 대만(구 중화민국)과 외교관계가 없어 사업 참여상 불편초래 등

●

일본은 6.29. ASPAC 사회문화센터 탈퇴 결정 공식통보(1991.6.30.자로 탈퇴)

2. ASPAC 사회문화센터의 장래문제
●

일본의 ASPAC 탈퇴 통보에 따라 ASPAC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검토 대책회의(1990.7.12.)
개최

●

사회문화센터의 존폐문제 처리방향으로는 해체보다는 기능정지 방식으로 추진 결정
- 1991.7.1.자로 기능정지(집행위원회가 결의안 채택)

●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는 계속 잔류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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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24

한･ASEAN 협력사업: 컴퓨터사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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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컴퓨터사업 관련 협의 내용임.
1. 아세안 컴퓨터사업에 한국 지원 요청
●

1990.5.25. 주말레이시아대사의 Singh 말레이시아 아세안 차관보 면담 시 요청사항
- 아세안 간 정보교류의 신속화를 위해 아세안사무국과 국별 아세안사무국을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설치에 한국 측의 지원 희망

360

●

한국 측은 아세안사무국 컴퓨터 지원사업을 한･아세안 특별기금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입장

●

아세안 의장국이자 대화조정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컴퓨터 협력사업 추진

2. 컴퓨터 지원사업 경과
●

한국 측은 40만 달러 규모의 컴퓨터 지원사업을 위해 IBM 측의 소요경비 산출 외에도 국내업체의
공급 가능성도 검토
- 한국기업들은 아세안 측에서 요구하는 사양 등 기술적 문제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아세안 측은 1990.12.1.~2. 아세안 차관보 특별회의에 아세안 컴퓨터 네트워크사업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아세안 컴퓨터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검토결과 제출이 지연됨.

90-0325

한･ASEAN 기금 공동관리위원회(JMC),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0.10.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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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가 1990.10.8. 개최됨.
1. 아세안사무국과 한국 정부는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에서 합의된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90.10.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함.
●

참석자
- 아세안 회원국 대표 12명, 최종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
361

2. 주요 결과(영문 회의요록 첨부)
●

공동관리위원회 운용세칙(안)을 차기 아세안 상임위에 회부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측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제1차 송금분을 아세안사무처에 기탁하기로 결정함.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90.10.15. 한･아세안 협력기금 제1차 송금분인 759,052달러를 아세안
사무국에 전달함.

90-0326

중남미지역 공동체 동향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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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84년 중 중남미지역 공동체 관계 동향임.
1. 중미 6개국 정상회담(1975.10.31.)
●

참석자
-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파나마 국가원수

●

동 정상회담 결과 Belize 및 파나마 운하문제에 관한 과테말라 및 파나마의 입장을 지지하는
과테말라 선언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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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캐리비언 경제회의(1981.6.23.~26., World Bank)
3. 중미 3개국 외무장관 회의(1982.1.18.~19., 코스타리카 산호세)
●

참석자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중미 3개국 외무장관

●

중미 민주공동체 창설 문제 논의

4. 중미 3개국 외무장관 회의(1983.2.23.~24., 코스타리카 산호세)
●

역내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중미 5개국 회의 개최를 제의

5. CARICOM 정상회담(1983.7.4.~7., 트리니다드 토바고 Port of Spain)
●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및 아이티가 회원국 가입 또는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Bishop 그레나다 수상, Burnham 가이아나 수상의 반대로 좌절됨.(표결방식: 만장일치)
- 반대이유: 기구 내 세력균형 파괴 우려(도미니카공화국), 국내정치 정세불안(수리남), 경제수준
저조(아이티)

6. 중남미 정상 및 정상 대표자 회의(1984.8.1.~3., 도미니카공화국)
●

참석자
-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 28개국 대표

●
●

역내 경제위기 해소방안 협의
동 회의 폐막 후 발표된 공동성명 요지
- 역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
- 에콰도르 대통령이 제의한 고위 라틴아메리카 경제회의 개최에 합의
- 역내 각국은 대외차관, 대선진국 무역 등에서 공동보조

90-0327

중미 정상회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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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틴아메리카 8개국 정상회담(1987.11.27.~29., 멕시코)
●

참가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나마 8개국

●

회의 결과
- 60개항의 평화, 개발, 민주를 위한 아카풀코선언을 채택함.
- 국제금융기구와 4000억 달러의 외채 재조정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청함.
- 미국･파나마 간 파나마운하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
- 쿠바의 OAS(미주기구) 재가입 문제를 협의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의 단결을 촉구함.

●

평가
- 동 회의는 중남미 총인구의 80%를 점하는 역내 8개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회동한
회의임.
- 중남미국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결을 도모하고 전통적인 대미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역 구축에 주력함.

2. 미주 정상회담(1989.10.27.~28., 코스타리카)
●

참가국: 미국, 캐나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16개국

●

회의 결과
- 중남미 채무국과 채권국 간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촉구함.
- 마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일환으로 OAS 회의 소집 방안을 협의함.
- 니카라과 휴전 등 중미평화문제에 대해 협의함.
- 미주 커피생산국 회의 개최 방안을 협의함.
- 캐나다는 OAS 가입을 발표함.

3. 중미경제 정상회의(1990.6.16., 과테말라)
●

참가국: 미국, 캐나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16개국

●

회의 결과
- 17개항의 중미경제 활동계획을 채택함.
- 미국은 중미지역의 평화, 민주화, 무장해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을 약속함.
- 니카라과 신정부의 10만에서 4만으로의 병력감축 공약을 지지함.
- 외채경감 및 중미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을 촉구함.
- 중미지역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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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28

중남미국가 그룹 정상회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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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중남미국가 그룹 정상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2차 중남미 정상회담(1988.10.27.∼29., 우루과이)
●

참가국: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7개국
- 1988.2월 파나마 노리에가 장군이 총선결과에 불복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파나마는 8개국
그룹 회원자격이 정지됨.
* 8개국 그룹(Grupo de los Oscho)은 중미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85년 결성되었으며,
회원국은 파나마,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8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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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선진국과의 정치적 대화, 라틴아메리카 통합 강화
- 중남미 외채감소 및 자본유입 증가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제의를 위해 1988년 말 이전에
동 그룹 재무장관 회의 개최 합의
- 마약 생산국, 중개국, 소비국간 협력을 통한 마약퇴치 강화, 중미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구

2. 제3차 중남미 정상회담(1989.10.11.~12., 페루)
●

참가국: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7개국

●

주요 결과
- 8개 그룹을 확대하여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를 초청하기로 함.
- 중남미 외채상환을 위한 신규차관 공여 및 이자감액을 국제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함.
- 마약범, 테러범 퇴치에 서로 협력하기로 함.
- 파나마운하 관련 토리호스-카터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
- 파나마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파나마의 8개 그룹 회원자격을 정지하기로 함.

3. 제4차 중남미정상회담(1990.10.11.~12., 베네수엘라)
●

참가국: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8개국

●

주요 결과
-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포함시켜 차기회의 참석범위를 11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함.
-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반영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함.
- 외채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채권국에 요청하고, 마약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함.
-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및 역내 산유국과 소비국 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90-0329

OAS(미주기구) 회의, 제20차. Asuncion(파라과이),
1990.6.4.-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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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6.4.~8.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20차 OAS(미주기구) 회의에
김흥수 주파라과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옵서버국)을 파견함.
1. 참가국
●

1962년 이래 참가가 정지되어온 쿠바를 제외한 32개 OAS 회원국

●

상임 옵서버국: 19개국

●

국제기구 대표: OAS 산하기구, 미주지역협력기구, 유엔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경제위원회 등

2. 정부훈령
●

전체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여 토의내용을 파악, 보고할 것

●

중남미 정세 및 미국･중남미 관계를 보고할 것
- 파나마 사태, 중남미 외채문제, 마약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중남미 관계
- 중남미 통합 움직임. 한국의 대중남미 다자외교 방안 등

●

OAS 사무총장의 방한을 추진할 것

●

연수생 초청, 한국 전문가 파견사업 등 한국의 대OAS 협력사업을 설명할 것

●

한국의 통일방안 및 북방정책,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 등을 설명할 것

3. 주요 결과
●

회원국의 주권평등 및 불간섭 원칙을 강조함.

●

빈곤퇴치를 위한 민주주의 결속을 약속함.

●

OAS 활동강화를 위해 OAS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가하는 Task Force 구성 결의안을 채택함.

●

역내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미주대륙 국가의 단합을 강조함.

●

중남미의 자연생태보존 노력에 동참을 촉구함.

●

중남미 통합대책과 외채해결 방안을 최단 시일내 강구하기로 함.

●

CICAD(마약 남용통제위원회) 인원 증원 등 마약퇴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중미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민주화, 화해, 개발 등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4. 한국대표단의 활동
●

페루 및 에콰도르대표단을 접촉하여 한반도 정세, 한국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유엔 등 국제무
대에서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함.

●

IDB(미주개발은행) 상임이사를 접촉, 한국이 IDB 가입을 신청 중이라고 하고, 이사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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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3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의 빈곤에 관한 지역회의, 제2차.
Guayaquil(에콰도르), 1990.11.20.-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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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11.20.~23. 에콰도르 과야길에서 개최된 제2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빈곤에 관한 지역회의에 정해융 주에콰도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옵서버국)을 파견함.
1. 배경
●

콜롬비아 대통령이 1986년 유엔총회 및 OAS(미주기구) 총회에서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의 절대
빈곤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책을 호소하자 이에 대해 각국 및 유엔 산하기구들이 지지함에
따라 제1차 회의가 1988.8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됨.

366

2. 참가국
●

OAS 25개 회원국

●

옵서버국: 14개국

●

국제기구 대표: 유엔사무국 및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

3. 각국 대표들의 발언 요지
●

에콰도르
- 자원의 불균형 분배는 자유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견고한 경제기반 없이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없음.
-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사회, 경제적 욕구에 보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 빈곤퇴치회의는
정치적인 도전임.

●

콜롬비아
- 빈곤과의 싸움은 평화를 위한 유일한 전쟁이며 가난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형태를
결정해야 함.

●

베네수엘라
- 빈곤에 대한 세계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 금번회의에 참석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빈곤
퇴치를 위해 세계은행과 차관교섭을 시작함.

●

니카라과
- 지난 14년 동안 산디니스타 시대에 니카라과는 전국토의 80%가 전쟁터였고, 75%의 산업이
파괴되어 더욱 빈곤화됨.
- 인구 40%를 점유하는 산디니스타와 여타 국민들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희망함.

●

쿠바
- 쿠바는 유아 사망률이 1,000명 중 9.8명, 남자의 평균수명은 73세, 2.8%가 문맹임. 이는
정부와 국민이 복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임.

●

코스타리카
- 빈곤과의 싸움은 중남미국가들에게 나쁜 유산이며,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함.

●

OAS 사무총장
- 빈곤극복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회정의실현 및
역주변국가들 간의 정치적 대단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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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31

Soares, Baena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방한,
1990.12.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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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na Soares OAS(미주기구) 사무총장이 1990.12.1.~6. 방한함.
1. 경위
●

한국대표단은 1988년 제18차 OAS 총회 참석 시 한･OAS 간 협력증진을 위해 동 총회 시
재선된 Soares(브라질 국적) 사무총장의 방한을 구두로 초청하였으며 동인이 방한 의사를
표명하자 1989.9월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OAS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정책 및 계획을 집행하며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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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의의
●

한･OAS 간 협력강화
- OAS는 1989.11월 캐나다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전 미주지역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기구로 발전

●

한국의 IDB(미주개발은행) 가입에 대한 유리한 여건 조성

●

한국의 대브라질 관계증진 및 중남미 진출 확대방안 모색

3. 주요 일정
●

노태우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면담, 중남미 정세 강연, 민속촌 방문, 산업시찰

4. 주요 결과
●

미주대륙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한･OAS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함.
- 상기 양해각서에 따라 1991~92년간 한･중남미 관계연구를 위해 매년 1명의 한국학자를 중
남미 대학에 파견하고 미주기구 회원국 국민(매년 3명)을 한국 대학에 파견하기로 함.

●

한･OAS 간의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한･OAS 간 유대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함.
- 한국은 1981.6.3. OAS 상임 옵서버국으로 가입하였고 OAS 총회 및 각종 주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90-0332

EC(구주공동체) 동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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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EC(구주공동체) 통합 동향임.
1. EC 특별외무장관회의 개최(1990.1.21., 아일랜드)
●

EC 12개국 외무장관은 아일랜드 외무장관 주재하의 특별외무장관회의에서 동유럽국가의
개혁지원방안, EC･동유럽국가 간 새로운 관계구축, 향후 유럽의 구도 등에 대해 협의함.
- 외무장관들은 유럽 신질서 구축에 EC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제의한 CSCE(유럽안보협력위원회) 35개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지지하며 1990.2월
부터 EC･동유럽국가 간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 작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 Delors EC 집행위원장은 EC･동독 간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해 EC와 제휴협정 체결, EC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독일의 일부로서 회원국 자격보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함.

2. 국경통제 철폐를 위한 Schengen(쉥겐)협정 서명
●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은 1992년 말 EC 단일시장 형성에 대비하여 5개국간 국경
통제 철폐를 위한 Schengen협정을 1990.6월 중 서명하기로 1990.5.17. EC 각료회의에서 합의함.

●

Schengen협정은 당초 1989년 말 서명 예정이었으나, 동독문제가 제기되어 지연되었으며 동
협정은 5개국 간 1990.6.19. 서명되어, 서명국 의회의 비준을 득하는 대로 발효 예정임.

3. EC･동유럽 국가간 새로운 관계구축
●

1990.11월 EC 집행위는 1988~90년 중 동유럽 COMECON(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과
쌍무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2단계로 EC 준회원국 지위부여를 위한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와 교섭함.
- 이들 3국은 제휴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EC 가입문제에 대해 이견을 노정함.

●

1990.11월 EC･루마니아 간 무역경제협력협정이 서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양측간 최혜국대우
부여, 루마니아 상품에 대한 EC 수량제한의 점진적인 철폐, 각 분야의 경제협력증진 등임.

4. EC EMU(경제통화동맹) 추진
●

EC 재무장관들은 1990.3.31. 아일랜드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 EMU의 최종단계 완료에
대비한 EC조약 개정문제, 각국의 예산조정, 노르웨이 및 오스트리아의 EC 준회원 자격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당한 의견일치를 봄.

●

영국은 10.8. 환율변동 허용폭을 과도기적으로 6%로 한다는 조건으로 EC ERM(Exchange
Rate Mechanism, 환율통제장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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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33

구주의회 동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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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구주의회 동향에 대한 내용임.
1. 구주의회 개관
●

구주의회는 EC(구주공동체) 기구중 유일한 구주시민 전체의 정치적 대변기관이며, 입법기관이
아닌 감독 및 자문기관으로서 예산심의권, 주요정책 및 중요협정 체결 또는 가입에 대한 협의권,
EC 이사회, 집행위, 외무장관회의에 대한 질의권을 가짐.

●

구주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518명 의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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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주의회 동향
●

인권위 보고서(1989.1.19.)
- 구주의회 총회는 1987~88년간 인권 관련 토의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국제테러 지속,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 중국, 이란, 남아공에서 사형선고수의 증가, 종족간 분쟁
등을 지적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리비아, 니제르 등에서 구금자 석방, 한국 및 대만
(구 중화민국)의 자유화, 아이티 및 동독의 사형제 폐지 등을 거론함.

●

1988.10.10.~14. 개최된 구주의회 총회는 칠레의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
하고 모든 정치인의 석방을 촉구함.

3. 제3차 구주의회 총선 결과(1989.6.15. 및 6.18.)
●

총선투표: 58.7%

●

그룹별 의석분포(총 518석)
- 사회당 등 좌익성향: 261석, 기민당 등 보수 중도성향: 242석, 무소속: 15석

●

주요국별 분석
- 영국 집권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게 패배하였으며, 프랑스 집권 사회당이 우파에 패배함.
- 독일(서독)은 중도우파가 퇴조하고 극우 정당인 공화당이 구주의회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함.

●

평가
- 1979년 제1차 총선 63%, 1984년 제2차 총선 61% 투표율에 비해 금번 총선 투표율이
58.7%로 저조한 것은 구주 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좌익계 그룹이 과반 수 이상 의석을 점유하여 앞으로 동 계열에서 주장해 온 EC의 보호주의
강화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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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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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됨.
1.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1990.4.28., 아일랜드)
●

주요 결과
(EC 통합)
- 1992년 구주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EC 외무장관들이 정치통합과
관련된 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1990.6월 EC 정상회담 시 제출하도록 결정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 EEA(유럽경제지역) 설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독일 통일)
- 독일 통일은 전유럽 및 구주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고 독일 통일 후 동독의 EC 통합을
승인함.
(안보)
- EC가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CSCE의 정례
외무장관회의 및 사무국 설치를 제의함.
(동구권 지원)
- EC와 동구국가 간의 제휴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EBRD(구주개발은행) 설립, 동구국가들과의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학생교환계획 등을 환영함.
- 서방국가들의 원조를 동독, 체코,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에도 확대 제공하기로 함.

●

평가
- 금번 특별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에 대한 우려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치통합 문제가 주요 의제임.
- EC가 독일 통일을 인정함으로써 통일이 가속화될 것이며, EC와 동구국가 간의 제휴협정 체결
추진 등으로 EC･동구국가 간 관계가 긴밀화 될 것으로 전망됨.

2. EC 특별 정상회담(1990.10.27.~28., 이탈리아)
●

주요 결과
(EC 통합)
- 점진적 정치통합과 EC의 권한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구주의회의 입법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1994.1.1. EMU(경제통화동맹)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소련 및 동구권 지원)
- 제휴협정 체결을 통한 중동국가들과의 협력증진 및 개혁지원, 소련의 개혁정책 성공을 위한
기여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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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문제)
- 유엔결의에 의한 걸프사태의 해결을 강조하고, 레바논 사태의 해결 촉구 및 레바논 재건 지원
의사를 표명
- 아랍･이스라엘 분쟁,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회의 개최 방안을 지지함.
●

평가
- 금번 회담은 EC 정치통합 추진 및 경제통화동맹의 2단계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등 EC 통합에
더욱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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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개최됨.
1. EC 정상회담(1990.6.25.~26., 아일랜드)
●

주요 결과

(EC 통합)
- PU(정치동맹) 및 EMU(경제통화동맹)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1990.12.12. 로마에서 개최
하기로 함.
- 역내시장 완성에 필요한 조치 중 2/3를 채택함.
- 동･서독 간 경제, 통화, 사회동맹조약 체결이 동독지역의 EC 내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함.
(안보)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핵무기 확산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위협 요인이라고 하고 핵확산 제거 노력에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함.
(소련 지원)
- 소련의 민주화, 시장경제체제 전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
- 남아공의 사태 개선을 환영하고 대남아공 제재의 점진적 완화 검토 용의를 표명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를 촉구함.
(UR(우루과이 라운드))
- UR의 1990년 말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EC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함 .
●

평가
- 대소련 경제원조에 대한 EC 합의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구주질서 구축에 있어 EC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

2. EC 정상회담(1990.12.14.~15., 이탈리아)
●

주요 결과

(EC 통합)
- 구주의회 및 EC 집행위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정책 결정기구를 일원화 함.
- 회원국들은 정치동맹 조약안 및 경제통화동맹 조약안을 1992년 말 이전에 비준을 완료하기로 함.
- 1992년 역내시장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조치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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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및 동구권 개혁 지원)
- 소련의 개혁을 지지하고 10억 달러 상당의 긴급식량지원에 합의
-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한 식량지원, 헝가리 및 체코의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로 함.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
- 걸프사태 및 중동문제 관련 유엔결의안을 지지하고 및 미국･이라크회담을 위한 미국 측 제의를
지지함.
-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 및 민주화 진전을 감안하여 신규투자금지조치를 해제함.
374

●

평가
- 금번 정상회담은 EC 역사상 1985년에 이어 기본조약 개정을 위한 두번째 정부간 회의이며,
정치통합 및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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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제1∼2차 ACC(아랍협력위원회) 정상회담이 개최됨.
1. 4개 창설 회원국 정상회담(1989.2.16., 이라크 바그다드)
●

경위
- 1989.2.16.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북예멘 4개국 원수들은 역내공동시장 창설 및 경제,
문화,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통합을 목적으로 동 정상회담을 이라크에서
갖고 ACC 창설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연 1회 정상회담, 6개월마다 1회 각료회의를 개최
하기로 함.

●

평가
- ACC 4개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고, 누적외채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경제
환경으로 경제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제1차 ACC 정상회담(1989.6.15.~16., 이집트 카이로)
●

참가자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요르단 국왕, 살레 북예멘 대통령

●

주요 결과
- 사무총장에 Hilmi Namer 전 카이로대학 총장을 임명하기로 함.
- 회원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면제 및 우선취업을 보장하기로 함.
- 회원국간 단일 항공사 설립 추진, 외교, 법률 및 사법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ACC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해 동의함.

3. 제2차 ACC 정상회담(1989.9.25.~26., 북예멘 사나)
●

참가자
- 무바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 대통령, 후세인 국왕, 살레 대통령

●

주요 결과
- ACC 수상회담(1989.9.16.~17.)에서 잠정 합의된 16개의 다자간 협정(회원국간 노동력 이동,
반마약 및 정보분야 협력, 산업협력 등)을 승인함.
- 레바논 위기 해소를 위한 아랍연맹의 노력을 지지하고 레바논 내 외국군대 철수 등 모든 형태의
외세개입 중지를 촉구함.
-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주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
회의 개최 및 미국의 입장 표명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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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이번 정상회담은 1989.2월 ACC 창설 이래 2번째 정상회담인바, 다자간 협정을 통한 역내
협력을 구체화하고 지역정세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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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UMA(마그레브아랍연합) 창설 관련 사항임.
1. 마그레브 정상회의 시(1989.2.15.~17., 모로코 마라케쉬) UMA를 창설함.
●

마그레브 5개국(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아) 정상회의는 1989.2.17. 마그레
브아랍연합헌장 조인식을 거행함.
- 이사회: 5개국 원수들로 구성, 의장은 윤번제(1989년도 의장: 핫산 모로코 국왕)
- 집행사무국: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상설기관, 집행위원장 임기는 3년
- 자문위원회: 각국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 의회 기능

2. 제1차 UMA 정상회의(1990.1.21.~23., 튀니지 튀니스)
●

참석자: 모로코 Hassan 2세, Ben Ali 튀니지 대통령, Chadli Benjedid 알제리 대통령,
Qaddafi 리비아 국가원수, Baba 모리타니아 외무장관(Taya 국가원수 대리)

●

정상회의 결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인원 증가: 각국 10명씩에서 20명씩으로 증가
- 4개의 각료급 분과위원회 설치: 인적자원위원회, 경제재정위원회, 식량확보위원회, 사회간접
자본위원회
- 사무국 설치
- 외무 및 국방장관 회의 개최

3. 제2차 UMA 정상회의(1990.7.22.~24., 알제리 알제)
●

주요 논의사항
- 마그레브지역의 공동경제개발 전략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 협의에 대해서는
UMA 외무장관, 재무장관 및 농업장관 회의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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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아랍 정상회담. Baghdad(이라크), 1990.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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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아랍 정상회담이 1990.5.28.~30.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3월부터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소련 유태인의 이스라엘 거주 대책협의를 위해 아랍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등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 팽창주의에 대한 아랍권의 경계의식 고취 및 단결강화를 위해 동 회담 개최를 지지
- 1990.5.22.~23. 동 회담준비를 위한 아랍연맹 외상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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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국: 아랍연맹 21개국 중 16개국
●

시리아, 레바논은 이라크와 적대관계로 불참하였으며, 모로코, 알제리, 오만은 대표단만 파견함.

3. 주요 의제
●

소련 거주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주(1995년까지 약 80만 명) 문제

●

중동 사태, 아랍공동체 강화방안

●

서방세계의 대이라크 압력에 대한 공동보조방안

4. 주요 결과(공동성명 채택)
●

소련 거주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주 중단을 촉구하고 유태인의 이주 방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
및 국제감시기구 설치를 제의함.

●

미국의 편향적인 이스라엘 정책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점령지대 내 유엔군 주둔을 촉구함.

●

외국 침략 및 공격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아랍권 단합을 촉구함.

●

이란･이라크 간 화해를 촉구하고 서방 측의 대이라크 비난은 전아랍에 대한 비난이라고 강조함.

5. 평가
●

범아랍권 결속 및 연대를 과시하였으나 아랍권 내 강온건파 대립으로 회담 결정 및 토의사항의
준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90-033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및 동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9 / 9 / 1-165

1989∼90년 중 제25~26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가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됨.
1. 제25차 회의(1989.7.24.~26.)
●

참석국
- 50개국 회원국 대표(15개국 정상), 유엔 사무총장,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등

●

주요 결과
- 나미비아 독립지원을 위한 유엔 지원단 증파 및 국제사회의 원조 제공을 요청함.
- 유엔안보리의 대남아공 무기판매금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함.
- 세계적인 경제블럭화에 대처하기 위해 AEC(아프리카경제공동체) 구상을 검토하기로 함.
- 남아공 사태, 리비아･차드 및 세네갈･모리타니아 간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국 특별
정상위원회를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1989.9월 개최하기로 합의함.
- 아프리카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외채경감을
요청함.
- 아프리카･아랍협력을 위한 재정투자기구, 특혜무역지구 및 무역박람기구 설립을 검토하기로 함.
- 1990년을 아프리카 환경의 해 및 문맹퇴치의 해로 지정함.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신임 의장, Salim 탄자니아 부수상 겸 국방장관을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출함.

●

평가
- 나미비아 독립 및 아프리카 외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일치된 인식과 해결 의지를 표명
하였으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무바라크 대통령이 아프리카･아랍 협력과 지역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2. 제26차 회의(1990.7.9.)
●

참석국
- 51개국 회원국 대표, 유엔사무총장 대리 등

●

주요 결과
-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을 의장, 이밖에 10명의 부의장(모잠비크, 말리, 나미비아, 르완다
등)을 선출함.
-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철폐시까지 일치단결 및 대남아공 제재를 계속하기로 함.
- 이스라엘, 대만(구 중화민국), 칠레의 대남아공 군사 및 핵기술 협력을 강력히 비난함.
- 리비아･차드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모리타니아･세네갈 간 신뢰조성 및 협상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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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비아 독립을 환영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나미비아 원조를 호소함.
- 채권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아프리카 외채탕감을 촉구함.
- 이란･이라크 간 평화회복을 촉구하고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방안을 지지함.
●

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분쟁, 내전 격화 등 국내문제로 인해 아프리카국가 정상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주로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경제회복 문제에
역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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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40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19 / 10 / 1-39

1988~90년 중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IGADD(가뭄 및 개발을 위한 정부간 기구) 정상회의(1988.3.21.∼22., 지부티)
●

참가국(6개 동부아프리카회원국):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지부티

●

주요 토의내용
- 동부아프리카 가뭄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원조
- 가뭄 및 사막화 진행방지를 위한 회원국 정부간 협력
- 국제자선기구의 농업, 수리사업개발 지원

2. 제15차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의(1988.12.14.∼16., 카사블랑카)
●

주요 토의내용
- 아프리카 농업 생산물에 대한 정당 보상 및 공정가격 형성 문제
- 사하라사막 기상관측소 설치 및 메뚜기떼 퇴치문제

3. 제3차 불어권 정상회의(1989.5.24.∼27., 다카르)
●

참가국: 유럽,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지역 불어권 43개국(17개국은 국가원수 참석)

●

회의 결과
- 불어권 공동연대기금 창설
- 농업, 에너지, 문화, 통신, 과학정보, 교육 등에 관한 다카르선언 채택
- 불어교육 교사양성을 핵심전략으로 채택

4. 제16차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의(1990.6.19.∼21., 라볼)
●

주요 토의내용
- 민주화 실현 및 CFA 프랑의 가치 보존
- 콩고, 가봉, 코트디부아르, 카메룬에 대한 대프랑스 외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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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41

일본 TV 방송의 위성수신 방송규제 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9 / 11 / 1-118

1989~90년 중 정부가 검토한 일본 TV방송의 국내 위성수신 방송규제 관련 내용임.
1. 현황(1989.12월 현재)
●

간이용 접시안테나 설치로 일본 방송통신위성 TV방송 수신이 가능한 실정임.
- 1986.12월부터 NHK가 위성방송을 실시중

●

일본 위성방송 수신이 큰 증가 추세
- 현재 약 1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금년말까지 15만대 이상으로 보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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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위성방송 수신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빈번한 언론보도

2. 문제점
●

일본문화의 한국침투 결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문화 유입 규제 정책의 실효성 감퇴
- 일본문화 침투 부작용 예상

●

일본 민간방송의 위성방송 참여 시 일본 대중문화 확산 우려

●

국내방송 시청률 저하

3. 법적 검토
●

현재 국제위성통신에 대한 다자협정이 한국에는 1973.2.12. 발효된 상태임.
- 단일의 세계 상업전기통신 위성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기 협정에는 인접국가
간의 위성통신에 의한 TV방송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

국내법적으로도 일본 TV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음.

4. 대책
●

체신부와 문공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수신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조치는
어려움.
- 외국의 예에 따라 방해전파를 보내 자국내 수신을 방해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

●

전파 방송의 타국에 대한 침투방지라는 측면에서 일본 측에 적극적인 조치 촉구

●

위성TV 수신 안테나, 튜너 등의 광고판매 및 수입규제 여부 검토

5. 외무부는 1990.1월 주요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타국 TV방송 수신 가능여부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

국제관례를 종합하여 2월 체신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수립하여 외무부에 통보함.

90-0342

일제하 조선총독부 발간 징용해설서(1944년) 입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19 / 12 / 1-101

1990.12.6. 발견된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만든 ‘징용해설서’ 관련 내용임.
1. 징용해설서 발견 경위
●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만든 징용해설서가 1990.12.6. 발견되었는바, 오사카의 한국문제 정보지
코리아 투데이가 입수함.(1990.12.7., 중앙일보 보도)
- 동 해설서는 구 일본군 관계자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코리아 투데이 10월호에 게재됨.

2. 제작 경위
●

동 해설서는 1944.10월 조선총독부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전하기
위해 징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대규모 징용을 강요하기 위해 제작 배포한 것임.

●

강제징용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1문1답 형식으로 112페이지의 책자를 제작함.

●

일본 정부는 1938.4월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하였고 1939년부터 탄광, 광산 등 위험한 지역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본격적으로 강제 연행을 실시함.

3. 징용해설서 내용
●

국민 징용령 의의, 노무동원 방법, 징용장소, 징용기간, 징용순서, 징용종류, 훈련내용, 징용기간,
징용순서, 징용종류, 훈련내용, 징용시 급여, 복무기율과 표창제도, 징용자 가족에 대한 대책,
가족수당, 여성의 징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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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43

주한 미국대사관 침입사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19 / 16 / 1-47

1989.10.13. 한국 대학생 6명이 주한 미국대사관 관저에 침입한 사건내용임.
1. 경위
●

1989.10.13. 한국 대학생 6명이 화염병, 사제 폭파물을 휴대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
Gregg 주한 미국대사의 취임을 반대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 관저에 침입함.

2. 한국 정부 조치사항
384

●

1989.10.13. 경찰은 한국 대학생 전원을 검거함.
- 10.14. 치안본부는 상기 사건 발생에 따른 경비 책임을 물어 관련 경찰관을 징계 조치함.

●

10.13. 외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불행한 사건발생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금번
사건은 한･미국 관계와 노 대통령의 방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10.13. 주미국대사관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면담하고 유감을 표명함.

3. 미국 정부의 반응
●

Gregg 대사는 1989.10.13. 기자회견을 통해 동 사건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사소한 일로 한･미국
관계와 노 대통령의 방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90-0344

한국 내 반미국 동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0 / 1 / 1-186

1989~90년 중 한국 내 반미국 동향, 미국 내 반한감정 관련 동향임.
1. 1989.5.23.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대협이 지정한 반미주간 중 5.22. 경희대생들이 학교
정문 앞 대형 모조 성조기를 붙여놓고 “성조기를 밟고 가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바, 이와 관련 외무부 대변인은 5.23. 외국 국기 모독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함.
●

국기를 태우거나 밝는 등의 모독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 행위는 즉시 중지되어 다시 행해지지 말아야 될 것임.

2.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89.5.26. Dunlop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반미시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설명함.
●

Dunlop 한국과장은 최근 한국 내 언론이 반미시위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한미 관계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는 견해를 보임.

3. 미국 국무부는 1990.3월 국토통일원이 발간한 통일교육 지도자료 내용 중 “한반도 분단의 경위
해명(분담책임 주체로서의 미국･소련에 대한 균형적 인식)” 부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한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함.
●

분단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교육 시, 최근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분단의 주된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이를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편파적 입장에서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그
책임이 미국과 소련에 다같이 분배된다는 입장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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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45

제2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0.7.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0-20 / 2 / 1-44

제2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이 1990.7.30.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1. 참석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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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캐나다 측: Clark 외무장관

2. 주요 의제 및 결과
●

한･캐나다 정상회담
- 한국 측은 1990.5월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공식 방문이 연기된 것에 유감 표명
- 캐나다 측은 노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조속한 시일 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

●

민족교류 및 남북관계
- 한국 측은 7.20. 노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교류선언과 최근 남북관계 설명

●

북태평양 안보문제 협의
- 캐나다 측은 아태지역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북태평양 안보문제 협의회를 비공식차원에서
개최한다는 구상 설명

●

통상･경제협력
- 캐나다 측은 CANDU(Canadian Deuterium Uranium) 원자로 판매 문제와 북태평양
유자망 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

90-0346

일본 국왕 즉위식 참석 계기 강영훈 국무총리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면담, 1990.11.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20 / 3 / 1-36

강영훈 국무총리는 1990.11.11.~14. 일본 국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11.12.
Soe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함.
1.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0.10.22. Soeharto 대통령의 도쿄 방문시 강영훈 국무총리의 면담제의를
환영한다고 알려옴.
●

10.29. 인도네시아 외무성은 동 대통령 면담이 11.12.로 결정되었다고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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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90.11월 Soeharto 대통령 면담에 대비하여 아래의 예방자료를 준비함.
●

Soeharto 대통령
- 인적사항, 성장배경, 성품, 정치사상, 주요 업적

●

면담자료
- 국제정세 일반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동남아 정세
- 양자 및 다자협력

●

인도네시아 개황

3. 면담 결과
●

Soeharto 대통령은 양국관계, 특히 경제･무역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함.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LNG 가스를 수입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LNG 가스를 일본에 집중
수출하고 있으나 분산공급을 희망한다면서 향후 한국에 추가 수출 가능함을 언급함.

●

강 총리는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동 대통령의 방중
시 중국이 한국입장을 지지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함.

●

동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언급함.

90-0347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90.4.30.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0 / 4 / 1-215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이 1990.4.30. 서울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1990.4월 대통령 방일 준비를 위한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회담 개최일시 및 장소: 1990.4.30., 서울
- 일본 외상 방한 기간: 1990.4.29.~5.1.

●

일본 외상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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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주요 의제
- 대통령 방일 추진 기본방향
- 한반도 정세
- 양국간 현안문제
- 역내 협력문제(아･태지역 협력 등)

2. 외무부는 1990.4.27.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언론에 공개하고 배경설명을 함.
●

개최 경위
- 1990.3월 일본 측은 대통령 방일 이전에 대통령 방일 준비 성격의 제5차 정기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제의

●

회의 의제
- 대통령 방일 기본방향
- 한반도 제반정세
- 양국간 현안문제: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문제,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무역의 확대균형
- 역내 협력문제: 아태협력, UR(우루과이 라운드) 등

90-0348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90.4.30. 전3권
(V.2 회담 결과 및 홍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0 / 5 / 1-200

1990.4.30.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관련 사전회담 결과 및
홍보사항임.
1.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90.4.30.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 해결 방향 합의
- 3세 이하 자손에 대한 영주권의 자동적 부여
- 지문날인제도 적용 배제
- 강제퇴거 사유를 국사범에 한정
- 재입국 허가기간을 5년으로 연장
- 외국인등록증에 관해서는 3세 이하 자손의 입장을 배려한 적절한 해결책 강구
- 기타 교육문제, 지자체 공무원 및 교사채용 문제, 지자체 선거권 문제 등은 금후 협의 계속

●

기타 과거사 문제 관련 현안에 대해 대통령 방일 이전 해결 합의
- 일본 측은 재한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이조 궁중유물 반환문제 등에 최대
협력 약속

●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적극추진 합의
- 첨단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 선정 협의 계속
- 인적･물적교류 확대
- 한국 측은 일본 대중문화 조기 유입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평가
- 후손문제 관련 주요 현안타결로 대통령 방일 최대 걸림돌 제거
- 과거사 관련 현안 타결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도출 노력 합의로 대통령 방일의 원만한 추진
기반 마련

2. 주일본대사는 1990.5.2. 주일본지역 특파원단을 초청하여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함.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에 관한 양국간 합의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함.

●

주일본지역 각 총영사관은 5월 관할 민단 및 동포사회에 회담 결과 및 성과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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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49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90.4.30.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0 / 6 / 1-198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임.
1. 제5차 한･일 정기외무장관 회담자료(1990.4.30., 서울) 목차
●

회의 개요
- 오전 회의, 오후 회의
- 장소: 종합청사 19층 회의실
- 참석자: 김정기 아주국장, 선준영 통상국장 9명(일본 측: 다니노 아주국장, 후쿠다 조약국장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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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인사

●

의제별 참고자료

●

폐회 인사

2. 만찬사(1990.4.30.)
●

최호중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시 한국 측 만찬사

90-0350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90.9.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0 / 8 / 1-106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이 1990.9.25. 뉴욕에서 개최됨.
1.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일본 측: 나카야마 외상

2. 주요 의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양국간 현안문제
- 수해 관계, 재일한국인 3세 문제, 산업･과학기술협력, 어업문제 등

3. 회담 결과
●

한반도 정세
- 일본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확인
- 한국 측은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간 실무접촉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독가입
추진이 불가피함을 설명

●

일본･북한 관계
- 일본 측은 일본･북한 관계개선 추진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사전협의할 것임을 재확인

●

양국 관계
- 한･일본 각료회의의 1990.11월 말~12월 초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조속 확정하기로 합의
- 재일한국인 문제 관련 1991.1월 말까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합의
- 산업･과학기술협력 관련 대통령 방일 시 합의된 6개 공동협력사업에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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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51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9 / 1-266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가 1990.11.26.~27. 서울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1990.10월 주한 일본대사관과 일정 등 협의를 거쳐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추진 기본계획을 작성함.
●

개최 일시 및 장소: 1990.11.26.~27. 서울 개최로 잠정 합의
- 일본 측은 유엔평화협력 법안과 관련한 국내 일정을 보아가며 최종 통보 예정

●

추진 방향
- 대통령 방일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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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및 주변 정세의 급변 추이 속에서 한･일본 양국간 긴밀 협의체제 강화
- 한･일본 각료 간 친분 유대강화로 선린우호 협력관계 증진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 대표: 재무부, 법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장관, 주일본대사, 경제기획원차관
(8개 부처)

●

주요 의제
-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대통령 방일 이후의 한･일본 관계 개관
- 한･일본 경제관계
- 재일한국인 문제
- 바람직한 한･일본 관계의 미래상

●

일정
- 전체회의, 개별 각료회의, 기자회견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한국 측 수석대표 주최 만찬

2. 외무부는 1990.11월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일정 및 대표단 등 개최 계획을 확정함.
●

추진 방향
- 대통령 방일 양대 성과인 과거사 청산 및 미래지향적 선린우호 협력관계의 구체성과 가시화
-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시 한국 측 요구 5개 사항 준수 유도
-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상호인식 교환 및 효과적 대처방안 강구
- 한･일본 양국간 국민적 차원의 이해 심화를 위한 문화･인적교류 증진방안 강구

90-0352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2 대책회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10 / 1-323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내부 대책회의 및 보고사항임.
1.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대일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총괄 대책반 회의(1990.11.13.)
- 참석 범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농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상공부 통산진흥국장, 건설부 해외협력관, 교통부 수송정책국장, 체신부 통
신정책국장, 과기처 기술협력관 등
- 토의사항: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경제분야 의제

●

국무총리 보고(1990.11.20.)
- 보고자: 총괄 및 정무관계 보고(외무부장관), 경제관계 보고(경제기획원차관)

●

대표단 조찬회의(1990.11.20.)
- 참석자: 참석 각료
- 협의사항: 각료회의 진행 및 대처 방향, 상부 보고내용 및 방식 등

●

청와대 보고(1990.11.21.)
- 참석자: 참석 각료
- 보고 순서: 총괄 및 정무관계 보고(외무부장관), 경제부처(참석한 각부처 장관)

2. 외무부는 1990.11월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대책 보고자료를 작성함.
●

총괄사항
- 기본목표, 대표단, 주요 일정, 의제, 정무분야 대처방향 순

●

경제부처 소관사항

●

법무부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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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53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3 외무장관회담)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11 / 1-209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양국간 외무장관회담이 1990.11.26. 개최됨.
1.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장관

●

일본 측; 나카야마 외상

2. 회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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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회선언 및 대표단 소개
국제정세 개관
- 페르시아만 사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력문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남북대화
- 한국의 북방 외교: 한･중국 관계, 한･소련 관계, 중국 및 동구권에 대한 경제 공동진출 방안
- 일･북한 관계

●

한일 양국관계
- 재일한국인 문제
- 원폭피해자, 사할린 교포, 피징용자 명부 문제
- 문화･인적교류 증진
- 이조 궁중유물 반환
- 산업･과학기술 협력문제, 어업문제

●

가이후 수상 방한문제

90-0354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4 전체회의 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12 / 1-204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전체회의 자료임.
1.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전체회의 진행순서 책자(1990.11월, 외무부 작성)
●

11.26.
- 개회식
- 제1차 전체회의

●

11.27.
- 제2차 전체회의
- 폐회식

2. 제1차 전체회의 시 수석대표 말씀자료(1990.11.26., 외무부 작성)
●

개회선언

●

개회사

●

양측 대표단 소개

●

기조연설: 머리말, 국제정세, 동북아정세, 북방외교, 남북대화, 일･북한 관계, 대통령 방일 이후
한･일본 관계, 재일한국인 문제, 기타 한일 과거사 관련 현안, 한･일본 경제관계, 무역의 확대
균형, 산업기술협력, 문화･인적교류 증진, 맺음말

3. 제2차 전체회의 시 수석대표 말씀자료(1990.11.27., 외무부 작성)
●

바람직한 한･일본 관계의 미래상
- 서언
- 한･일본 관계현황
- 한･일본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의 협력방향

●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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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5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5 접견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13 / 1-67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 접견자료임.
1. 접견일시: 1990.11.26. 16:30
2. 접견 인사
●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참석 일본 측 대표 및 수행원 10명

●

배석: 한국대표 및 수행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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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견자료 목차
●

접견 인사명단
- 일본 측 인사명단
- 한국 측 배석자

●

방한 일정(각료회의 일정)

●

말씀 자료
- 인사 말씀
- 대통령 방일 협조에 사의 표명
-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
- 일･북한 관계
- 새로운 한･일본 관계 구축
- 가이후 수상 방한

●

일본 측 대표단 인적사항

90-0356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6 홍보관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14 / 1-133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홍보 관련 자료임.
1. 외무부는 1990.11.20.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에
설명함.
2. 외무부는 1990.11.17.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기간 중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을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해당사항 준비를 요청함.
●

회의 전 보도자료
- 11.20. 외무부가 보도자료 배포(일본 측과 동일한 일자)

●

제1차 전체회의 결과
- 외무부가 발표
- 11.26. 12:30

●

개별 각료회의 결과
- 각 부처별로 회담 종료 후 한국 측 기자실에서 보도자료 배포

●

회의 종료 후
- 결과 전체에 대한 보도자료를 외무부에서 작성하여 기자회견 시작 전 사전배포

3.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자료(1990.11.27., 외무부 아주국 작성) 목차
●

가이후 수상 방한

●

일･북한 관계

●

재일한국인 문제

●

산업･과학기술협력

4. 주일본대사관은 1990.11.28. 일본 일간신문이 보도한 각료회의 전체회의 및 각료별 개별회담
개최결과의 보도경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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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57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7 회의 결과 / 재일본한국인 문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0 / 15 / 1-139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각료회의 결과보고서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 외무부장관

●

일본 측
- 외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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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사
●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전체회의 2회, 개별각료 간 회담 및 오찬, 기자회견, 한국 수석대표
주최 만찬

3. 금번 각료회의 성과
●

재일한국인 문제
- 3세에 대한 법적지위 개선사항의 1,2세 확대 적용 합의

●

무역산업협력
- 무역의 확대균형달성을 위한 일본 측 개선조치 합의

●

일･북한 관계
- 일본 측은 대통령 제시 5개항 유념입장 재표명

●

북방경제 공동진출

●

인적･물적 교류
-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고양된 인적･물적 교류증진 분위기의 구체화 노력 합의

●

가이후 수상 방한
- 1991.1월 상순 방한에 합의

●

지난 5월 개최된 한･일본 정상회담 후속조치 사실상 매듭 계기

90-0358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5차. 서울, 1990.11.26.-27.
전8권 (V.8 관계부처 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MF번호

2020-21 / 1 / 1-182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사전 준비단계로서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임.
1. 경제기획원은 1990.11월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와 관련한 아래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

경제기획원 대표 및 수행원 명단
- 대표: 이진설 차관
- 수행원: 이강두 제1협력관 외 3명

●

기본 입장안

●

개별 각료회의 의제

●

대표 이력서

2. 재무부 작성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소관 의제 및 기본입장
●

세계경제 방향에 관한 협의

●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

쌍무 협력
- 기술 및 산업협력
- 무역의 확대균형(관세인하 등)

3. 본 문서철에는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아래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가 수록됨.
●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상공부장관 연설문(1990.11.26., 상공부)

●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기조연설문(1990.11.26., 농림수산부장관)

●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재무부장관 기조연설문

●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기조연설문(1990.11.26., 과학기술처)

●

제15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상공부-통산성 회의자료(1990.11.26.,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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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59

제2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0.7.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21 / 2 / 1-57

한･필리핀 외무장관회담이 1990.7.30.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아･태지역 경제 정세 및 전망 토의를 위한 APEC 12개 회원국 외무･경제장관 각료회의가 싱
가포르에서 개최됨.

●

정부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동 각료회의 참석 계기,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양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1990.7.20. 주싱가포르 및 주필리핀대사관에 한･필리핀 외무장관회담
개최 교섭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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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1990.7.16. 발생한 필리핀 지진피해 복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관대한 조치에 대한
사의 표명

●

민족교류선언, 남북고위급회담, 유엔가입 문제 협의

●

필리핀･북한 관계개선 추진 시 긴밀한 사전협의 약속

●

코코넛 오일, 바나나, 망고 등 필리핀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 협의

90-0360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스페인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90.9.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21 / 3 / 1-40

한･스페인 외무장관회담이 1990.9.27. 뉴욕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7.24. 주유엔 스페인대표부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스페인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 동의로 9.27. 유엔본부 내 안보리 Lounge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됨.

2.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스페인 측: Ordone D. Francisco 외상

3. 주요 협의내용
●

남북한 관계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스페인 측은 남북한 고위급회담 개최를 축하하고
남북한 대화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함.
- 스페인 측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일도 결국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합
형식이 될 것이라고 함.

●

한･스페인 협력증진
- 한국 측은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토대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준비 중인 스페인과 협력확대를 기대한바, 스페인 측은 양국관계 증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

한･동구권 수교
- 한국 측은 헝가리 등 동구권 대부분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조만간 소련과 수교를 기대한다고 함.

●

스페인 외상의 방한 추진
- 한국 측은 동 외상의 방한시기에 대해 문의한바, 스페인 측은 1991년 초 방한을 고려중이라고 함.

401

90-0361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4 / 1-228

한･소련 정상회담이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5월 한･소련 막후채널을 통해 제3국에서 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제기됨.

●

1990.5.21. 도브리닌 소련 대통령 고문(전 주미국대사)이 서울에서 개최된 전직 정부수반회의
(1990.5.23.~26.) 참가를 위해 방한하여 노태우 대통령 면담 시 한･소련 정상회담을 제의한바,
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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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5.22. 도브리닌 고문은 노재봉 비서실장 및 김종휘 보좌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관련
구체사항을 협의함.

2. 외무부는 1990.5.28.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게 노태우 대통령이 1990.6.3.~5.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6.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면서 회담장소, 만찬
장소 및 숙소 등에 대한 준비조치를 지시함.
3. 정부는 1990.5.31. 한･소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대외발표함.
4.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0.5.31. 북한 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소련 정상회담에 반
대하는 입장을 발표함.
5. 한･소련 정상회담(1990.6.4., 샌프란시스코)
●

회담 내용
- 개혁개방과 동서화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 남북한 관계, 한･소련 양국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한･소련 수교문제 관련 주요 언급내용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완전히 매듭지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획기적 전환점을 맞고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되어 나가기를 바람.
이미 시작은 되었으며, 양측 실무 전문가 간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 노태우 대통령은 “관계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외교관계, 경제관계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사절단을 모스크바 또는 서울로 파견, 구체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한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를 표시함.

90-0362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5 / 1-221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자료임.
1. 핵심 자료(대통령 말씀자료)
2. 한･소련 정상회담 자료
●

소련 개회

●

소련 국내정세

●

소련의 대외정책

●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

한･소련 관계

●

소련･북한 관계

●

한･동구권 관계

●

주요 이슈별 대처방향

●

기타
- 주요인사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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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63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3 후속조치 및 홍보 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6 / 1-252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한･소련 정상회담 전후로 관련 공관, 외교단 및 외국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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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6.1. 현홍주 주유엔대표부대사에게 정상회담 홍보자료 송부

●

6.2. 주일본, 주미국대사에게 정상회담 홍보자료 송부

●

6.3. 거점공관(24개)에 대통령 출발사실 통보 및 반응보고 지시

●

6.5. 전재외공관장에 한･소련 정상회담 후 대통령 기자회견 요지 통보 및 호의적 반응 유도
등 홍보활동 지시

●

6.6. 주모스크바영사처에 한･소련 정상회담 요지 및 대통령 기자 회견 영문 발표문 중계 송부,
주요 공관에 6.6. 국내신문 사설 및 해설기사 송부

●

6.8.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 이정빈 제1차관보 방일 브리핑
- 가이후 수상, 나카야마 외상, 구리야마 외무차관에게 설명

2. 외무부는 한･소련 정상회담 이후 아래의 국내조치를 취함.
●

1990.6.9. 청와대 당･정 협의 조찬회의
- 외무부장관, 회담성과보고

●

6.11. 임시 국무회의
- 외무부장관, 후속조치보고

●

TV 대담 프로그램 출연 정상회담 홍보 등

90-0364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4 후속조치 및 홍보 I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7 / 1-168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6.11. 주한 외교단(61명)을 대상으로 한･소련 및 한･미국 정상회담 성과를 브
리핑함.
●

회담 요지를 설명한 후 질의 및 답변 진행
- 한･소련 정상회담, 한･미국 정상회담 자료
405

2. 후속조치 관련자료
●

대소련 관계정상화 교섭 추진 계획(안)

●

한･소련 정상회담의 시대적 의의

●

한･소련 정상회담의 의의 및 성과

●

정상외교성과 홍보실적

●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

한･소련 관계진전의 영향

●

한･일본, 한･소련, 한･미국 정상회담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전경련 오찬 연설문)

90-0365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5 아주지역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8 / 1-266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아주지역 반응임.
1. 각국 정부 반응
●

나카야마 일본 외상(1990.6.4.. 참의원 예산위원회)
-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한･소련 간 외교관계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건임.

●

가이후 일본 수상(6.5., 참의원 예산위원회)
-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반도 및 아시아지역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인바, 이러한 한･소련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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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을 환영함.
- 한･소련 관계의 진전은 남북 분단의 배경이 되었던 동서 대립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바,
일본도 바람직한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최대한 공헌해 나가고자 함.
●

Jin Yongjian 중국 외교부 국제기구국장(6.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 북한과의 관계로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베이징아시안게임이
양국관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상호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

●

Nambiar 인도 외무부 동아국장(6.5.)
- 금번 회담이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평가

●

인도 외무부 국제기구 차관보(6.6.)
- 한･소련 관계개선은 역사적이고 놀랄만한 일로서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긴장완화 화해 및 국가간 협조에도 좋은 일임.

2. 언론 보도(1990.6.6.)
●

요미우리신문
- 샌프란시스코회담은 미국･소련 정상회담과 함께 역사에 남을 것임.
- 소련의 현실 직시의 결단을 평가하며, 이는 교차승인 과정을 진일보시킬 것임.

●

중국 인민일보
- 미국발 보도를 인용하여 한･소련 정상회담 목적이 국교수립에 있었음을 비판없이 언급

●

홍콩 주요 일간지
- 한･소련 정상회담이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동북아에 개방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평가

●

호주 Australian 사설
- 고르바초프는 한･소련 정상회담으로 이룩한 양국간 접근을 실천함에 있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야 함.

90-0366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6 구주지역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9 / 1-250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구주지역 반응임.
1. 각국 정부 반응(1990.6.5.)
●

Mclaren 영국 외무부 아주･미주담당부차관
- 한･소련 정상회담은 이례적인 것으로 소련이 한국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

●

Schenfelder 독일 외무부 동아과 한국담당관
-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항상 기대하여 왔으며, 조속한 외교관계 수립으로
연결되기를 희망
-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금년 가을 이전에 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

●

Laszlo Ivan 헝가리 외무부 제3국장
-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국 북방외교의 커다란 성과를 의미하며, 중국과의 정상화만 남았음.

●

아일랜드 부수상 겸 국방장관
- 동구의 대변화와 함께 국동지역 및 한반도 등에도 긴장완화 및 변화 기대

●

Vindenes 노르웨이 외무차관
- 한･소련 정상회담은 극동에서 냉전의 벽이 무너지고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역사적
거보의 시작이며, 한･소련 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음.

2. 언론 보도
●

독일 Sueddeutsche Zeitung(1990.6.5.)
-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가장 큰 성공
-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잠재력 있는 교역 상대를 얻었음.

●

스페인 ABC(6.5.)
- 고르바초프의 대한국 관계에 전격적 조치, 오랜 냉전의 종식

●

이탈리아 Corriere della Sera(6.5.)
- 고르바초프는 미국에서 또다시 냉전구조의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함.

●

영국 Daily Telegraph(6.6.)
- 한･소련 정상회담으로 한국의 북방정책은 최고의 성과를 얻었으며, 양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서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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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67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7 미주지역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10 / 1-199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미주지역 반응임.
1. 각국 정부 반응
●

Boucher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1990.6.5., 정례브리핑)
- 미국은 한･소련 양국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이
역사적인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전망을 높이고 있음.
-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맺고 북한이 남한과 여타 자유시장 국가들과 관계를 갖도록
고무하는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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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den 캐나다 외무부 북아과장대리(6.11.)
- 한･소련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
- 금번 회담은 소련이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주요 협력파트너로 인정한 것임.
-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국 북방정책의 완전한 성공인바, 이로 인한 북한의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감이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Herrera Cabral 도미니카 외무차관(6.13.)
-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개방 압력과
중국･북한 밀착에 대한 주의 효과도 주게 될 것임.

2. 언론 보도(1990.6.5.)
●

San Francisco Chronicle
-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장래에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
하고 경제적 유대관계를 크게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Washington Post
-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완전한 외교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New York Times
-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냉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을 가졌음.

●

L.A. Times
- 노태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동 회담이 한･소련 양국 수교 및 경제협력확대,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90-0368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8 아프리카･중동지역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11 / 1-103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아프리카･중동지역의 반응임.
1. 각국 정부 반응
●

Moutou Da Graca 가봉 외무부 아주국장(1990.6.6.)
- 외교관계가 없는 한･소련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임.

●

Mohamed Noor Al-Obeidly 카타르 외무성 국제기구조약국장(6.7.)
- 과거 적대관계였던 소련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한국 외교의 큰 성과이며
진심으로 축하함.

●

Bilbeisi 요르단 외무성차관(6.7.)
- 소련 측의 페레스트로이카 실천을 위한 동양진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입장과 한국 측의 통일을
위한 상호이해가 일치하여 금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며, 역사적 의의가 큰 것으로
축하함.

●

Ben Yahia 튀니지 외무성차관(6.9.)
- 한･소련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발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긴장
완화가 정착되기를 바람.

2. 언론 보도
●

코트디부아르 Fraternite Matin(1990.6.4.)
-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바, 교조주의가 쇠퇴해 가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한･소련 관계개선의 모색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평양의 불만과는 관계없이 냉전의
벽이 아주지역에서 최후로 붕괴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임.

●

사우디아라비아 Riyadh Daily(6.7.)
- 아시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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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69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9 소련 및 북한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1 / 12 / 1-245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소련 및 북한의 반응임.
1. 소련 반응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기자단 질문에 대한 답변(1990.6.5.)
-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 이를 검토
하게 됨.
- 블라디보스토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본인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동 지역상황을 좋게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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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여러 국가간의 관계를 좋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음.
- 상기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소련은 한국 측의 회담 개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물론 양국은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이번에 회담하기로 결정한 이유임.
●

Rogachev 소련 외무차관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후 시티 태국 외상
방문 시 언급(6.6.)
- 소련은 한･소련 정상회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함.

●

타스 통신(6.5.)
- 고르바초프는 금번 회담이 아태지역에서의 최근 변화 속에서 가능했다고 말함.
-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양자간 유대가 발전되고 역내 및 한반도의 정치 정세의 일반적인
발전 속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함.

●

모스크바 TV1(6.5.~6.)
- 한･소련 양국 정상이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
-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 후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 및 기타 분야에서 관계발전 확신 표명

2. 북한 반응
●

김희수 주소련 북한대사대리의 소련 외무성 방문 항의(1990.6.5. 주소련영사처 보고)
-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남･북한 간 첨예한 대립을 조장시킬
것임.

●

한민족 중앙위원회 성명(6.7. 북한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 인용보도)
- 한･소련 정상회담은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두 개 한국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사대
매국, 분열행각임.
- 한･소련 정상회담의 목적과 결과는 민족의 근본이익과 배치되며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평화,
반통일 죄악으로 용납할 수 없는 민족반역의 흥정판임.

90-0370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10 외신 분석 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2 / 1 / 1-427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외신 분석보고 내용임.
1. 공보처 외신논조
●

공보처 해외공보관에서 대통령 방미(특히,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미국신문, 세계 4대 통신,
일본신문, 기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정리

2. 주요 외신 사설
●

공보처 해외공보관에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해외 주요 외신의 사설정리

3. 외무부 주요 정세 속보
●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외신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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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71

한･소련 정상회담. San Francisco, 1990.6.4. 전11권
(V.11 국내외 반응 종합)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2 / 2 / 1-360

1990.6.4.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국내외 반응을 정리한 책자
내용임.
1. 책자 발간 취지
●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간의 한･소련 정상회담은 한･소련 간의 수교에 관한
기본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유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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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동 회담과 관련된 국내외 반응을 종합 정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간함.

2. 책자 내용
●

국내 주요 언론 보도내용

●

주요 관련국 반응

●

부록
- 한･소련 관계사 일지
-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 고위인사의 한국관계 언급 일지

90-0372

제45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90.9.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2 / 4 / 1-73

제45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이 1990.9.26. 뉴욕에서 개최됨.
1.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장관

●

미국 측: Baker 국무장관

2. 회의 결과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 한국 측: 부시 미국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시 한국 지지 발언을 요청
- 미국 측: 동 건을 백악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

●

한･소련 관계
- 한국 측: 최근 한･소련 관계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미국의 측면 지원에 사의를 표명
- 미국 측: 금번 한･소련 외무장관회담이 한･소련 관계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

●

한･중국 관계
- 미국 측: 베이징 아시안게임과 제3차 아･태 각료회의(1991.10월)가 한･중국 관계발전의 전기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필요 시 협조제공 용의 표명

●

경제･통상 관계
- 미국 측: UR(우루과이라운드) 연내 타결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
- 한국 측: 농산물 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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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73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0.12.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22 / 5 / 1-35

제3차 한.호주 정책협의회가 1990.12.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호주 측: Lightowler 외무무역부 차관보

2. 주요 결과
414

●

국제 정세
- 양측은 탈냉전 및 국제질서 개편과정에서 페르시아만 사태와 같이 힘의 공백을 이용한 지역
분쟁의 표면화 가능성을 지적

●

아태지역 안보대화
- 아태지역에서의 유럽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적용 가능성 관련, 호주 측은 우선 지역내
소그룹 국가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아･태지역 안보대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
설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국 측은 중･장기적 안보대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반도,
일본･소련 관계들의 우선 해결을 강조함.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호주 측은 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다자협력
- UR(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한국 측은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전달했고, 호주 측은
협상타결을 위한 한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함. 또한 양측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함.

●

양자 관계
- 한국 측은 무역역조 시정 및 한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의 완화를 요청하고, 호주 측은
호주 상공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복수사증 발급을 요청함.

3. 평가
●

급변하는 국제관계 및 페르시아만 사태에 관한 평가를 통해 국제질서 개편방향에 대한 상호
인식을 제고함.

●

유엔, APEC 등 다자기구에서 상호협력 및 양국간 정치통상 발전 모색에 유익한 계기를 마련함.

90-0374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제8차. 서울, 1990.7.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22 / 6 / 1-97

제8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가 1990.7.2.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벨기에 측: Hollants Van Loocke 정무총국장

2. 의제별 토의결과
●

동북아 정세
- 한국 측: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성과, 한･미국 정상회담 및
안보협력, 유엔가입문제, 남북한 관계, 북방외교, 한･소련 정상회담 등을 설명하고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소련의 Two Korea Policy 및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
- 벨기에 측: 소련의 대미 또는 대유럽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은 아직 미숙
단계라고 평가. 북한은 무역사무소 개설, 통상확대 제안에 앞서 대벨기에 외채를 먼저 청산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방 측의 대북한 접근을 북한의 개방화와 연계시킨다고 하지만 균형
유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

●

구주 정세
- 벨기에 측: EC(구주공동체)의 정치통합 추진은 공동의 외교정책 수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EC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는 단계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문제임. 미국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로서 아직도 매우 중요하며 서방국 유대의
상징인 EC, NATO,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당초 성격은 유지되어야 함.
- 한국 측: 벨기에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균형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 간의 차이점 설명

3. 평가
●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양국간 상호이해 심화

●

북한의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문제 등에 관해 한국 입장을 이해시키고 EC 국가간 협의 시
한국입장을 반영하도록 요청

415

90-0375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제8차. 서울, 1990.7.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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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자료임.
1. 동북아 정세(한국 측 리드)
●

동북아 정세 일반: 동북아 정세, 동북아 4강 관계, 90년대의 동북아 정세

●

한반도 안보상황: 안보 정세, 북한 정세(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개발, 북한 내부동향,
북한의 대외관계), 한･미국 안보협력, 노태우 대통령 방일 성과, 한･미국 정상회담 성과

●

북방외교: 목표, 성과, 우방국 협조요청, 한･소련 정상회담 성과, 북한의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에 관한 한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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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한국의 기본입장, 한국가입을 위한 국제적 여건 분석, 협조 요청

●

남북한 정세: 통일문제, 남북대화

●

국내정세; 김근태 구속 관련 소위 인권문제, 최근 경제현황과 대책

2. 지역경제협력(한국 측 리드)
●

아･태 경제협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

3. 구주 정세(벨기에 측 리드)
●

동･서 관계: 동서화해, 군축협상의 진전

●

구주 통합

●

독일 통일

●

소련 및 동구권 동향: 소련 동향, 동구권 동향

4. 양자간 주요현안
●

주요인사 방한초청

●

통상관계: 교역현황, 수입자유화 정책, 벨기에 측 관심사항(MICA 수입규제조치, 벨기에 BTM사
국제전화교환사업 응찰, 벨기에산 원피 수입금지 문제)

90-0376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제1차. Bandar Seri Begawan,
1990.8.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22 / 8 / 1-173

제1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가 1990.8.2.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바가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

●

브루나이 측: Hj Adnan Buntar 외무부 사무차관대리

2. 주요 결과
●

유엔에서의 협조
- 한국 측: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강조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요청
- 브루나이 측: 한국가입 지지

●

한국 교민에 대한 배려
- 한국 측: 브루나이 거주 한국 교민들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 브루나이 측: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단순노동자의 문제로 예외규정 제정이 어렵다고
하고 한국 측의 요청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함.

●

항공협정 체결 추진
- 브루나이 측: 양국간 협력증대를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요청
- 한국 측: 우선 민간항공사 간의 사전협의 후 정부 간 항공회담 개최가 순서라고 설명함.

●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 브루나이 측: 제조업, 농업, 수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요청
- 한국 측: 브루나이 투자유치단 파견 등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권유

●

지역정세
- 브루나이 측: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아세안 외상회담(1990.7.24.~25.)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대화의 성과를 기원
- 한국 측: 캄보디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 및 북방정책을 설명

●

다자협력
- 한국 측: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고 하고 앞으로 아세안 PMC(확대외
상회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협력
- 한국 측: 제3차 APEC(1990.10월,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
- 브루나이 측: APEC이 경제블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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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77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제1차. Bandar Seri Begawan,
1990.8.2.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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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2.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바가완에서 개최된 제1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준비를
위한 회의자료임.
1. 일정(1990.8.1.~3.)
●

Mohamed Ali 브루나이 외무장관대리 예방,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개최, 브루나이 산업
자원성 방문 등

418

2. 주요 의제별 회의자료
●

동북아 및 동남아 정세 의견교환

●

한･아세안 관계, 아태 각료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등 지역 및 국제협력

●

양자 관계
- 한국 측 관심사항은 유엔에서의 협조, 브루나이 경제개발참여, 교역확대, 한국 교민에 대한
배려 등
- 브루나이 측 관심사항은 양국간 기술원조 확대, 항공협정 체결 추진, 문화교류, 브루나이 국왕
방한 등

3. 주브루나이 공관 현황 및 개황, 인적사항, 기타 참고자료 첨부

90-0378

한･캐나다 중･장기 정책협의회. 서울, 1990.10.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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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간의 중･장기 정책협의회가 1990.10.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송민순 외무부 안보과장

●

캐나다 측: Boucher Claude 정책기획실 정치 및 전략분석과장

2. 주요 결과
●

아태 안보협의
- 캐나다 측: 역내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이 감소한 반면 환경, 경제, 인구 등이 국가안보에 보다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었으며, 위협(threat)관리보다는 위험(risk)관리로 안보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에서 1990.7월 북태평양 안보협력협의(North Pacific Security Cooperation)를
제안했다고 설명
- 한국 측: 역내 국가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 안보기반 구축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제안을 설명함.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협력
- 한국 측: APEC이 향후 경협문제와 함께 안보정치 문제도 논의하고 각국 간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 사무국의 기구화, 무역자유화에의 기여를 위해 보다 외향적인 기구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 측: 안보문제를 포함한 의제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구 소련) 등의 참여를 전제해야
하는 만큼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고,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이 3개의
다른 주체로서 APEC에 가입하기를 희망함.

●

남북한 관계
- 캐나다 측: 남북한 관계진전에 관심을 표명
- 한국 측: 북한의 정책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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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79

한･구주공동체(EC) 정무협의체 회의, 제2차. New York,
1990.9.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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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의체 회의가 1990.9.28. 뉴욕에서 개최됨.
1. 한･EC 정무협의체의 외무장관급 회의로의 격상 추진(1990.2월 작성)
●

필요성
- EC 통합을 통한 EC의 국제정치상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과 EC 간의 정치협력 관계 심화
- 1990년 하반기 의장국인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원칙적 동의 표명

●

목표
- 한･EC 정무협의체의 외무장관급 회의로의 격상

420

- 1990년 하반기 EC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외무장관급 회의 개최(로마 또는 뉴욕)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EC 측: 데 미켈리스 EC 의장국(이탈리아) 외무장관

3. 회의 요지
●

한국 측의 각료급 정례회의 제의에 대해 EC 측은 명년부터 한･EC 트로이카(전, 현, 차기 EC
의장국) 간 협의체로 추진 약속

●

한국 측은 EC의 한국 유엔가입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개방을 위해 EC 등 각국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

EC 측은 중국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중국도 한국 유엔가입을 지지해야 함을 주장하였음과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을 설명(중국 측 반응: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남북한 간 대화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함)

●

EC 측은 한･소련 외교관계 수립 축하 및 한･중국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을 다짐. 또한
EC-APEC(아태경제협력체) 간의 상호협력 희망 및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권고

90-0380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7차. 동경, 1990.9.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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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가 1990.9.12.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차관보

●

일본 측: 오와다 외무성 심의관

2. 주요 일정
●

9.12.
- 제7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회의, 민단 간부 초청 간담회

●

9.13.
- 삿포로 자위대 제7사단 방문 및 오찬

3. 협의 내용
●

북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 남･북 관계
- 한국의 북방외교
- 북한을 둘러싼 정세

●

일･북한 관계

●

일･소련 및 일본･중국 관계

●

대미국 관계

●

아시아태평양협력

4. 기타 참고자료
●

국제정세 일반: 미국･소련 관계, 구주 정세(소련 및 중･동구 정세, 구주통합, 독일통일 문제),
중동사태

●

동북아 정세: 남북 관계, 한국의 북방외교, 북한을 둘러싼 정세, 일본･북한 관계, 일본･소련,
일본･중국 관계, 대미국 관계

●

기타 관심사항: 아시아태평양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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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81

제3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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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제3차 한･싱가포르 간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함.
1. 외무부는 1989.5.2.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국장급) 6월경 개최를 추진하도록 주싱가포르
대사관에 지시함.
2. 싱가포르 측은 제2차 정책협의회가 1987.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는 싱가포르
에서 개최될 순서라며 개최시기는 11월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을 통보함.
422

3. 싱가포르 측은 1989.7.22. 제3차 정책협의회를 1989.11.1.~3.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4. 한국 측은 외교 일정상 1989년 중 개최가 어렵다고 싱가포르 측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90.6.27. 제3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를 8.6.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도록 주싱가포르대사관에 지시함.
6. 싱가포르 측은 아･태 각료회의 등 대단히 바쁜 시기임을 설명하면서 11월 또는 12월 중 한국
측이 편리한 날짜를 정해 통보해주기를 요망함.

90-0382

한･스페인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0.2.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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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가 1990.2.22. 서울에서 개최됨.
1. Perpina 스페인 외무부 정무차관 방한 경위
●

Perpina 정무차관은 1990.2월 중 방콕에서 개최 예정인 스페인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재차
태국 방문기회에 1990.2.21.~23. 방한을 희망
- 1988.5월 제1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마드리드) 시 동 차관은 1988.10월경 방한 희망을
표명한 바 있으나 미실현

2. Perpina 정무차관 주요 방한일정(1990.2.21.~23.)
●

2.22.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 한･스페인 정책협의회,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김옥
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예방

●

2.23. 통일원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3. 제2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 결과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차관
- 스페인 측: Perpina 정무차관

●

의제별 토의내용 요지
-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 한국 측: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대화 현황, 북방
외교의 성과와 현황에 대한 설명, 1990.2월 미･소 외무장관회담 시 한반도 문제 관련부분
설명 및 북한의 콘크리트장벽 주장 부당성 지적,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스페인 지지에
감사 표명 및 계속적인 지지 요청, 스페인의 대북한 접촉문제에 대한 한국입장 설명
∙ 스페인 측: 스페인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전폭 지지 입장,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남한의 단독
가입 지지, 북한과의 정부관계 접촉 시 한국 측과 협의 예정
- 양국관계
∙ 스페인 측: 양국관계는 현재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음, 교역부분에 스페인 입초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한국 측의 수입자유화정책 확대 요망, 양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 보완을 서둘러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속 체결 희망
∙ 한국 측: 한국은 수입자유화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여 유럽국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필요성에 공감

●

평가: 스페인과 정례정책협의 채널 구축, 스페인의 한국입장 지지 확인, 양국간 경협증진 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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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83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9차. Washington D.C., 1990.9.2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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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미국 정책협의회가 1990.9.21. 워싱턴에서 개최됨.
1. 경위
●

1989.5.25.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Burns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 접촉 시 협의회 일정을
협의. 미국 측은 늦가을이나 연말경 워싱턴 개최를 희망

●

1990.5.18.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담당관은 내부검토 결과라고 전제하면서 9월 초순경 협의회
개최 희망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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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6.16. 외무부는 제반사정을 고려, 9.20.경 전후를 제의

●

1990.6.29. 미국 측은 9.20. 개최를 제의

●

1990.8.9. 미국 측 의제를 제시, 미국 측 안에는 소련, 한반도, 지역분쟁, 중국 등을 포함

●

1990.8.22. 외무부 9.21. 개최를 제의하고, 의제안을 제시

●

1990.9.6. 미국 측은 9.21. 개최안에 동의하고 회의 진행과 의제를 통보

●

1990.9.8. 대표단 임명

2. 제9차 한･미국 정책협의회(1990.9.21.,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미국 측: Dennis Ross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

의제
- 미국･소련 관계, 걸프만 사태(미국 측 리드)
- 소련 국내정치 및 외교정책(미국 측 리드), 소련의 동아시아정책(한국 측 리드)
- 한반도 관련 문제(한국 측 리드), 한･미국 간 정책협조(미국 측 리드)
- 중국 관계(미국 측 리드), 일본 관계(한국 측 리드)

●

논의내용 및 평가
-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및 동아태 지역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협
의회가 개최되었다는데에 의의
- 미측은 한국의 북방정책 및 대북한 정책에 대해 관심표명
-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긴요함을 재확인

90-038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DAEs(다이내믹 아시아 경제국)
간 워크숍. 전2권 (V.1 기본문서 및 Workshop B)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23 / 2 / 1-279

1989~90년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DAEs(다이내믹 아시아 경제국가) 간 워크숍
개최 동향임.
1. OECD 사무총장은 1989.11.20.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OECD-DAEs 워크숍 A(무역･투자･기술),
워크숍 B(자본시장), 워크숍 C(거시경제), 워크숍 D(다자간 교역･지역협력) 개최 일정을 알려
오면서 한국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DAEs: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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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등 관련부처는 1990.2.23. 대책회의를 통해 각 워크숍의 주제별
대책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참가자 명단(정부, 학계, 업계 각 1명)을 확정함.
●

워크숍 A(교역･투자･기술):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대표), 김정수 KIET(산업연구원) 연구원,
이경태 상공부장관 자문관

●

워크숍 B(자본시장): 한택수 재무부 국제기구과장(대표), 남상우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
구원, 이한구 대우증권 연구소장, 김윤수 외환은행 차장

●

워크숍 C(거시경제): 한이헌 경기원 기획국장(대표), 심상달 KDI 연구원, 노성태 제일경제연구
소장

●

워크숍 D(다자간 교역･지역협력):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대표),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양수길 KDI 연구원

3. 1990.2.26.~27. 파리에서 개최된 OECD-DAEs 워크숍 B(자본시장)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국
제화와 관련한 각국의 국제화 진행현황, 금융자유화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 및
규제,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각국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한국 측에서는 한택수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남상우 KDI 선임연구원, 이한구 대우증권 연구소장,
김윤수 외환은행 차장이 참석, 한국의 입장을 발표함.

90-038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DAEs(다이내믹 아시아 경제국)
간 워크숍. 전2권 (V.2 Workshop D, C, A)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0-23 / 3 / 1-456

1990년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DAEs(다이내믹 아시아 경제국가) 간 워크숍
D(1990.3.20.~21., 서울), 워크숍 C(1991.4.3.~4., 도쿄), 워크숍 A(1990.4.9.~10., 파리)가
개최됨.
1. 워크숍 D(1990.3.20.~21., 서울)
●
●

주제: 다자간 교역 및 지역협력
의제
- 무역분야에서의 OECD의 역할, 국제무역질서에서의 DAEs의 성과와 역할, 불공정･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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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현상에 대한 통상정책수단 사용 범위, 최근 국제무역분야에서의 지역주의 경향 등
●

참석자
- OECD 회원국 대표 23명, DAEs(한국, 싱가포르,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6개국 대표 19명, OECD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대표 5인 등

2. 워크숍 C(1991.4.3.~4., 도쿄)
●

주제: 거시경제적 상관관계 및 국제조정

●

의제
- 1990년대 거시경제 및 경제성장 전망, OECD 회원국과 DAEs 국가들 간 거시경제 연관평가를
위한 계량적 모델

●

참석자
- 현정택 경기원 조정4과장, 심상달 KDI 연구원, 노성태 제일경제연구소장
- 한국의 경제발전정책, 금리 및 환율제도, 노사분규 문제 등에 대해 발표

3. 워크숍 A(1990.4.9.~10., 파리)
●

주제: 무역･투자 및 기술의 신경향과 상호작용

●

의제
- 생산･투자･기술 및 무역에 있어서 세계화의 추세 및 발전, 제조업 부문 기업전략 및 정부정책의
변화, 서비스분야 발전과 정책 경향, 세계화 발전과 정책 경향 간의 상호작용

●

참석자
- 남홍우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경제연구부장, 김정수 KIEP 연구원, 이경태 상공부장관 자문관
- 현대상선 덤핑제소 문제, 개도국 경제발전 목표와 부합되는 세계화 의미, DAEs 국가들의
산업정책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발표

90-0386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 제2차. 서울, 1990.9.3.-6.
전2권 (V.1 1989-90.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23 / 4 / 1-210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가 1990.9.3.~6.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위
●

1989.12.13. 법무부는 1990.9.3.~6.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

●

1989.12.20. 외무부는 개최에 동의 회신

2. 회의 참석 초청
●

1990.2.5. 외무부는 김기춘 검찰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관계공관에 송부, 관련국에 전달하도록
지시

●

1990.4.8. 현재 미국, 일본 등 8개국 검찰총장 참가 회신 접수

●

1990.4.16. 외무부는 회신이 없는 국가에 대해 회의 성과 거양을 위해 참석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시

●

1990.4.30. 대검찰청은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초청 서한을 추가로 외무부에 송부

3.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 개요
●

시기 및 장소: 1990.9.3.~6. 서울

●

배경
- 제1차 대회는 스리랑카 검찰 100주년 기념차 1984.8월 스리랑카에서 개최

●

필요성
- 아태지역 검찰관계관 간의 유대강화
- 범죄진압을 위한 지속적 국제협력방안 모색
- 각종 법률자료 및 정보교환

●

참가 예상
- 미국, 일본 등 26개국 80여 명

●

의제
- 검찰총장의 역할과 책임
- 검찰의 상호협력 증진방안, 검찰 운영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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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87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 제2차. 서울, 1990.9.3.-6.
전2권 (V.2 1990.8월-199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23 / 5 / 1-209

1990.9.3.~6.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 관련 사항임.
1. 주요 참가국 검찰제도 현황
일본
- 검찰총장 지위: 내각이 임명하고 일왕이 인증, 법무성의 특별기관인 최고검찰청의 장이며,
내각의 국무대신은 아님.
- 검찰 기능: 형사 공소 및 수사기능 수행, 경찰에 대한 수사지시 가능
● 스리랑카
- 검찰총장 지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각료급 지위
- 검찰 기능: 형사소추권 등 모든 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며 직접 수사권은 없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경찰에 대해 자문
● 네팔
- 검찰총장 지위: 법무장관 아래 부장관급으로 국왕이 임용
- 검찰 기능: 국왕 및 내각에 대한 법률관계 자문, 정부관련 소송 시 정부대변, 독자적 수사권은
없으며 필요 시 경찰과 합동수사
● 태국
- 검찰총장 지위: 내무부장관 제청에 의해 검사임명위원회에서 승인되며 승인 후 국왕이 임명
- 검찰 기능: 범죄수사, 직접수사권 부재, 정부 여타 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 방글라데시
- 검찰총장 지위: 국가변호사나 판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 임명,
법무장관의 하부기관이나 독립기관의 성격을 띰.
- 검찰 기능: 공소권 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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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1990.9.3.∼6., 서울)
참가: 22개국 60명(검찰총장 23명)
목적
- 아태지역 검찰관계자 간의 유대
-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강화
● 주요 일정
- 9.3. 개회식, 법무부장관 주최 오찬, 제1차 회의, 검찰총장 주최 환영 리셉션
- 9.4. 제2차 회의, 청와대 오찬, 제3차 회의, 서울시장 주최 만찬
- 9.5. 제4차 회의,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올림픽 경기장 등 시찰, 전경련회장 주최 만찬
- 9.6. 폐회식, 대한변호사협회장 주최 오찬, 산업시찰, 검찰총장 주최 환송 만찬
●
●

90-0388

제45차 유엔총회 계기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회합.
New York, 1990.9.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3 / 6 / 1-80

제45차 유엔총회 계기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회합이 1990.9.27. 뉴욕에서 개최됨.
1. 경위 및 배경
●

1990.5월 대통령 일본 방문 시 나카야마 일본 외상은 한일 외무장관회담(5.25.)에서 아시아
외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함.

2.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회합(1990.9.27., 뉴욕)
●

주최: 일본 및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캐나다, 호주, 아세안 5개국(브루나이 제외), 베트남, 라오스,
바누아투 등 15개국

●

의제 및 진행방식
- 일본 및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모두 발언 및 자유토론
- 아태지역의 정치안보 및 경제문제와 전망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 캄보디아 분쟁, 한반도 문제, 중동사태 등 지역문제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추진 등 포함

●

일본 언론보도 및 평가
- 신시대를 맞이한 동서 긴장완화가 아태지역에도 미침.
- 캄보디아 문제 해결의 움직임 및 한반도의 남북대화 평가
- 페르시아만 정세가 아태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나, 유엔의 역할 재활성화 의미가
크다는데 대한 공동인식
- UR 성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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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89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3 / 7 / 1-210

1. 기본계획 마련
●

재외공관장회의 운영 기본방안(안) 수립, 소요경비 파악, 행사요원 차출계획 마련

2. 공관장회의 일정 확정 및 통보
●

1990.1.20. 전재외공관장(대사)에게 공관장회의 일정이 1990.3.2.~9.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함.

●

1990.1.24. 공관장회의 개최 계획(안)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하고, 1.25. 부내에 재외공관장회의
기본계획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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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31. 재외공관장(대사)에게 재외공관장회의 공관장 일정과 부인 일정을 통보함.

3. 관련기관 및 부서협조
●

1990.1.30. 국무총리의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참석과 치사 및 국회의장의 리셉션 개최를 요청
하고, 대통령 내외 만찬 주최를 건의함.

●

또한, 제1정무장관의 국내정세 설명, 경제기획원차관의 한국경제정책 설명, 국토통일원장관의
남북대화 현황 및 대책설명을 요청함.

4. 행사 중간점검
●

1990.2.15. 19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준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함.
- 회의자료 준비, 행사요원 명단, 국무총리실 등 답사, 숙소 배치 등

5. 제1차 회의
●

1990.2.16.해당 공관장에게 공관장회의 제1차 회의(정무관계) 관련 사항을 통보함.
- 북방외교 추진방향 및 대책, 중국･소련과의 수교, 우방국의 대북한 수료 관련 한국입장, 북한
개방화 유도대책 및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 등

6. 참고 자료
●

행사사회 시나리오

●

1990년도 공관장회의 준비상황 중간점검 관련 당부사항

●

1990년도 공관장회의 참석대상자 서열

●

공관장 출영계획

●

공관장회의 제1차 전체회의(정무) 관련자료

●

보도자료(안)

90-0390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2 면담 및 대화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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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대화자료 등 자료
●

각 실국에 대통령 훈시, 총리 오찬사, 장관 개회사 및 폐회사 자료송부를 요청한바, 각 실국은
관련자료를 송부함.

●

대통령 만찬시 만찬사(안)

●

대통령 만찬시 대화자료

●

공관장회의 장관 개회사

2. 장관 개별 면담자료
●

각 공관에 장관 개별 면담 희망여부를 회보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면담 공관장 명단
및 공관별 주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한 개별 면담자료를 작성함.

3. 제1차관보 설명자료
●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시 제1차관보의 ‘국제정세전망 및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자료

4. 상기 자료의 주요 내용
●

북방외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중국･소련 간의 관계개선

●

대중국 외교방향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

경제･통상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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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91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3 전체회의 결과)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3 / 9 / 1-138

1. 제2차 전체회의(경제･통상 관계) 개최
●

주제별 브리핑: 한국의 경제정책 설명(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경제･통상외교 추진방향
(이기주 제2차관보)

●

공관장회의 제2차 전체회의(경제･통상 관계) 토의기록 포함

2. 보도자료 및 홍보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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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결과 보도자료

●

공관장회의 기간 중 대국민 홍보활동 보고

3. 제3차 전체회의(남북한 관계) 결과
●

통일원장관이 통일문제 및 남북대화에 대해 브리핑 후 질의응답
- 7･7 선언 이후 남북대화 현황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의 대화전망 및 대응방안
- 남북한 평화공조 유지
-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대화 시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국제적 여건 조성

4. 19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결과
●

94명의 재외공관장 참석

●

정무, 경제, 남북한 관계, 종합토의로 대별되는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한 차례의 지역별 회의
개최
- 정무: 국제정세 일반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 북방외교, 유엔가입,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등
- 경제: 투자확대, 대개도국 협력, 국제경제기구 활동 강화, 과학기술협력 증진, 통상외교 강화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 등

5. 결의문
●

재외공관장회의 결의문(안)

●

재외공관장회의 결의문(원본)

90-0392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4 지방산업도시 및 전방시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3 / 10 / 1-237

1990년도 공관장회의 지방산업도시 방문 및 전방시찰 관련 사전준비와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사전준비
●

1990.2.2. 국방부에 국군장병 위문실시 관련 협조를 요청함.

●

1990.2.14. 지방산업도시 방문 및 전방시찰 실시에 관한 내부재가를 받음.

●

1990.2.16. 내무부 및 관련기관과 기업체에 방문에 따른 협조를 요청함.

●

1990.2.19. 지방산업도시 방문 근로자 간담회(노동부에 대한 협조문, 장관보고사항, 간담회
계획안)

●

재외공관장 지방산업도시 방문 및 전방시찰 계획

●

재외공관장 전방 및 경인지방시찰(방문) 세부일정

●

재외공관장 지방시찰(호남방면) 세부계획

●

재외공관장 지방시찰(영남방면) 세부계획

2. 결과
●

재외공관장 산업시설 방문 및 전방시찰 결과

●

재외공관장 지방 및 전방시찰(방문) 결과 장관보고사항

●

재외공관장 지방 및 전방시찰(방문) 결과보고서

●

근로자 간담회 관련 언론보도

3. 산업시찰 및 전방시찰 내용
●

1, 2, 3조로 나누어 지방 산업도시 및 전방부대 시찰

●

1조(호남 방면): 광양제철소 시찰 및 근로자 간담회, 목포 대불단지 시찰

●

2조(영남 방면): 창원공단 시찰 및 근로자 간담회, 구미공단 시찰

●

3조(전방시찰 및 경인지역 방문): 육･해･공군 3개조로 나누어 전방 시찰, 대우중공업 방문 및
근로자 간담회, 삼성전자 시찰

433

90-0393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5 아주지역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3 / 11 / 1-348

1990.3.2.~9. 서울에서 개최된 1990년도 공관장회의 아주지역 회의 내용임.
1. 토의 내용
●

중국 정세와 대중국 관계개선방안

●

인도차이나사태 추이와 한국의 대처방향

2. 자료
434

●

주피지대사, 주네팔대사, 주파푸아뉴기니대사, 주인도네시아대사, 주뉴질랜드대사, 주브루나이대사,
주호주대사, 주태국대사, 주스리랑카대사, 주중국(대만)대사, 주인도대사, 주홍콩총영사,
주오사카총영사, 주미얀마대사, 주일본대사 등 아주지역 공관장이 송부한 공관장회의 자료

90-0394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6 미주지역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4 / 1 / 1-304

1990.3.2.~9. 서울에서 개최된 1990년도 공관장회의 미주지역 회의 내용임.
1. 토의 의제
●

우방국의 대북한 수교문제 및 대책

●

쿠바･니카라과 등과의 관계개선

●

유력인사 초청 및 방문 문제

●

대중남미 경제협력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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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요지
●

북한 관계: 우방국에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 조성

●

유력인사 초청: 실질적 국익차원에서 필수적인 인사를 선정, 방한 초청

●

경제협력: 과테말라, 도미니카 등에 CBI(중미･카리브 무역특혜조치)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들
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바, 이를 보다 장려함이 바람직

3. 자료
●

주콜롬비아대사, 주베네수엘라대사, 주에콰도르대사, 주과테말라대사, 주페루대사, 주캐나다대사,
주수리남대사, 주볼리비아대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칠레대사, 주유엔대사, 주뉴욕총영사,
주브라질대사, 주파라과이대사 등 미주지역 공관장이 송부한 공관장회의 자료

●

미주국이 작성한 19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자료(미주지역 회의)

90-0395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7 구주지역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4 / 2 / 1-271

1990.3.2.~9. 서울에서 개최된 1990년도 공관장회의 구주지역 회의 내용임.
1. 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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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구권 관계 심화방안 및 북한개방을 위한 동구권 영향력 활용방안

●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를 포함 대구주 협력증진방안

●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의체 운영(EC주재 공관장만 해당)

2. 토의 결과
●

북방 및 소련관계
- 소련과의 영사처 개설을 계기로 양국 수도에서 공식 접촉 확대
- 체코, 불가리아 등 동구권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 정세 추이에 따라 동독 및 루마니아와의 관계개선 추진

●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요록
-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 노력 가중
- 대동구권 관계개선 지속 추진
- 초청･방한 외교강화, 경제통상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교국과의 관계심화

3. 자료
●

주헝가리대사, 주제네바대사, 주벨기에대사, 주핀랜드대사,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스페인대사,
주영국대사, 주유네스코대사, 주포르투갈대사, 주스위스대사 등 구주지역 공관장이 제출한
공관장회의 자료

90-0396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8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4 / 3 / 1-253

1990.3.2.~9. 서울에서 개최된 1990년도 공관장회의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내용임.
1. 토의 의제
●

최근 동구사태가 중동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아프리카지역 공관철수 결과 검토 및 거점공관 활용방안

2. 토의 결과
●

동구사태가 중동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미국･소련 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국내적으로는 중동
일부국가에서 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아프리카지역 공관규모 축소
-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최근 남아공사태와 전선국가의 동향
- 남아공과의 관계개선은 전선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자료
●

주말라위대사,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주바레인대사, 주요르단대사, 주UAE대사,
주이란대사, 주모로코대사, 주쿠웨이트대사, 주수단대사, 주이라크대사, 주모리타니아대사,
주나이지리아대사 등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이 제출한 공관장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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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97

공관장회의, 1990년도. 서울, 1990.3.2.-9. 전9권
(V.9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I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24 / 4 / 1-270

1990.3.2.~9. 서울에서 개최된 1990년도 공관장회의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관련 동
지역 공관장이 제출한 자료임.
1. 제출자료 내용
●

주재국 정세 및 전망
- 정치
- 경제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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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재국 주요 외교현안 및 대책

●

대주재국 외교활동 강화방안

●

주요 건의사항

2. 주라이베리아대사, 주세네갈대사, 주시에라리온대사, 주가봉대사, 주예멘(구 북예멘)대사,
주우간다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튀니지대사, 주가나대사, 주에티오피아대사, 주사우디대사,
주카이로총영사, 주카타르대사, 주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대사 등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이
제출한 공관장회의 자료

90-0398

공관장회의, 1990년도 – EC(구주공동체)지역. Brussels,
1990.11.15.-1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0-24 / 5 / 1-81

1990년도 EC(구주공동체)지역 공관장회의가 1990.11.15.~17. 브뤼셀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외무부는 1990.10.15. EC대표부 및 EC회원국 주재 대사에게 구주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EC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동 회의 개최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

주EC대사는 EC회원국 주재 공관장회의를 1990.11.15.~16. 브뤼셀에서 개최할 것임을 보고
한바, 외무부는 이의 없다고 회신함.

●

주EC대사는 1990.10.19. EC회원국 주재 공관장에게 동 회의 추진방안에 관해 통보함.

2. 회의 의제
●

EC 경제통합 추진방향,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EC 정치통합 동향, 전망 및 대책

●

독일 통일이 구주정치와 경제질서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따른 한국의 대책

●

EC 회원국 주재 공관 간 업무협조체제 수립방안 및 외무부 건의사항

3. 토의 결과
●

EC 경제통합
- 1992년말까지 대부분 입법 목표 완료 예상
- 구주경제통화동맹 추진 가속화 전망

●

EC 정치통합
- 새로운 구주정세에 따른 외교안보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대두
- 12월 로마 EC 정부간 회의 및 정상회담 후 기본방향과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

●

독일 통일
- 향후 구주 신질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정치, 군사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자제하면서 EC 경제통합에서 중심적 역할을 추
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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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99

총영사회의, 1990년도 – 미국. Seattle, 1990.4.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4 / 6 / 1-149

1990년도 주미국지역 총영사회의가 1990.4.20.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정무
- 관할지역 출신 상･하의원 및 의원보좌관과의 유대강화
- 관할지역 학계, 언론계 및 연구소와의 접촉활동강화

●

영사교민
- 국내 장기 체류, 부동산, 여권, 병역 문제 등에 관한 재미교포 요망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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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포 포상 확대
- 북한의 교포사회 침투대책 수립
●

홍보･문화
- 홍보 예산증액 요청
- 지방홍보를 위한 강연출장 지원

●

경제통상
-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조치 홍보
- 한･미국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노력 인식확대

2. 자료
●

1990년도 주미총영사회의 자료

90-0400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7차. 서울,
1990.4.19.-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4 / 9 / 1-136

1990.4.19.~20.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가 1990.4.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성필주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

●

미국 측: Vershbow 국무부 소련과장

2. 토의 내용
●

소련 정세
- 개혁, 개방, 민주화에 진전이 있으나 제반 문제점 동시 분출로 혼란상태 노정, 개혁정책 성공
전망 낙관 불허
- 미국은 개혁정책 지원 입장이나 리투아니아사태로 처리 방향에 따라 대처 예정

●

미국･소련 관계(미국 측 언급)
- 미국 측은 신중한 대소련 화해정책으로 상호협조 증대를 도모하고 각종 군축문제 타결로 동서
안보구조 공고화를 추진

●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미국 측 언급)
- 한･소련 관계진전을 환영
- 급격한 한･소련 관계개선이 야기할 지 모르는 지역정세 불안정에 대한 관심 표명
- 한국의 대소련 경협 관련, 시베리아 개발이 갖는 장기적･전략적 의미에 관심 표명

3.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한･소련 관계개선 현황을 미국 측에 종합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는 기회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여사한 협의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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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01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7차. 서울,
1990.4.19.-20.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4 / 10 / 1-174

제7차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자료임.
1. 제7차 한･미국 소련전문가 회의 기본자료
●

대표단 구성

●

일정

●

의제별 토의지침

●

회의 자료(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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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차 한･미국 소련전문가 회의 참고자료
●

소련 국내정세

●

미국･소련 관계 전반

●

군축 및 지역문제

●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

소련의 대중국･대일본 정책

●

한･소련 관계

●

1990년대 소련의 아시아 정책 전망 및 미국 측 대응

90-0402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제3차. 오사카, 1990.8.3.-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4 / 11 / 1-95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가 1990.8.3.~5. 오사카에서 개최됨.
1. 개요
●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주최

●

남북한 학자를 포함한 세계 19개국의 한국, 조선문제 전문학자 1,200여 명이 참석

●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의료,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종합적 논의

2. 국제고려학회 결성대회(8.4.)
●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해외교포 학자들만으로 구성되는 학회를 결성함.
- 회장: 최응구(북경대학)
- 부회장: 오청달(오사카경법대학), 미하일 박(모스크바대학), 강희웅(하와이대학), 헤르만 피치
(독일 훈볼트대학)

●

동 결성대회에서 남북한 학자 및 백응진 토론토대학 교수, 중국 연변대학 참가자는 동 결정을 거부
하고 퇴장하였으며, 표결없이 박수로 국제고려학회 결성을 결정함.

3.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8.5.)
●

아사히
- 8.4. 북한학자 5인의 기자회견장의 보도진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였으며, 북한에도 반체제파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함.
- 이세기 북방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정치법률학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하여 발언한데 대해, 북한의
김철명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제1부위원장은 북측의 제안을 역설하는 등 남북한이 각자 자국의
입장을 강조함.

●

요미우리
- 이세기 이사장과 김철명 부위원장은 각각 남북통일을 위한 방법론을 발표함.(한국측은 3단계로,
북한측은 고려연방국가 우선)
- 북한의 참가자는 기자회견 시 한국대표와의 교류를 통해 불신감은 어느정도 불식할 수 있었다고
토론회 성과를 언급함.

●

산케이
- 북한의 박문회 조선과학자협회 교수는 북한에는 한국을 침공할만한 군사력이 없다는 발언을 함.
- 이번 발언은 소련, 중국으로부터의 긴장완화 압력 등 국제정세에 입각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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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03

제2차 아･태지역 대화, 평화 및 협력회의. Vladivostok(소련),
1990.9.4.-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24 / 12 / 1-270

제2차 아태지역 대화, 평화 및 협력회의가 1990.9.4.~6.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됨.
1. 한국 측 참석 경위
●

주일본 소련대사관 측은 1990.4.27. 주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한국 측 참석을 초청함.
- 남덕우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김경원 전 주미국대사, 정종욱 서울대
국제연구센터소장 초청

●

외무부는 1990.5.10. 소련 측이 초청한 인사(3명)의 참석에 이의가 없음을 전달하고, 이시영
정특반장 초청을 협의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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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언 의원, 안병준 연세대 교수는 동 회의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공로명 주소련 영사처장은
소련 외무성 초청으로 각각 참석함.

●

외무부장관은 1990.8.27. 박철언 의원, 정종욱 교수, 안병준 교수 등 주요 참석자들을 조찬에
초청,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 회의 관련사항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해 설명함.

2. 회의 개최 내용
●

회의 일시 및 장소: 1990.9.4.~6., 블라디보스토크

●

주최: 소련 아카데미

●

참석자: 남･북한, 미･일･중, 캐나다 및 아태지역 대부분 국가의 각계 인사가 개인자격으로 참석

●

특기 사항: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소련의 아태정책’에 관해 연설

3. 셰바르드나제 외상 연설요지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다자간 협의체제가 아태지역에도 필요

●

1993.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 아시아 외상회의 개최 제의

●

유엔총회시 아태지역 외상들과 동 회의 개최문제 협의 의향

4. ‘전 아시아 외상회의’ 개최 제의 관련 외무부 조치
●

외무부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가 주재 공관에 동 회의 개최 제의와 관련 주재국
입장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동 반응 등을 참고하여 한국 측 입장을 수립함.
- 한･소련 회담 개최시, 소련 외상 제의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되, 한국으로서는 한･소련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등 요건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의제 및 참가대상 문제, 남북한 관계, 일본･소련 관계 등에 비추어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는 않았으나 역내 국가간 및 이러한 문제제기 추세를 볼 때, 유사한
논의 자체를 거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 제시

90-0404

한반도 통일전망 토론회(컬럼비아대 한국학생회 주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24 / 13 / 1-29

미국 컬럼비아대학 한국학생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전망 토론회가 남북한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1990.12.5. 개최됨.
1. 한국 측 대표 참석 경위
●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학 한국학생회는 제34차 한반도 관련 토론회 개최를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하고 한국 측 대표로 참사관 1명의 참석을 요청함.
- 주제: 한반도 통일전망(미･일･중･소의 견해)
- 토의 주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 유엔가입 문제, 한반도 군축문제

●

외무부는 1990.11.28.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으로 하여금 동 토론회에 참석, 한국의 통일정책,
유엔가입 문제 및 한반도 군축에 관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도록 함.

2. 토론회 내용
●

대표
- 한국 측: 권종락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북한 측: 허종 주유엔 차석대사

●

토론회 질의응답 시 한국 측은 북한이 소위 한 개의 조선정책을 표방하면서 고려연방제를 궁극적인
통일모델로 ‘두개의 정부’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근본 차이임을 지적한바, 이에 북한 측 허종 차석대사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함.

3. 후속 조치
●

외무부는 동 토론회 결과를 참석자 발언요지와 함께 보도자료로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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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05

한･일본 동아시아 정세 연구회의, 제3차. 동경, 1988.7.5.-7.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24 / 14 / 1-83

제3차 한･일본 동아시아 정세 연구회의가 1988.7.5.~27. 도쿄에서 개최됨
1. 참석자(대표)
●

한국 측: 박상식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일본 측: 니세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전 주소련 일본대사)

2.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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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회의: 소련 내부정세 및 대외정책

●

제2차 회의: 중국 내부정세 및 대외정책

●

제3차 회의: 한반도 북한 내부정세 및 남북한 관계

●

제4차 회의: 한반도 주변정세

●

제5차 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정세

3. 한국대표단 별도 일정
●

일 외무성 방문
- 다케시다 신내각의 일본 대외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양측 대표단을 위한 이원경 주일본대사 주최 만찬

●

한국대표단을 위한 야마시타 일본 외무성 정보조사국장 주최 만찬

4. 일본 외무성 방문 시 일본 측 브리핑 요지
●

다케시타 내각의 외교
- 국제교류증진
- 국제평화달성 기여
- 대외개발협력 확대

●

최근 일본의 주요 국제활동 내용 소개
- 토론토 G-7 회담 시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지역문제 제기
- 1988.6월 일본･소련 간 사무레벨협의회 시 토의내용
- 우노 일본 외상의 중동지역 방문 결과
-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건설적 제안으로서 환영 및 북측의 호응
기대

90-0406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의 주요 인사 연설초청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4 / 15 / 1-133

1987~90년 중 미국 WAC(국제문제협의회)의 주요 인사 연설초청에 관한 내용임.
1. 최광수 외무부장관
●

로스앤젤레스 WAC 초청으로 1987.9.18.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한국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
(부제: 새 시대의 한미 관계)로 연설

2. 김경원 주미국대사
●

샌안토니오 WAC 초청으로 1987.10.8. 샌안토니오 Museum of Art 강당에서 ‘Transition
in Korea’를 주제로 연설

3. 김기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

1988.3.8. 샌프란시스코 WAC에서 ‘한국 정세 및 한미 관계’에 관해 연설

4. 노태우 대통령 연설 요청
●

로스앤젤레스 WAC는 1989.6.5.자 서한으로 노태우 대통령 연설을 요청하였으나, 국내 정치
일정으로 초청 수락이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

●

샌디에고 WAC는 1990.4.9.자 서한을 통하여 노 대통령 방미 시 연설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상
연설 초청 수락이 어렵다는 점을 통보

5. 외무부장관 연설 초청
●

북가주 WAC는 1988.8.22.자 서한을 통해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 샌프란
시스코를 방문하여 미국의 대한반도 및 대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설을 요청하였으나, 짧은 유엔
방문일정 및 서울올림픽대회 등으로 금년에는 연설 초청 수락이 불가함을 통보하는 서한을
전달

●

로스앤젤레스 WAC는 1989.7.11.자 서한으로 1989.9월 또는 10월 최호중 외무부장관 연설을
초청하였으나, 방미 일정상 초청 수락이 어려움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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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07

북미주 한국인 교수 협의회 학술회의, 제4차. Honolulu,
1990.11.27.-1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25 / 1 / 1-67

제4차 북미 한국인 교수 협의회 학술회의가 1990.11.27.~12.1. 호놀룰루에서 개최됨.
1. 개최통보 및 지원요청
●

주미국대사는 1990.4.10. 북미 한국인 교수 협의회가 제4차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서 2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2.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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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및 장소: 1990.11.27.~12.1., 호놀룰루의 East West Center

●

주제: 하나의 통일조국을 향하여(Toward a Unified Korea)

●

토의 분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종교･언론, 자연과학 등 분야에서 남북한 비교분석
및 통일에의 기여방안 토의(총 12개 Session)

●

참석자: 약 80명

3. 주요 발표내용
●

곽태환 교수(Eastern Kentucky 대학교)
- 남북한 공히 수락할 수 있는 통일방안 도출 목적으로 가칭 ‘평화통일 학술연구원’ 설립 제의
- 북한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계적 철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

황인관 교수(Bradley 대학교)
- 남북한 통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중립화된 통일형태로 추진되어야 함.

4. 북한 측 인사 초청 추진
●

1990.11.5. 허종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는 북한학자 7~10명이 참석 예정임을 통보했으나,
11.15. 참석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회의를 내년 1월로 연기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

●

미 국무부 측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허 대사가
고위급이며, 금번 회의를 북한 외교관 25마일 이상 여행제한규정의 예외인정의 선례로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허 대사의 하와이 회의 참석을 불허함.

90-0408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8회. 동경,
1990.4.26.-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5 / 2 / 1-154

제28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90.4.26.~28. 도쿄에서 개최됨.
1. 한국대표단
●

회장: 김정렬 전 국무총리

●

고문: 유학성 국회 국방위원장

●

사무총장: 유근환 전 국회의원

●

상임위원: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 외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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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인사 면담
●

내각: 가이후 수상, 나카야마 외상, 하세가와 법상, 츠시마 후생대신

●

자민당 3역: 오자와 간사장, 니오오카 총무회장, 가토 정조회장

●

야당대표: 도이 사회당 위원장, 이시다 공명장 위원장, 민사당 위원장

●

경제계 인사: 경단련 대표

●

김정렬 회장이 가이후 총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동 총리는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관련 일본
관계성청 간의 차관급 회의가 총리부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문제에 관심을
표명함.

3. 양국간의 공동성명 발표(1990.4.27.)
●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문제해결이 긴급한 현안임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한국인의 인도적 제반문제에 관해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전향
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반환운동을 확대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함.

●

5월 중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이 양국간의 한층 더 새로운 우호 협력관계를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함.

●

한･일본 간의 무역역조현상을 조속 시정하기 위하여 무역확대에 의한 균형상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90-0409

한･일본 21세기 위원회, 제3-5차 본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25 / 3 / 1-166

1990년 중 제3~5차 한･일본 21세기 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됨.
1. 제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990.3.30.~31., 서울

●

양측 위원
- 한국 측: 고병익 위원장 외 위원 8명, 전문위원 2명
- 일본 측: 스노베 위원장 외 위원 5명, 전문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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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제1차 회의: 한･일 양국의 공동 여론조사에 관한 양국의 질의응답
- 제2차 회의: 한･일 양국의 공동 조사결과에 관한 토의
- 제3차 회의: 위원회의 금후 활동계획

●

금년 중 양측 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양국 수반에게 제출하기로 함.

2. 제4차 회의
●
●

일시 및 장소: 1990.7.26., 도쿄
토의 사항
-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본 관계
- 한반도의 장래와 한･일본 관계
- 노태우 대통령 방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시각
- 과거사 문제해결에 관한 진전사항: 재일한국인 문제, 역사교육

3. 제5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990.12.14., 일본 오이소

●

주요 협의분야
- 정치, 경제, 과학기술, 역사, 문화 및 청소년 교류 등

90-0410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1 캐나다(일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4 / 1-181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을 추진함.
1. 초청 경위
●

1989.1.5.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멀루니 캐나다 수상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1988.12.21.자
방문초청장을 접수함.
- 동 초청형식은 초청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방문일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바,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캐나다 방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1989.1.10. 노 대통령의 답신 송부
- 동 초청을 수락(방문시기 미지정)

2. Schmacher 주한 캐나다대사는 1989.9.27.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1990년도 캐나다 방문계획과 관련한 일정준비를 위해 외무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하여 옴.
3. 외무부는 1990.2.20. 주캐나다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일정(안)을 아래와 같이
구상, 추진 예정임을 통보함.
●

A안: 오타와 5.28.~30., 토론토 5.30.~31.

●

B안: 밴쿠버 5.26.~28., 오타와 5.28.~30.

4. 외무부는 1990.3.9. 주캐나다대사에게 5.28. 오후 오타와 도착, 5.30. 오전 오타와를 출발하는
일정으로 교섭을 지시함.
5. 한･캐나다 경제관계 협의
●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앞두고 양국간 현안사항 사전 협의차 1990.4.22.~27.
방한한 Perron 캐나다 외무부 북아태국장 일행과 유자망 및 경협문제 등에 관해 합의함.
- 북태평양 유자망 조업 등 어업현안 합의
- 과학기술협력 합의
-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양해각서 체결 합의
-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등

6. 외무부는 1990.5.4. 국내사정으로 노태우 대통령 해외순방 계획 중 일본을 제외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방문은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관련 공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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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11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2 캐나다(계기별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5 / 1-259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 추진을 위한 계기별 자료임.
1. 캐나다 방문 관련 주요 인사자료(1990.3.30., 주캐나다대사관 보고)
●

주요 인사 신상자료(총독, 수상, 외무장관, 하원의장, 상원의장, 한･캐나다 친선협회 회장)

2. 캐나다 방문 관련 BC주 및 벤쿠버 개황(1990.4.4., 주벤쿠버총영사관 보고)
●

벤쿠버 개황, BC주 수상 및 총독 약력 사본, 교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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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방문 관련 영부인 행사자료(1990.4.6., 주캐나다대사관 보고)
●

방문기관 설명자료 및 기관장 인적사항

4. 한･캐나다 경제･통상현안(1990.4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5. 캐나다 방문 관련 주요 인사 자료 추가(1990.4.27., 주캐나다대사관 보고)
●

Gray 자유당 당수 대행, McLaughlin 신민주당 당수 사진 및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주요간부
신상자료

6. 숭례문 행사 관련 경제관계 추진현황(1990.5.4., 외무부 국제경제국)
●

일본, 캐나다, 멕시코

90-0412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3 캐나다(정상회담 추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6 / 1-187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방문 시 정상회담을 추진함.
1. 정상회담 예상 의제 관련 주캐나다대사관 보고(1990.3.27.)
●

캐나다 측 관심사항
- 동서 관계, 태평양지역 안보문제,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인권상황 언급,
CANDU 판매문제,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한국기업의 대캐나다 투자증진, 유자망 어업
규제문제, 한국 내 금융시장 개방문제, 농산물시장 개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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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해외 순방계획 관련 외무부 부내 대책회의 개최(1990.3.30.)
●

캐나다, 미국, 멕시코와의 현안문제 협의

3. 외무부 미주국장, Perron 캐나다 외무부 북아태국장 면담(1990.4.23., 미주국장실)
●

정상회담 의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진행방식 등 협의

4. 한･캐나다 정상회담 의제자료(외무부)
●

인사말씀,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동구권의 변화가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정세와
남북대화, 민주화 추진 노력, 북방외교, 한국의 유엔가입, 아･태 각료회의, 일본 방문결과,
통상협력증진, 투자 및 경제･과학협력증진, 과학기술 협력사업, 원자력분야 협력, 유자망 어업,
에너지 및 자원협력, 문화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대캐나다 이민진출 확대, 맺음말씀

5. 한･캐나다 정상회담 자료(외교안보)
●
●

수상 인적사항
말씀자료
- 인사말씀, 국제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한･캐나다 관계, 기타 주요사항, 맺음말씀

90-0413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4 미국(사전교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7 / 1-102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위한 사전 교섭내용임.
1. 외무부 미주국장은 1989.8.23. 백악관 NSC 아시아과장과 면담함.
●

미주국장은 방한 중인 Douglas Paal NSC 아시아과장(John Murtha 하원 세출위 군사소위
원장 수행)과 오찬 면담, 대통령 방미 행사, 퀘일 부통령 방한 등을 협의

2. 외무부는 1990.2.20. 주미국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안)을 아래와 같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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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사전교섭을 지시함.
●

A안: 5.26.~28.

●

B안: 5.30.~31.

3. 외무부차관은 1990.3.23. 노태우 대통령 방미 일정(5.30.~31.) 협의를 위하여 Greeg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함.
4. 외무부는 1990.3월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 태평양 연안 4개국 순방을 건의함.
●

1990.5.24.~6.5.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방문

5. 주미국대사관은 1990.5.4. 미 국무부에 노태우 대통령 방미 연기 결정을 설명함.

90-0414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5 미국(정상회담 추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8 / 1-202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시 정상회담 추진 자료임.
1. 주미국대사관의 대통령 방미 관련 정상회담 의제 보고(1990.3.27.)
●

한･미국 양자관계(한･미국 안보협력, 경제･통상문제)

●

주요 국제문제(미국･소련 관계, 북방정책)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미 협력(한국의 주요정책 방향, 미국의 대한반도 긴장완화 지원)

2. 외무부 각실･국의 대통령 방미 관련 정상회담 준비자료
●

정특반, 국제기구조약국, 중동아국, 구주국, 아주국

3. 한･미국 정상회담 의제 자료(외무부)
●

인사말씀, 주요 국제정세, 한･미 양자관계, 미국･소련 정상회담에 대비한 한･미국 협력, 일본
및 캐나다 방문결과 설명, 맺음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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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15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6 홍보 및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9 / 1-257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 시 홍보 및 각종 자료임.
1.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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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안)(1990.3.21., 북미과)

●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의의(1990.4월, 외무부)

●

주캐나다대사관의 숭례문 계기 홍보활동 계획보고(1990.4.5.)

●

대통령 태평양연안국 순방 홍보계획(1990.4월, 해외홍보관)

●

대통령 태평양연안 4개국 순방자료(1990.4월, 외무부)
- 순방개요, 순방의 의의, 순방의 필요성

2. 자료
●

외무부 부내 대책회의 자료(1990.3월, 국제경제국)
- 순방국과의 경제현안 목록(미국, 캐나다, 멕시코)

●

캐나다 수상 면담자료, 캐나다 총독 면담자료, 캐나다 총독 주최 공식만찬 시 답사,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자료 등(1990.4월, 외무부)

90-0416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계획. 전7권
(V.7 교민행사 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25 / 10 / 1-120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순방 시 교민행사 준비내용임.
1. 교민행사 대책회의 자료(미주지역, 1990.3월 영사교민국)
●

지역별 교민현황

●

한･캐나다 영사교민 관계

●

한･멕시코 영사교민 관계

2. 주캐나다대사관의 한인사회 동향파악 보고(1990.3.30.)
●

재캐나다 교민현황 및 주요단체 현황

3. 주벤쿠버총영사관의 교민격려사 관련보고(1990.4.3.)
4. 주호놀루루총영사관의 교민행사 관련보고(1990.4.4)
5. 하와이 교민초청 리셉션 인사말씀(안)(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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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17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1 일본: 사전준비 / 일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5 / 11 / 1-316

1990.5.24.~26.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각 행사별 의전분야 사전준비상황임.
1. 주일본대사는 1990.4.10. 주재국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하고 아래와 같이 의전사항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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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 도착시간

●

정상회담 및 국회연설

●

기자회견

●

경제단체 주최 오찬

●

오사카 일정

2. 주일본대사는 1990.5월 유력인사 및 일･한 의원연맹 간부 접견 대상자 선정 문제를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유력인사 개별 접견
- 나카소네 전 수상, 다케시타 전 수상, 아베 전 간사장, 자민당 3역, 이시타 공명당 위원장,
오우치 민사당 위원장

●

일･한 의원연맹 간부 접견
- 다케시타 회장, 하라다 켄 회장대행, 아베 신타로 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타 공명당 위원장,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 우노 전 수상, 와타나베 전 정조회장 등

3. 정부합동 선발대가 1990.5.11. 수상 관저, 국회, 영빈관, 하네다공항을 답사하고 5.12. 오사카
답사 및 오사카 공항행사를 협의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90.5.17. 일본 외무성과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개별 각교회담의 시간과
장소 및 배석자, 의제 등을 협의하고 일본 측 입장을 확인 보고함.
5. 일본 중･참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1990.5.17. 대통령 국회연설을 5.25. 09:30 실시하기로
결정함.
●

금번 연설은 전후 국빈으로서는 7번째이며 1983.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 연설이 가장 최근임.

90-0418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2 일본: 숙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5 / 12 / 1-89

1990.5.24.~26.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숙소준비상황임.
1. 특별기 착륙허가와 관련 1990.5.21. 일본 외무성은 대통령 방일 특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착륙허가 번호를 발급하지 않고 특별기가 영공에 들어온 이후 콜 사인으로 교신만 하면 된다고
알려옴.
●

오사카총영사관은 5.18. 관계당국의 착륙허가 번호를 보고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90.5월 수행원 숙소로 뉴오타니호텔을 예약함.

459

90-0419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3 행사준비(캐나다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5 / 13 / 1-232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관련, 의전분야 사전준비상황임.
1. 캐나다 외무성은 1990.3.23. 대통령 방문과 관련 캐나다 측 구상 기본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5.28.
- 공식 환영행사
- 총독 예방, 총독 내외분 주최 비공식만찬

●

5.29.
-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수상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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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비 헌화, 의회 방청
- 주요 인사 접견: 야당 지도자, 의회 외교, 국방위원회 위원 등
- 총독 주최 공식만찬
●

5.30.
- 총독 내외분과의 작별

2. 외무부는 1990.4월 대통령 캐나다 방문일정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캐나다 측과 교섭
하도록 지시함.
●

5.28.
- 오타와 공군기지 도착, 공식 환영행사, 교민 리셉션, 비공식만찬

●

5.29.
- 전쟁기념비 헌화, 정상회담 및 양국 정상 공동기자 회견
- 수상 주최 오찬, 자유당 당수 접견, 신민주당 당수 접견,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간부 접견
- 총독 내외 주최 공식만찬

●

5.30.
- 총독 내외 작별인사, 오타와 공군기지 출발

3. 주캐나다대사는 1990.4월 주재국 총독관저 및 외빈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영빈관의 평면도 및
서재, 응접실, 침실 등 주요 배치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4. 대통령 캐나다 방문 관련, 주재공관은 숙소, 및 교민행사, 공항행사, 프레스센터 설치 등 관련
의전사항을 외무부에 수시로 보고함.

90-0420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4 행사준비(캐나다I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5 / 14 / 1-175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관련, 행사별 의전분야 준비상황임.
1. 방문 일정
●

5.26.
- 벤쿠버 도착, 주 수상 또는 주 총독 예방 접견

●

5.27.
- 주벤쿠버총영사 주최 교민 리셉션, 언론 단독 인터뷰, 주 수상 주최 만찬

●

5.28.
- 오타와 공군기지 도착, 공식 환영행사, 총독 예방, 주캐나다대사 주최 교민 리셉션

●

5.29.
- 전쟁기념비 헌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수상 주최 오찬, 자유당 당수 접견, 신민주당 당수
접견,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간부 접견, 총독 내외분 주최 공식만찬

●

5.30.
- 총독관저 출발, 오타와 공군기지 출발

2. 주캐나다대사관과 주벤쿠버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각 행사별 세부설명서를 작성함.
●

벤쿠버국제공항 도착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수상 내외 주최 만찬

●

오타와 공군기지 도착

●

공식 환영행사

●

나티신 총독 예방

●

대사 주최 교민 리셉션

●

전쟁기념관 헌화

●

정상회담

●

공동 기자회견

●

멀루니 수상 주최 오찬

●

기념식수

●

총독 내외분 주최 공식만찬

●

오타와 공군기지 출발

●

대통령 부인 별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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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21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5 행사준비(멕시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1 / 1-149

1990년 중 노태우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관련 사전준비상황임.
1. 외무부는 1990.4.3. 노태우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일정안을 아래와 같이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5.31.
- 공식 환영행사, 애국용사탑 헌화, 교민 리셉션, 비공식만찬(관저)

●

6.1.
- 정상회담, 멕시코 대통령 내외 주최 비공식 오찬, 주요 인사 개별접견, 공식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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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과의 조찬은 상기 일정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 검토 요청

2. 멕시코 외무성은 1990.4.16. 대통령 방문일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제의해옴.
●

5.31.
- 교민 리셉션, 대사관저 만찬

●

6.1.
- 애국용사탑 헌화, 행운의 열쇠 증정식, 자유 오찬, 공식 환영행사, 정상회담, 서훈교환, 공식만찬

3. 주멕시코대사관은 1990.4.21. 공항 도착과 환영행사를 포함한 각 행사별 세부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4. 멕시코 측은 1990.4.25. 한국 측의 희망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일정을 최종 조정함.
●

5.31.
- 공식환영 행사, 제1차 정상회담, 교민 리셉션, 대사관저 비공식만찬

●

6.1.
- 애국용사탑 헌화, 행운의 열쇠 증정식, 주요 인사 접견, 자유 오찬, 제2차 정상회담, 훈장
및 선물교환, 공식만찬

5. 멕시코 외무성은 1990.5.2. 대통령 멕시코 방문 대외발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제안한 5.7.
발표에 동의함.

90-0422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6 행사준비(미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2 / 1-178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사전준비상황임.
1. 외무부장관은 1990.3.23.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한국 측 구상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5.30.
- 11:00 앤드류 공군기지 도착
- 11:35 백악관 정상회담
- 12:00 오찬
- 14:00 정상 테니스
- 17:00 앤드류공항 출발

2. 주미국대사관은 1990.4월 대통령 미국 방문과 관련 홍보계획을 작성 보고함.
●

주재국 언론대상 배경 설명회 추진

●

주요 지방지 기자단 방한 초청

●

방한인사 지원

●

월간지, 계간지 특집 게재

●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90.4.19. 노태우 대통령의 하와이 경유 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일정을 작성 보고함.
●

공항행사
- 일시: 1990.6.2. 14:20~14:40
- 장소: 히캄 공군기지
- 참석 범위: 미국 측 10명, 한국 측 12명, 일반 환영객 150명 내외

●

교민 리셉션
- 일시: 1990.6.2. 18:00
- 장소: 숙소 내 할라테라스
- 참석 범위: 교민 80쌍, 공식수행원 및 실무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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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23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7 선발대 / 수행원)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3 / 1-172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미주지역 순방과 관련 의전 경호 선발대의 사전준비상황임.
1. 선발대 구성
●

외무부

- 박건우 의전장
- 조영재 의전담당관, 의전직원 4명
●

청와대
- 이병기 의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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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민 의전비서관, 문무홍 공보비서관 등 7명
●

대통령 경호실
- 경호처장, 통신처장 등 12명

●

안기부, 한국전기통신공사 관계관 등

2. 선발대 일정
●

미주지역: 1990.4.25.~5.8.
- L.A., 멕시코시티, 워싱턴, 오타와, 벤쿠버, 호놀룰루

●

일본: 5.9.~11.
- 도쿄, 오사카

●

미주지역 방문 취소로 선발대는 일본지역만 방문함.

●

일본지역 방문 주요 일정
- 일본 의전장 예방
- 한･일본 전체회의
- 분야별 개별협의(의전, 공보, 경호, 통신)
- 오사카 외무성 분실, 공항사무소, 세관합동회의

3. 외무부는 1990.5.8. 대통령 내외분 일본 방문 공식 수행원을 확정함.
●

공식 수행원(17명)
-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주일본대사 내외,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합참의장, 민자당 총재 비서실장,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주치의, 외무부 의전장, 외무부 아주국장

90-0424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8 경호협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4 / 1-185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미주지역 순방 준비 관련 경호 협조사항임.
1. 외무부는 1990.4월 대통령 순방과 관련하여 아래 경호분야 공관 준비지침을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함.
●

일반사항

●

교민행사

●

공관 경호상황실 준비

●

경호요원 지원사항

●

통신사항

●

음식물 준비사항

●

경호 대책위원회 편성 및 운영

2. 대통령 방일 관련 사전경호팀이 1990.4.11.~13. 일본을 방문하여 경호기관을 방문하고 행사
장을 답사함.
●

행사장 답사
- 영빈관, 국회, 수상관저, 황거 외곽 및 프레스센터, 오사카성, 민단 건물, 오사카 박람회장

●

면담 일정
- 경찰청 경호관계자
- 경찰청장관
- 동경도 경시 총감
- 오사카부 경찰청 경호관계자

3. 대통령 방일 관련 경호선발팀이 1990.5.16.~27. 일본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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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25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9 선물 / 서훈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5 / 1-151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미주지역 순방과 관련 선물 및 서훈 준비상황임.
1. 주캐나다대사관은 1990.4월 대통령 방문 시 선물 대상자 및 목록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총독 내외: 자개칠기 서류함

●

수상 내외: 자개칠기 서류함 및 칠보 은기세트

●

각료: 화각 보석함, 자서화병

●

의회 인사: 자서화병

466

2. 주일본대사관은 대통령 방문 시 선물 대상자 및 목록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천황 내외: 전통장식장, 칠보 커피세트

●

수상 내외: 물방울 그림

●

삼부요인급
-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도자기
- 전직 수상: 홍삼대추세트
- 외상: 도자기

3. 주미국대사관은 대통령 방문 시 선물 대상자 및 품목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부시 대통령 내외: 소형 병풍, 도자기, 우표책

●

부통령 내외: 도자기, 우표책

●

국무장관 내외: 도자기, 금관모형 등

4. 대통령 순방행사 시 훈장교환 방침을 적용함.
●

과거 국가원수 간 훈장 교환 사실이 없을 시 훈장교환

●

훈장교환은 국가원수 간에만 행하며 순방국가 인사 중에서 서훈이 필요할 경우 대상을 최소한
으로 하여 1:1 비율로 교환함.

●

교민에 대한 서훈과 감사장 수여는 없음.

90-0426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10 예산 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6 / 1-278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미주지역 순방 의전 준비와 관련, 소요예산사항임.
1. 외무부는 1990.3.27. 대통령 순방 예정국 재외공관에 소요예산을 내역별로 작성･신청하도록
지시함.
●

해당공관: 주일본, 주캐나다, 주멕시코, 주미국대사관

2. 1990.4월 주일본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주벤쿠버총영사관,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은 행사 소요예산을 아래 목록에 따라 신청함.
●

수당, 일용 잡급, 국외여비, 수용비, 정보비, 특판비, 공공요금, 임차료, 자산취득비, 차량비

3. 1990.4.26.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내외분의 태평양 연안 4개국 순방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되도록 심의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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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27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5.24.-26.) 및 미주지역
순방계획[의전]. 전11권 (V.11 예산 I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7 / 1-339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미주지역 순방 의전 준비와 관련, 소요예산사항임.
1. 외무부는 1990.5.14. 대통령 태평양 연안 4개국 순방 일정이 축소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비비를
아래 항목으로 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함.
●

수당, 급량비, 일용 잡급,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판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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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90.5.14. 대통령 일본 방문 행사경비를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송금함.
●

행사가 취소된 공관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전 조치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90.8.8.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0.5.24.~26.) 관련, 주일본대사관에 배정
된 예비비 집행내역과 상세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90-042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90.6.5.-6. 전3권
(V.1 기본문서 I(1990.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8 / 1-212

1990.5월 중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90.6.5.~6.) 준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및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을 결정하고, 미국 측과 교섭을 개시함.
●

미국 실무방문 일정(안)(1990.6.3.~8.)
- 6.4. 한･소련 정상회담(샌프란시스코)
- 6.6. 한･미국 정상회담(워싱턴)

●

외무부는 1990.5.28. Gregg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미국 방문에 대한 협조 요청
- 주미국대사는 5.29. Kimmit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방미 협의

2. 외무부는 주미국대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대통령 방문 관련 제반
준비를 지시함.
●

방문일정, 행사, 숙소, 차량, 의전 관련 사항 등

●

사전답사반 방문 및 경호선발대를 긴급파견

3. 외무부는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를 파견하여 대통령 미국 방문 계기 한･소련 정상회담을
준비함.
●

이정빈 차관보는 1990.5.30.부터 도브리닌 주미국 소련대사를 면담, 정상회담 협의 개시
- 공식발표, 회담일시, 회담장소, 공동성명 및 공동기자회견, 정상회담 의제 등

4.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 및 미 국무부와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을 협의함.
●

노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 시 미국 측 영접 및 미국･소련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실시 협의

●

정상회담 일정, 의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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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2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90.6.5.-6. 전3권
(V.2 기본문서 II(1990.6-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9 / 1-276

1990.6~7월 중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90.6.5.~6.) 준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미국 측과 교섭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

미국 측 영접 및 사전 브리핑(미국･소련 정상회담 결과 포함)(1990.6.4.)
- Solomon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Gregg 주한 미국대사 등이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

한･미국 정상회담(6.6.,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 의제: 한･소련 정상회담 결과, 대통령 일본 방문 성과, 미국･소련 정상회담 결과, 북한의
개방화, 한･미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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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yle 부통령 주최 조찬(6.6. 백악관)

2. 외무부는 소련 측과 교섭을 통해 한･소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

회담 일시 및 장소: 1990.6.4.,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호텔

●

의제: 양 정상이 자유롭게 제반 문제 논의

●

참석자
- 한국 측: 최호중 외무장관, 김종인 경제수석,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 등
- 소련 측: Maslyukov 제1부수상, Primakov 대통령위원회 위원, Dobrynin 외교고문 등

●

고위급 사전협의(6.4.)

3.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 관련 미국 주요 인사에게 노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함.
●

조지 부시 대통령, 댄 퀘일 부통령

●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죠지 슐츠 전 국무장관

●

아트 아그노스 샌프란시스코 시장, 벤자민 케이테노 하와이 부지사, 프랭크 패시 호놀룰루 시장

90-043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90.6.5.-6. 전3권
(V.3 언론보도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26 / 10 / 1-213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90.6.5.~6.) 관련 언론보도 동향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언론 홍보 및 보도 동향
●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발표
- 1990.5.30. 미국 CNN TV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소련 정상회담 개최 예정 보도
- 1990.5.31. 한･소련 및 한･미국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

●

방미 관련 언론 홍보 및 보도
- 최초의 한･소련 정상회담과 한･미국 정상회담의 연속 개최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됨을 감안
하여 회담의 중요성과 의의를 언론에 적극 홍보하도록 공관에 지시
- 국내언론은 물론 외신도 대통령의 소련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비중있게 보도

●

노태우 대통령 방미 중 인터뷰
- 미국 Newsweek지 및 한국일보 회견

2. 한･소련 정상회담 및 한･미국 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
●

한･소련 정상회담 의의 및 평가
-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로 양국관계 정상화의 결정적 전기 마련
- 북방외교의 본격적 성과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

한･미국 정상회담 평가
-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북방정책 지지입장 재천명 등

●

후속조치(주기적 후속조치 추진실적 보고)
- 소련과 본격적 수교교섭 조기 개시, 양국 정상 상호방문 추진, 경제관계협정 추진 등
- 용산기지 이전 등 안보현안에 대한 협의체제 구축 및 원만한 대미교섭 진행
- 한･미국･일본 3각 협력체제 유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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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3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 기본계획 및 원칙재가)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6 / 11 / 1-293

노태우 대통령이 1989.11.18.~12.4. 구주지역을 순방함.
1. 외무부는 1989.1.18. 노태우 대통령에게 1989년 및 1990년 중 대통령의 외국 공식 방문 추진
계획을 건의함.
●

1989.3월 또는 4월: 일본 방문(방일 기회에 태국, 인도, 파키스탄 방문 추진)

●

1989년 하반기: 영국, 독일, 스웨덴, 헝가리, (프랑스)

●

1990년 중: 미국, 캐나다

472

2. 외무부는 1989.3.8. 대통령 구주 순방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1989.11월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순방 추진

3. 외무부는 1989.6.12. 외교안보장관회의에 대통령 구주 순방 확정 일정을 보고함.
●

방문국: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

●

방문 기간: 1989.11.20.~12.2.

4. 외무부는 1989.6.16. 주독일대사, 주헝가리대사, 주영국대사, 주프랑스대사에게 대통령 구주
순방 행사 준비목록 및 각종 자료작성 등을 지시함.
5. 외무부는 1989.11.11.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 구주 4개국 공식방문 계획(상세 계획)을 대통령
내외에게 보고함.
●

11.18.~19. 미국 앵커리지(경유)

●

11.20.~22. 독일 공식 방문

●

11.22.~24. 헝가리 공식 방문

●

11.24.~27. 스위스 비공식 방문(로잔)

●

11.27.~30. 영국 공식 방문

●

11.30.~12.2. 프랑스 공식 방문

●

12.2.~3. 미국 시애틀(경유)

90-0432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 국별교섭 - 독일(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1 / 1-254

1989.3~10월 중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독일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주독일대사는 1989.3.29. 독일 외무부와 노태우 대통령의 독일 방문 협의를 개시함.
●

독일 정부는 5.29. 노태우 대통령의 11.20.~22. 독일방문 환영입장을 공식 통보함.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문형식

2. 주독일대사관은 대통령 방문 세부일정에 대해 독일 정부와 교섭을 진행함.
●

세부일정, 정상회담 의제 및 회담 형식, 통역, 언론발표문 등

●

숙소, 경호, 차량, 선발대 방문 등

3. 주독일대사관은 대통령 방문 관련 각종 자료작성을 시행함.
●

주요 인사 인적사항 및 참고자료

●

정상회담 및 계기별 대화 자료, 연설문 독일어 번역

●

영부인 방문자료

4. 외무부 의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답사단이 1989.10.22.~25. 독일을 방문하여 방문행사를
점검함.
●

세부일정 및 동선, 모터케이드, 차량 배치, 교민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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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3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 국별교섭 - 독일(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2 / 1-190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독일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주독일대사관은 노태우 대통령 방문 관련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각종 준비를 완료함.
●

일정 세부절차, 행사별 참석범위, 영부인 일정 세부사항

●

차량배치 및 모터케이드, 숙소 배정

●

개별 각료회담 등 공식수행원 별도일정

●

양국 언론발표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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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측의 정상회담 의제안에 대해 독일 측은 1989.11.9. 정상회담 의제를 회담 주체별로 분
담하여 제시함.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
- 한･독일 관계, 남･북한 관계, 북한에 대한 독일 입장, 한･독일 경제관계, TECNOGERMA
1991, 한･독일 문화관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NICs(신흥공업국) 간 대화, 아태지
역협력, 동아시아 안보정세

●

헬무트 콜 독일 수상과의 정상회담 의제
- 한･독일 관계, 한국의 국내정세, 남북한 관계, 한･독일 경제관계, TECNOGERMA 1991,
과학기술협력, 한･독일 문화관계, 한･EC(구주공동체) 관계, OECD와 NICs 간 대화, 독일･
폴란드 관계

90-043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 국별교섭 - 헝가리(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3 / 1-275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헝가리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Bruno Straub 헝가리 국가원수는 1989.3.2. 주헝가리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노
태우 대통령의 빠른시일 내 헝가리 방문을 희망함.
●

헝가리 측은 1989.3.29.자 노태우 대통령 내외 헝가리 방문 초청장을 전달함.

●

헝가리 정부는 성공적인 정상 방문준비를 위해 1959년 체결 헝가리-북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을 1989.8.10.자로 폐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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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가리대사관은 노태우 대통령 방문 세부일정에 대해 헝가리 정부와 교섭을 진행함.
●

헝가리 국빈방문의 필수 의전행사
- 환영행사, 기념탑 헌화, 헝가리 국가원수 내외 주최 공식만찬, 정상회담 및 주요 인사 접견,
환송행사

●

방문일자 및 일정조정, 정상회담 형식, 헝가리 국회연설 등 협의

●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각국 국가원수의 헝가리 방문 사례조사

●

방문 관련 각종 자료작성 등 준비시행

3. 1989.11.26. 헝가리 대통령 선거가 결정됨에 따라 헝가리 방문일정이 1989.11.23.~25.에서
11.23.~24.로 조정됨.
●

헝가리 정치개혁 일정에 따라 헝가리 방문 연기 검토
- 9.27. 한･헝가리 외무장관회담(유엔)에서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은 대통령 영접에 지장이
없으므로 예정대로 헝가리 방문을 간곡히 요망
-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10.4.~6. 헝가리 방문 후 대통령 방문행사 계속 추진을
건의

90-0435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5 국별교섭 - 헝가리(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4 / 1-3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헝가리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쉬로쉬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1989.10.25. 노태우 대통령의 방문 초청을 재확인함.
●

10.18. 헝가리 헌법 개정, 10.23. 헝가리공화국으로 신국호 선포 및 쉬로쉬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에 따른 재확인 조치

●

476

헝가리 정부는 11.14.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 및 사회당 총재 공동 초청임을 통보

2. 외무부는 헝가리 측과 방문일정 관련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방문자료를 작성함.
●

정상회담, 국회연설, 정당지도자 면담, 헝가리 경제인과의 오찬, 헝가리 언론인 조찬 간담회,
영부인 별도행사 등

●

항공협정 및 관광 의정서 서명, 민간경제사절단 파견, 국립예술단 공연

●

선발대 현장답사: 1989.10.31.~11.2.
- 세부일정, 영빈관 숙소, 차량배치, 계기별 배석인사 등 점검

3.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22.~24. 헝가리 국빈방문 행사를 성공적으로 종료함.
●

쉬로쉬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상회담, 국회연설, 정당지도자들과의 면담 등 주요 방문 결과, 미국
및 러시아의 긍정적인 평가 보고

90-0436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6 국별교섭 - 스위스(비공식))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5 / 1-231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스위스(로잔느) 비공식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8.2.) 및 주스위스대사(9.11.)에게 노태우 대통령 스위스 비공식 방문
관련 일정주선, 행사준비를 지시함.
●

일정준비는 제네바 주재 국제기구, 스위스 정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진행

●

숙소예약, 교민대표 다과회, 수행기자단 만찬행사, 방문자료 준비 등은 자체 준비

●

의전선발대는 10.29.~31. 스위스를 방문하여 행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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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25. 로잔느 소재 IOC 본부 방문 등 IOC 관련 행사에 참석함.
●

사마란치 IOC 위원장 내외 접견

●

IOC 본부 및 박물관 신축현장 방문

●

사마란치 IOC 위원장 내외 주최 만찬 참석

3.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25.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행사를 개최함.
●

Delamuraz 스위스 대통령 내외 접견 및 정상회담 개최

●

스위스 대통령 내외 주최 비공식오찬 참석

90-0437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7 국별교섭 - 영국(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6 / 1-271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영국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영국 대처 수상은 1988.10.18.자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에서 영국 방문을 초청함.
●

1988.10.26.~29. 방한했던 킹 북아일랜드담당장관이 친서를 전달

2. 외무부는 1989.2.15. 영국 정부와 노태우 대통령의 영국 방문일정 협의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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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측은 5.15. 11월 마지막 주간 방문을 제안하여 1989.11.27.~29. 방문 확정

●

주영국대사는 대처 수상과의 정상회담 및 만찬, 여왕 주최 오찬, 런던 시장 주최 오찬,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 등 기본일정 및 추가 세부일정을 협의

●

정상회담 의제 협의

3. 주영국대사는 부대행사 및 각종 방문자료를 준비함.
●

외상 주최 안내행사, 영부인 별도행사, 경제인 간담회, 교민 리셉션, 산업 시찰

●

언론 인터뷰 추진: CH4, BBC 방송

●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자료, 각종 연설문, 계기별 대화자료 주요 인사 인적사항 등

●

숙소, 차량, 국기, 통역, 선물, 훈장 등

4. 행사선발대는 1989.10.25.~29. 영국 방문행사를 점검하고 방문일정을 잠정 확정함.
●

11.27. 웨스터민스터 사원 헌화, 교민 리셉션

●

11.28. 상공부장관 접견, 런던 시장 주최 오찬, 정상회담, 수상 주최 공식만찬

●

11.29. 첨단과학시설 시찰, 환영식 및 여왕 주최 오찬, 외무장관 접견, 외무장관 내외 안내
연주회 참석

●

11.30. 주요 언론인 조찬 간담회, 영국 CBI(전경련) 주최 간담회

90-0438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8 국별교섭 - 영국(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7 / 1-251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영국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외무부는 영국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방문일정 및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함.
●

하우 영국 부수상 내외 연주회 안내행사 등 변경사항과 CBI(전경련) 연설, 첨단과학시설 방문
행사 구체화

●

영국 측은 행사별 세부 진행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공

●

영국 공식방문 발표는 한국은 11.2. 영국은 11.6. 시행
- 주영국대사 및 공보관은 11.22. 현지 주요매체 기자 대상 방문행사 설명회 개최

2. 주영국대사관은 추가 행사 및 방문자료를 준비함.
●

현지 한국 법인대표 조찬, 한국 경제인 방문

●

오만찬 답사, CBI 연설문, 대처 수상 관련자료, 행사참석 인사자료 등

●

영국 BBC TV1은 한･영국 경제관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989.11.28. 방영

3.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27.~30. 영국을 공식 방문함.
●

11.27. 웨스터민스터 사원 헌화, 교민 리셉션 개최

●

11.28. 구라파 진출 현지법인 대표와 조찬, Ridley 상공장관 접견, 비드웰 런던시장 주최 오찬,
대처 수상과 정상회담, 수상 주최 공식만찬

●

11.29. CBI 연설 및 다과회, 여왕 주최 오찬, 허드 외무장관 접견, 하우 부수상 내외 안내 연
주회 참석

●

11.30. 주요언론인 조찬 간담회, 첨단과학시설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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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3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9 국별교섭 - 프랑스(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8 / 1-172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프랑스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외무부는 1989.3.22. 주프랑스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교섭을 지시함.
●

프랑스 정부는 4.17. 노 대통령의 11월 중 방문 제의를 수락함.

●

양국은 노 대통령의 방문기간을 10.30.~12.2.로 확정함.
- Dumas 외무장관은 9.5. 최호중 외무부장관 앞 친서로 국빈방문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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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9.6.19. 주프랑스대사에게 대통령 방문 관련 제반 행사일정 준비를 지시함.
●

주프랑스대사는 8.1. 대통령 방문 잠정일정(안)을 보고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및 프랑스 관련자료, 계기별 대화자료, 정상회담 자료 등 보고

●

방문 상세일정, 정상회담 의제, 산업시찰(TGV 시승) 등을 프랑스 측과 협의

3. 프랑스 정부는 1989.10.1.자로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부활을 결정함.
●

프랑스는 노태우 대통령의 11월 방불을 앞두고 1986년 일방정지된 사증면제협정을 부활하여
EC(구주공동체)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한정되었던 사증면제를 한국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함.

90-044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0 국별교섭 - 프랑스(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9 / 1-26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프랑스 방문 관련 교섭 및 준비현황임.
1. 외무부는 프랑스 측과 추가협의를 거쳐 국빈방문 행사일정을 확정함.
●

Rocard 수상 접견 및 수상 주최 오찬, 파비우스 하원의장 접견, Dumas 외무장관 접견, TGV
시승 등 일정, 영부인 별도일정 등
- 프랑스 정부가 TGV 시승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여 일정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경제인단 오찬 및 한･프랑스 경협위 참석은 일정상 취소

●

양국은 11.6.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공식 발표

●

선발대는 11.3.~6. 행사 전반에 대해 점검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원칙적인 문제 거론을 선호하여 의제 없이 정상회담 진행

2.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30.~12.2. 프랑스를 국빈 방문함.
●

숙소: 영빈관

●

방문 일정
- 11.30. 미테랑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테랑 대통령 주최 만찬
- 12.1. 개선문 헌화, 파리시청 환영행사, Rocard 수상 접견 및 수상 내외 주최 오찬, Fabius
하원의장 방문, Dumas 부수상 겸 외무장관 접견, 교민 리셉션
- 12.2. 주프랑스특파원단과의 조찬, TGV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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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4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1 국별교섭 - 앵커리지(경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7 / 10 / 1-215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앵커리지 경유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9.8.2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시 비공식 일정으로 1989.11.18.~19. 앵커리지
경유 예정임을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통보하고,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함.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와 방문행사 관련 협의를 진행함.
- 경호 지원 및 특별기 관련사항은 주미국대사에게 미 국무부와 협의하도록 지시함.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방문 일정, 숙소(호텔), 제반 체류 관련 자료, 만찬 답사, 교민 리셉션 등
방문행사 준비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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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18.~19. 알래스카(앵커리지)를 비공식 방문함.
●

11.18. 교민초청 리셉션, 알래스카 주요 인사 접견, 알래스카 주지사 주최 만찬

●

11.19. Cowper 알래스카 주지사 접견

90-0442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2 국별교섭 - 시애틀(경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1 / 1-241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시애틀 경유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9.10.24. 노태우 대통령이 구주 순방 후 1989.12.2.~3. 시애틀 경유 예정임을
주시애틀총영사에게 통보하고,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함.
●

당초 샌프란시스코를 경유 예정이었으나, 현지 지진참사 발생으로 시애틀로 변경함.

●

선발대가 10.20.~21. 방문하여 공항 및 호텔을 답사하여 사전준비를 시행함.

●

주시애틀총영사는 세부 체류일정을 워싱턴 주정부와 협의하고 각종행사 시 말씀자료 등을
준비함.

2. 노태우 대통령은 1989.12.2.~3. 시애틀을 비공식 방문함.
●

12.2. 교민초청 리셉션

●

12.3. Gardner 워싱턴 주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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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4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3 국별교섭 - 샌프란시스코(경유취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2 / 1-58

노태우 대통령이 구주 순방 후 귀로 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내용임.
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구주 순방 귀로에 비공식 일정으로 1989.12.2.~3. 샌프란시
스코 경유를 추진함.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숙소 예약, 슐츠 전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 접견, 수행기자단 만찬 등
방문행사를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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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9.10.17. 샌프란시스코 지진참사 발생으로 재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미국 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고려하여 10.24. 경유지를 변경하여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취소함.

90-044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4 주요 인사 사전파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3 / 1-11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사전준비를 위한 주요 인사 사전파견 내용임.
1. 박철언 정무장관 헝가리 방문(1989.11.6.~9.)
●

쉬로쉬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 메제시 부수상, 호른 외무장관, 헝가리 사회당 및 애국인민전선
대통령 후보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 중요성을 설명함.

●

헝가리 측은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을 초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임.

2. 김종인 보건사회부장관 독일 방문(1989.11.9.~18.) 추진
●

노태우 대통령의 성공적인 독일 방문을 위해 사전 독일 주요인사와 면담을 추진함.

●

국내사정으로 인해 김종인 장관의 방문을 취소함.

3. 국회 친선사절단 독일(1989.11.13.~17.), 프랑스(11.21.~25.) 방문
●

사절단
- 박정수 민정당 국제관계위원장, 이태섭 민정당 국제연구소장

●

방문 목적
- 노태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구주 순방 행사 분위기 조성 및 주요정당, 정치인, 언론인과의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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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45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5 관계 대책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4 / 1-17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사전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1989.8.8. 관계부처 비공식협의를 개최함.
●

방문국별 세부일정,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검토

2. 외무부는 1989.8.19.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구주 순방 행사계획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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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정무 및 경제관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정무관계 대책회의(1989.9.5.,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
- 구주 순방의 의의, 정상회담 형식 및 의제, 순방 발표시기, 각종성명 및 메시지, 주요정책
연설주제, 방산, 문화 등 실질협력문제 검토

●

경제관계 대책회의(1989.9.5.,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
- 상호투자 확대방안, 통상증진 방안,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과학기술협력 확대, 자본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등 이슈 부처별 정리
- 독일, 프랑스, 헝가리의 개별 관심분야 정상회담 자료작성

4. 기타 구주 순방 관련 개최된 회의는 아래와 같음.
●

1989.9.28. 청와대 의전수석 주재로 행사일정 및 훈장에 관한 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

1989.10.28. 경제기획원은 구주 순방 사전조치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

1989.11.6. 당･정 비상대책위원회에 구주 순방 관련 사항 보고

90-0446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6 선발대 파견(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5 / 1-19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최종 점검을 위한 선발대 파견 관련 사항임.
1. 구주 순방 사전답사반이 1989.7.16.~20. 헝가리를 방문함.
●

행사장 답사(공항, 영빈관,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및 비공식 행사장)

●

경호관계관 및 의전관계관 합동회의(2회)

●

행사관계관 회의(2회)

2. 구주 순방 공보선발대가 1989.8.24.~28. 헝가리를 방문함.
●

국립미술관, 프레스센터 설치장소 등 답사

3. 정부합동선발대가 아래 일정으로 순방국을 방문함.
●
●

외무부 의전장
일정
- 독일: 10.22.~25.
- 영국: 10.25.~29.
- 제네바: 10.29.~31.
- 헝가리: 10.31.~11.3.
- 프랑스: 11.3.~7.

●

점검 사항
- 세부 행사별 점검, 기능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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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47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7 선발대 파견(II)-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6 / 1-30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최종 점검을 위한 선발대 파견 관련 자료임.
1. 주앵커리지총영사관의 선발대 일정 및 자료(1989.9.13.~15.)
2. 헝가리 방문 선발대 점검자료(1989.10월)
3. 헝가리 정세자료(1989.10.30. 선발대 방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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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방문 일정 선발대 점검자료(1989.10월)
●

선발대 답사 후 수정한 점검자료(11.1.)

5. 주영국대사관의 선발대 자료 및 행사 세부계획서(1989.10월)
●

선발대 답사 후 수정한 점검자료(11.6.)

90-0448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8 순방국별 정상회담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7 / 1-32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방문국별 정상회담 의제 및 회담자료임.
1. 한･독일 정상회담 의제 및 자료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의제
- 한･독일 관계, 남북한 관계, 북한에 대한 독일의 입장, 한･독일 경제관계, TECNOGRAMA
1991, 한･독일 문화관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NICs(신흥공업국) 간 대화, 아태지
역협력, 동아시아 안보정세

●

콜 수상과의 정상회담 의제
- 한･독일 관계, 한국의 국내정세, 남북한 관계, 한･독일 경제관계, TECNOGRAMA 1991,
과학기술협력, 한･독일 문화관계, 한･EC(구주공동체) 관계, OECD와 NICs 간 대화, 독일･
폴란드 관계

2. 한･헝가리 정상회담 의제 및 자료
●

인사 말씀(한･헝가리 수교 의의 평가, 양국관계 평가)

●

국제 정세(헝가리 개혁정책 찬양, 소련 및 동구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헝가리 관계(북방정책 지원, 경제통상, 과학기술협력, 문화･학술･체육교류 확대)

3. 한･스위스 정상회담 의제 및 자료
●

한･스위스 관계(양국관계 평가, 경제통상, 기술협력 증진, UR(우루과이라운드) 협력)

●

스위스 측 관심사항(지재권 소급보호, 스위스 발전설비 수주, 스위스은행 사무소 개설허용)

4. 한･영국 정상회담 의제 및 자료
●

국제 정세, 한반도 및 주변 정세(남북한 관계, 북방외교 포함), 구주 정세(구주공동체 통합)

●

한･영국 관계(남북한 교차승인, 남북한 유엔가입,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초청, 과학기술협력)

●

영국 관심사항(자본시장 개방, 방산협력, 외국인 투자기업 공개, 지재권 보호, 위스키시장 개방)

5. 한･프랑스 정상회담 의제 및 자료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함.

●

인사 말씀(프랑스 혁명 200주년 축하, 서울올림픽), 국제 정세 일반, 구주 정세(한･EC 협력강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남북한 관계, 북방정책)

●

한･프랑스 관계(남북한 유엔가입, 프랑스의 대북한 관계, 미테랑 대통령 방한 초청,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 프랑스의 고속전철 참여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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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4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19 정상회담 자료(부내 및 관계부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8 / 1-33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 정상회담자료(부내 및 관계부처) 목록임.
1. 외무부 정상회담 관련 자료

490

●

대통령 구주 4개국 순방자료(국제경제국, 1989.8월)

●

구주 3국(영국, 독일, 프랑스) 통상관계자료(통상국, 1989.8월)

●

대통령의 구주 4개국 순방 문화협력 관련자료(정보문화국, 1989.8월)

●

대통령의 구주 4개국 순방 회담자료(북한 정세, 남북대화)(정보문화국, 1989.8월)

●

대통령 구주 순방 자료(통상국, 1989.9월)

●

대통령 구주 순방 자료(한반도 주변국가 정세 및 관계)(아주국, 1989.9월)

2. 관계부처 정상회담 관련 자료
●

과학기술분야 정상회담자료(과학기술처, 1989.9월)

●

대통령 구주 순방 관계부처 경제관계 대책회의(외무부, 1989.9.6.)

●

교통분야 구주 순방 자료(교통부, 1989.9월)

●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자료(재무부, 1989.9월)

●

국가별 과학기술장관회담 및 합의의사록(과학기술처, 1989.11월)

90-045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0 대외발표 및 홍보(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9 / 1-25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 각종 홍보 관련 조치 및 자료임.
1. 대통령 구주 순방 해외홍보계획(1989.7월, 문공부 해외홍보관)
●

대통령 미디어 행사(사전회견, 방문 중 회견)

●

미디아 활용(외신 브리핑, 특집, 외신 설명자료 배포)

●

한국문제포럼 사전순회(서울국제포럼 주관,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개최)

●

문화 및 예술행사 개최

●

현지 프레스센터 구성 운영

2.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 구주 4개국 순방 발표(1989.11.6.)
●

발표문, 공식수행원 명단 및 구주 순방 배경설명자료(1989.11월)

●

구주 순방의 의의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자주외교의 개막
- 북방정책의 결실: 동구권 관계개선 과속화
- 구주의 새로운 변화: 질서재편에 능동적 대처
- 전통 우방국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 외국언론의 보도내용

3. 대통령 구주 순방 시 기자회견자료(국문 및 영문)(198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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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5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1 대외발표 및 홍보(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10 / 1-29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 대외발표 및 홍보 관련 사항임.
1.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문 발표

492

●

콜 독일 수상과 한･독일 정상회담 후 발표(11.21.)

●

대처 영국 수상과 한･영국 정상회담 후 발표(11.28.)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 발표(11.30.)

2.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 주요 외국언론 회견 및 보도
●

독일: DIE ZEIT지 보도(11.16.)

●

헝가리: MTV 대통령 회견(11.19.), MAGYAR HIRLAP 보도(11.22.)

●

영국: Financial Times지 대통령 회견(11.20.), BBC TV 한･영국 경제관계 프로그램(11.28.)

●

프랑스: 르몽드 한국특집(11.25.), Le Figaro지 대통령 회견(11.30.), 미테랑 대통령의 한국
TV 합동 회견(11.28.)

●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과의 인권문제 거론 관련 언론보도 및 대응조치

3. 대통령 구주 순방 종료 후 홍보조치(외무부)
●

외무부장관은 국내언론에 대통령 구주 순방 성과 홍보
- KBS TV 및 라디오 인터뷰

●

외무부장관은 대통령 구주 순방 성과를 4당 총재 및 평통자문위 상임위에 보고

90-0452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2 연설 및 대화자료 - 독일(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8 / 11 / 1-232

노태우 대통령의 독일 방문 관련 독일 측의 연설자료 및 외무부의 계기별 연설문 초안임.
1. 독일 대통령 및 수상의 연설문 자료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연설문
- 1988.8.31. Partners for Progress 무역박람회 만찬 연설문
- 1988.11.1. 국제 샤를마뉴상 시상식 연설문
- 1989.5.24. 기본법 제정 40주년 연설문

●

헬무트 콜 수상 연설문
- 1988.6.7.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을 위한 만찬 연설문

- 1988.6.16. 캐나다 수상 주최 만찬 시 연설문
- 1988.10.18. 브뤼셀 카톨릭 컨퍼런스 연설문(독일의 대유럽정책)
- 1989.4.27. 연방의회 정책 연설문
- 1989.5.29.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 연설문
- 1989.5.30. 부시 미국 대통령을 위한 만찬 연설문
- 1989.5.31. 부시 대통령 참석 마인츠 행사 연설문
- 1989.6.16.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연설문

2. 외무부 작성 각 행사별 연설문(안)
●

독일 BDI(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의 연설문(안)(“세계 속의 한국경제”)

●

독일 교민을 위한 격려사(안)

●

본 시청 방문 시 답사(안)

●

콜 수상 주최 오찬 답사(안)

●

바이체커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답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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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5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3 연설 및 대화자료 - 독일(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1 / 1-308

노태우 대통령의 독일 방문 관련 외무부가 준비한 기본자료, 대화자료 및 접견자료임.
1. 독일 방문행사 기본자료(198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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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및 콜 수상의 세계관, 역사관, 업적 및 평가

●

브란트의 동방정책

●

독일의 대외정책

2. 독일 방문 시 대화자료(1989.10월)
●

일반 대화자료

●

행사별 대화자료

●

주요행사장 설명자료

3. 독일 방문 시 접견자료(대상자별 말씀자료)
●

폰바이체커 대통령과의 환담

●

쥐스무트 하원의장 접견

●

빌름스 내독관계장관 접견

●

겐셔 부수상 겸 외무장관 접견 및 조찬

●

바이겔 기사당수 겸 재무장관 접견

●

재독 교민을 위한 리셉션 시 대화자료

4. 헬무트 콜 수상 주최 오찬 답사(국문 및 독문)

90-045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4 연설 및 대화자료 - 영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2 / 1-261

노태우 대통령의 영국 방문 시 주요 인사 접견 및 행사별 대화자료임.
1. 영국 방문 시 기본자료(외교부, 1989.11월)
●

일반 대화자료

●

행사별 대화자료

●

주요행사장 설명자료

2. 영국 방문 행사별 대화 및 접견자료(최종본)
●

대처 영국 수상 신상자료

●

한･영국 정상회담 자료

●

런던 히드로공항 도착 시 대화자료

●

무명용사묘 헌화 시 말씀자료

●

재영 교민 초청 리셉션 시 대화자료

●

리들리 영국 상공장관 접견자료

●

런던시장 주최 오찬 시 대화자료

●

대처 수상 주최 만찬 시 대화자료

●

유럽 주재 한국법인대표 초청 조찬 시 대화자료

●

영국 전경련 주최 간담회 시 대화자료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신상자료

●

영국 여왕 주최 오찬 시 대화자료

●

허드 영국 외무장관 접견자료

●

하우 영국 부수상 주최 비공식만찬 시 대화자료

●

언론인 초청 간담회 시 대화자료

●

첨단과학시설 시찰 시 대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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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55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5 연설 및 대화자료 - 프랑스)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3 / 1-339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 연설문(안), 주요 인사 접견 및 행사별 대화자료임.
1. 프랑스 방문 시 연설문(안)(1989.9월)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주최 만찬 답사(안)

●

로까르 수상 내외 주최 오찬 답사(안)

●

파리시청 방문 시 답사(안)

●

재프랑스 교민 리셉션 격려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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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방문 시 영부인 대화자료(안)(1989.10월)
●

일반 대화자료, 행사별 대화자료, 행사장별 설명자료

3. 프랑스 방문 행사자료(안)(1989.10월)
●

미테랑 대통령의 세계관, 환경문제, 교육문제, 프랑스 대외정책

4. 미테랑 대통령 신상자료(1989.10월)
5. 프랑스 방문 시 대화자료
●

일반 대화자료, 행사별 대화자료, 주요행사장 설명자료

6. 프랑스 방문 시 접견자료
●

로까르 수상, 파비우스 하원의장, 듀마 외무장관, 프랑스 경제인, 교민 접견

7. 프랑스 방문 시 대화자료 최종본(1989.11.30.)
●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자료(차중대화)

●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시 대화자료

●

파리시청 방문 시 대화자료

●

로까르 프랑스 수상 접견자료

●

프랑스 수상 내외 주최 오찬 시 대화자료

90-0456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6 연설 및 대화자료 - 헝가리, 스위스, 경유지)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4 / 1-36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중 헝가리, 스위스 및 경유지 연설, 접견 및 대화자료임.
1. 헝가리 방문 시 연설, 접견 및 대화자료
●

헝가리 국회연설
- 최근 동서관계 평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과 헝가리의 지위와 역할, 한국의 북방정책

●

헝가리 대통령대행 주최 만찬 답사(영문본 첨부)
- 헝가리와 한국의 유사성, 헝가리 민주화 개혁, 양국 수교의 의미, 양국관계 증진의 중요성

●

주요 인사 접견자료
- 애국인민전선 대통령 후보, 사회당 총재,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민주광장 대통령 후보, 수상,
야당 지도자 접견

●

행사별 대화자료
- 영빈관 도착 후 헝가리 대통령대행과 환담, 대통령대행 주최 만찬, 헝가리 경제인과의 오찬,
국회의장 대리 환담, 공관 직원 및 교민과의 다과회

2. 스위스 비공식 방문 시 연설 및 행사별 대화자료
●

연설문 초안
- 스위스 대통령 주최 비공식 오찬 시 답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주최 만찬 시 건배사

●

스위스 경유 시 대화자료
- 행사별 말씀자료
- 주요 행사장 설명자료

3. 경유지(알래스카, 시애틀) 연설 및 대화자료
●

알래스카 및 앵커리지
- 알래스카 주지사 내외 주최 만찬 답사(안)
- 앵커리지 경유 시 행사별 말씀자료

●

시애틀
- 시애틀 교민을 위한 리셉션 시 대화자료, 워싱턴 주지사 접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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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57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7 영부인 대화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5 / 1-138

노태우 대통령 내외 구주순방 시 영부인 대화자료임.
1. 앵커리지 한인봉사센터 방문 시 영부인 말씀자료
2. 독일 방문 시 영부인 대화자료
●

일반 대화자료, 주요 행사장 설명자료

●

행사별 대화자료
- 독일 대통령 부인과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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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나워 전 독일 대통령 생가 방문
- 독일 수상 부인 주최 오찬
- 독일 대통령 내외 작별인사

3. 헝가리 방문시 영부인 대화자료
●

행사별 대화자료
- 헝가리 수상 부인 접견
- 국립미술관 관람
- 페퇴연구원 방문
- 수상 부인 주최 오찬
- 부다페스트 무역대학 한국어과 학생 접견

●

주요 행사장 설명자료

4. 스위스 대통령 부인 면담자료
5. 영국방문 시 영부인 대화자료
●
●

일반 대화자료, 주요 행사장 설명자료
행사별 대화자료
- 영국학교 방문
- 장애인 시설 방문
- 토요학교 교사 접견

90-0458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8 구주의회 연설 검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6 / 1-11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관련, 구주 의회 및 구주 이사회 연설을 검토하였으나 추진 보류함.
1. EC(구주공동체) 산하 구주 의회(European Parliament) 연설
●

구주 의회는 EC 전회원국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구주통합의 상징이며, 본회의가
1989.11.20.~24. 개최되어 구주 순방기간과 일치함.

●

본회의 연설을 요청한 국가원수가 많고, 비회원국 국가원수 연설을 연 2~3회로 제한

2. 구주 이사회 산하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연설
●

1989.7.6.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연설로 중요성 부각

●

매년 3회 정기회의(1, 5, 9월) 및 연 1회 Mini-session이 개최되며, 1989년 회의 모두 개최

3. 구주 의회 연설 추진 보류
●

구주 의회 및 구주 이사회 연설상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구주 순방 시 구주 의회
연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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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5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29 계기별 연설문(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7 / 1-17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시 연설문의 종류 및 연설문(안) 내용임.
1. 독일 방문 시 연설문(안)
●

연설문의 종류: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답사, 본 시청 방문 시 답사, 콜 수상
주최 오찬 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연설, 교민 리셉션 격려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연설(정책연설)
- 주제: 세계속의 한국경제
- 내용: 세계경제발전 견인차로서 독일역할, 한국경제, 구주 단일시장 완성, 한･독일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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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가리 방문 시 연설문(안)
●

연설문 종류: 헝가리 국가원수 주최 만찬 답사, 헝가리 국회연설

●

헝가리 국회연설(정책연설)
- 주제: 동서화해와 한국의 북방정책
- 내용: 동서화해 분위기 평가, 국제사회에서 한･헝가리의 지위와 역할, 한국의 북방정책

3. 영국 방문 시 연설문(안)
●

연설문 종류: 영국 여왕 주최 오찬 시 건배사, 대처 수상 내외 주최 만찬 답사, 런던시장 주최
오찬 시 연설, 교민 리셉션 격려사

●

런던시장 주최 오찬 시 연설(정책연설)
- 주제: 한국과 유럽
- 내용: 런던의 역사적 역할, 유럽의 국제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한국과 유럽관계, 국제사회
에서의 한국의 역할증대

4. 프랑스 방문 시 연설문(안)
●

연설문 종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답사, 로카르 수상 내외 주최 오찬 답사,
파리시청 방문 시 답사, 교민 리셉션 격려사

5. 기타 연설문(안)
●

출국인사 및 귀국인사

●

샌프란시스코(시애틀로 변경) 교민 리셉션 격려사, 앵커리지 교민 리셉션 격려사

90-046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0 연설문 및 면담록)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8 / 1-292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시 연설문 및 면담록 내용임.
1. 주요 연설문(최종본)
●

독일 BDI(전경련) 연설문(국문)(1989.11.21.)

●

노태우 대통령을 위한 대처 영국 수상의 만찬사(영문)(1989.11.27.)

●

런던시장 주최 오찬 시 런던시장 환영사(국문 번역본)(1989.11.28.)

●

프랑스 방문 시 연설문
- 도착성명 및 출발성명(불문)
- 국빈 만찬 시 환영사(국문, 불문) 및 답사(불문)
- 수상 주최 오찬 시 환영사(국문, 불문) 및 답사(불문)
- 파리시청 행사 시 환영사(국문, 불문) 및 답사(불문)

2. 주요 면담록
●

독일 방문
- 쥐스무트 하원의장, 빌름스 내독성장관, 바이겔 기사당수 겸 재무장관 면담

●

헝가리 방문
- 한･헝가리 정상회담, 사회당 총재, 사회당 대통령 후보, 인민애국전선 대통령 후보, 수상,
민주광장 대통령 후보, 야당지도자 면담

●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 및 오찬 대담요지

●

영국 방문
- 리들리 영국 상무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연설후 질의응답, 허드 외무장관, 영국 언론인과의
조찬

●

프랑스 방문
- 시라크 파리시장 예방, 로카르 수상 접견 및 오찬, 파비우스 하원의장, 뒤마 부수상 겸 외상,
프랑스 경제인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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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6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1 개별각료일정 / 외무장관회담 - 독일, 헝가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9 / 1-312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독일, 헝가리와의 외무장관회담 등
개별 각료회담 관련 내용임.
1. 독일 방문 중 개별 각료회담
●

한･독일 외무장관회담(1989.11.20.)
- 최호중 외무부장관, 겐셔 외무장관
- 동독사태 평가, EC(구주공동체) 긴급정상회담, 독일 통일문제, 한국 북방정책,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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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일 과학기술장관회담(11.20.)
-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 Rieserhuber 연구기술성 장관

2. 헝가리 방문 중 개별 각료회담
●

한･헝가리 무역장관회담(1989.11.22.)
- 한승수 상공부장관, Tamas Beck 무역장관

●

한･헝가리 과학기술장관회담(11.22.)
-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 Horvath 공업부장관

●

한･헝가리 외무장관회담(11.23.)
- 최호중 외무부장관, Horn 외무장관
- 헝가리의 한국 유엔가입 지지, 양국 고위인사의 교환방문, 양국간 경협증진, 한국의 북방정책,
과학기술협력 등 논의

3. 구주 순방 중 민간경제사절단 방문(1989.11.18.~12.4.)
●

방문국: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

●

주관단체: 전경련(독일, 영국, 프랑스), 대한상의(헝가리)

●

사절단(단장): 유창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약 35명

90-0462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2 개별각료일정 / 외무장관회담 - 스위스, 영국, 프랑스)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29 / 10 / 1-250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중 스위스, 영국, 프랑스와의 개별 각료
회담 등 별도일정 관련 내용임.
1. 스위스 비공식 방문 중 수행장관의 별도 일정
●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의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 방문(1989.11.24.)

●

한승수 상공부장관의 Aifred Dehm 한･스위스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면담(11.24.)

2. 영국 방문 중 개별 각료회담
●

한･영국 외무장관회담(1989.11.28.)
- 최호중 외무부장관, Hurd 외무장관
- 대통령의 영국 방문 평가, 중국 정세, 홍콩 문제, 베트남 난민 문제, 한국의 북방정책, 영국의
한국 유엔가입 지지 확보, 영국･북한 관계, 한･영국 경제관계 등 논의

●

한･영국 상공장관회담(11.28.)
- 한승수 상공부장관, Ridley 상공장관

●

한･영국 과학장관회담(11.28.)
-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 Macgregor 교육과학장관

3. 프랑스 방문 중 개별 각료회담
●

한･프랑스 상공장관회담(1989.11.30.)
- 한승수 상공부장관, Rausch 대외무역장관

●

한･프랑스 외무장관회담(12.1.)
- 최호중 외무부장관, Dumas 외무장관

●

한･프랑스 과학기술장관회담(12.1.)
-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 Curien 연구기술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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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6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3 수행원)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1 / 1-126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수행원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공식 수행원 명단을 각 방문국에 통보함.
●

공식수행원 15명
- 장관: 최호중 외무부장관, 한승수 상공부장관,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
- 방문국 주재 대사 내외
- 대통령 경호실장, 합참의장, 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역,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 청와대 비서관: 의전수석, 공보수석, 외교안보보좌관, 대통령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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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의전장, 구주국장

2. 외무부는 1989.11.9. 구주 순방 행사 수행원(공식수행원, 비공식 수행원, 경호, 기자)을 결정하고,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수행원: 공식 수행원 15인, 비공식 수행원 55인, 기자단 42인 포함

●

수행 경제인은 별도

90-046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4 훈장 및 의전용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2 / 1-318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훈장 교환 및 의전용품 관련 내용임.
1. 각 국가 방문 시 방문국 국가원수 및 주요 각료에게 아래와 같이 훈장을 수여함.
●

독일
- 폰바이체커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
- 헬무트 콜 수상에게 수교훈장 광화대장 수여
- 도로테 빌름스 내독관계부장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프랑스
-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
- 다니엘 미테랑 대통령 부인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

2. 구주 순방 시 방문국 국가원수가 노태우 대통령 내외에 대한 훈장을 아래와 같이 수여함.
●

영국
- 대통령: G.C.M.G.(Knight Grand Cross of the MostDistinguished Order of St.
Michael and St. George
- 영국 여왕 및 부군, 수상과는 자서존영 교환

●

프랑스
- 대통령: Grand Croix de la Legion D’Honneur(레지용 도뇌르 훈장, 프랑스 최고공로대장)
- 영부인: Grand Croix de la L’Ordre National du Merite(프랑스 최고 국가공로장)

3. 외무부는 구주 순방에 필요한 의전용품을 방문국 주재 공관에 전달함.
●

국기, 애국가 악보, 내외분 존영, 현수막, 각종 행사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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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65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5 특별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3 / 1-160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특별기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9~11월 중 관계공관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시 공식 방문국(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 비공식 방문국(스위스), 경유국(미국 앵커리지, 시애틀) 및 영공통과국(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에 특별기 운항 관련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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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의 영공통과 및 착륙 허가, 안전 대책을 포함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

2. 정부는 1989.10~11월 중 특별기 항로 및 공항 답사를 위해 사전답사단을 파견하여 점검함.

90-0466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6 선물 및 지원인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4 / 1-274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대통령 내외의 선물 및 지원인력 파견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9.4. 관련공관에 방문국과 선물교환 규정 및 관례를 파악하여 선물대상자 및
품목, 교환방법, 시기 등을 작성하여 9.25.까지 건의하도록 지시하고, 노태우 대통령 내외 명의
방문국 선물대상자 및 품목을 결정하여 전달함.
●

방문국 주재 공관은 1989.12~90.1월 순방국에서 수령한 대통령 내외 앞 선물 및 대통령 선물에
대한 감사서한을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는 1989.11~12월 중 구주 순방 행사 지원인력을 각 방문국 주재공관에 파견하여 현지
행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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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67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7 숙소 및 경호협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5 / 1-276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숙소 및 경호협조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7월부터 방문국 및 경유지 주재공관의 사전 조사와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 숙소를
결정하고, 방문행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
2. 외무부는 1989.9월부터 방문국 및 경유지의 경호 환경 파악, 방문국과 협의, 경호 답사단 방문,
선발대 지원 등 경호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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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68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8 예산)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6 / 1-329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행사의 제반 예산 사용 관련 내용임.
●

외무부는 대통령 구주 순방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 방문국에서의 각종 행사 및 사후조치 등에
소요된 제반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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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6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39 자료 - 독일)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7 / 1-335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주독일대사관이 작성한 독일 방문
자료 내용임.
1. 독일 방문 준비자료(1989.8.17.)
●

방문 의의 및 목적,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자료, 대내외 경제관계, 연설문, 성명서, 일정,
발표, 교민 및 체류자 현황, 면담 예정인사 이력사항, 공관 현황, 기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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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대통령 주최 만찬 답사 초찬 및 수상 주최 오찬 시 답사 초안(1989.8.17.)
3. 독일 방문 행사 관련 종합자료(1989.9.21.)
●

행사 일정, 경호 체제, 행사관련 일반자료

4. 독일방문 행사 계기별 대화자료(1989.9.29.)
●

교민 리셉션시 대화자료는 별도 보고(9.29.)

5. 독일 대통령 및 수상 관련 자료와 정책(1989.10.6.)
6. 독일 환경정책, 독일경제인과의 행사 및 대화자료(1989.10.19.)
7. 주요인사 인적사항 및 행사장 설명 자료(1989.10.20.)
8. 독일방문 행사 기능별 점검자료
9. 영부인 방문기관 및 말씀자료(1989.10.27.)
10. 독일 외무부 작성 방문일정 세부계획서(1989.10.27.)

90-047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0 자료 - 헝가리(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8 / 1-223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헝가리 방문 준비자료 내용임.
1. 헝가리 경호정보수집 강화방안 회의 참고자료(1989.6.15., 외무부)
2. 헝가리 개황(1989.7월, 주헝가리대사관)
3. 헝가리 방문 준비자료(1989.8.18., 주헝가리대사관)
●

헝가리 방문행사 기본자료
- 헝가리 방문 의의 및 목적, 정상회담 관련사항, 헝가리 대내외 경제관계
- 방문 발표, 성명, 연설 및 기자회견, 교민, 체류자 및 진출업체 현황
- 면담예정인사 관련사항, 주요 행사장소, 헝가리 일반자료

●

헝가리 측의 주요 연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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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7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1 자료 - 헝가리(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9 / 1-122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헝가리 방문 준비자료 내용임.
1. 헝가리 방문 기능별 점검자료
●

숙소, 화물, 차량, 선물, 통역, 경호협조, 의전용품, 출입국

2. 포르투갈 대통령 헝가리 방문 일정 자료
●

포르투갈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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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내외분 계기별 대화자료(1989.10.20., 주헝가리대사관)
4. International Peto Institute 설립 지원검토
5. 헝가리 공식방문 안내자료(1989.11.20., 주헝가리대사관)

90-0471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2 자료 - 스위스)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10 / 1-135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스위스 비공식 방문 준비자료 내용임.
1. 제네바 개황 및 로잔 개황(1989.8.21., 주제네바대표부)
2. 방문행사 준비자료(1989.9.20., 주제네바대표부)
●

행사별 세부설명서, 경호협조

3. 방문행사 관련 자료(1989.9.29., 주제네바대표부)
4. 제네바 방문행사 점검자료(1989.10.29.)
5.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관련 행사 세부계획(19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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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73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3 자료 - 영국(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0 / 11 / 1-217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영국 방문 준비를 위해 주영국대사관이
수집한 연설문 자료임.
1. 영국 주요인사 연설문(1989.7.11.)
●

대처 수상, 하우 외무장관 연설문 등

2. 대처 수상의 성명 및 연설문(19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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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런던시장 축하연회 시 수상 연설문(1988.11월)

●

보수당 회의 시 수상 연설문(1989.3월)

●

고르바초프 서기장 영국 방문 시 수상 연설문(1989.4월)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시 수상 성명(1989.6월, 마드리드)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시 수상 성명(1989.6월, 브뤼셀)

3. 주요국 정상의 영국 방문 시 연설문(1989.8.29.)
●

Hawke 호주 수상, 부시 미국 대통령,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 연설문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오잘 터키 수상 연설문

●

페레스 이스라엘 수상 연설문

4. John Major 외무장관 연설문(1989.8.31.)
●

캄보디아 국제회의 개막식 연설문(1989.6.30., 파리)

90-047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4 자료 - 영국(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1 / 1-285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주영국대사관이 1989.8~10월 중
보고한 방문자료 내용임.
1. 영국 대처 수상 만찬시 답사 초안(1989.8.14.)
●

환영 감사 표명, 양국관계 발전 평가, 동･서관계 발전과 한국의 북방정책

2. 영국 방문 행사 준비자료(1989.8.14.)
●

회담자료, 대내외 경제관계(영국 경제, 한･영국 경제관계)

●

성명서, 회견 및 연설, 방문 발표

●

교민 및 체류자 현황

●

주요인사 인적사항

3. 영국 안내자료(1989.9.)
4. 주요인사와 계기별 말씀 및 대화자료(1989.10.2.)
5. 영국내 한국관계 유적 및 유물(1989.10.3.)
6. 영국 측이 제시한 방문일정(안)(1989.10.9.)
7. 영국 측 영접인사 인적사항(1989.10.16. 및 10.20.)
8. 영부인 별도일정 관련 자료(198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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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75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5 자료 - 영국(I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2 / 1-147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주영국대사관이 1989.11.7. 보고한
방문자료 내용임.
1. 영부인 별도일정 관련 자료
●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체이니 뇌성마비 아동센터, 런던타워

2. 영국 측 방문 일정안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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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방문 행사 세부설명서
4. 버킹검궁 환영행사 세부계획서

90-0476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6 자료 - 프랑스)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3 / 1-240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주프랑스대사관이 보고한 방문준비
자료 내용임.
1. 프랑스 의전상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의 차이 및 세부일정(1989.6.20.)
2. 프랑스 방문행사 관련자료(1989.8.9.)
●

정상회담 자료, 방문기념 사업안

●

프랑스의 국가적 과제, 한･프랑스 주요 현안문제, 프랑스 대내외 경제관계

●

성명서, 일정 및 방문 발표, 면담예정인사 이력사항 등

3.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관련자료(1989.8.16.)
4. 교민 리셉션 세부계획(1989.10.11.)
5. 프랑스 방문 세부일정(잠정안)(1989.10.12.)

517

90-0477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7 자료 - 앵커리지)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4 / 1-136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관련 경유지 앵커리지 방문 준비자료임.
1. 앵커리지 방문 점검자료(1989.9.4.)
2. 앵커리지 방문 안내자료(1989.9.11.)
3. 앵커리지 방문자료(19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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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계획, 주요인사 약력, 교민 및 단체 현황 등

4. 앵커리지 접견대상 인사 약력사항
5. 접견대상 인사별 말씀자료(1989.10.24.)

90-0478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8 결과 및 대응)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5 / 1-230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4개국 공식방문 결과 및 성과, 대응조치 내용임.
1. 구주 순방 종합평가
●

아･태, 북미, 구주를 잇는 전방위 자주외교 전개

●

1992년 구주단일시장 완성에 대비 구주질서 재편 동향에 능동적 대처

●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헝가리 최초 방문으로 북방정책 추진 가속화

●

유엔가입 지지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지원확보

●

영국･독일･프랑스 전통우방국과의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관계강화

●

한국 민주화에 대한 서구국가의 인식 제고

2. 순방국별 방문결과
●

독일
- 분단국으로서 독일은 한국의 통일방안, 북방정책, 남북대화 적극지지
- 바이체커 대통령의 한국 인권 문제 거론에 대해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등 설명

●

헝가리
-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최초 방문으로 북방정책 의지를 세계에 부각
- 한･헝가리 관계 도약의 초석 마련

●

영국
- 개방과 화해의 시대에 상호협력강화, 양국교역의 획기적 확대 도모
- 엘리자베스 여왕 및 대처 수상 방한 초청 수락

●

프랑스
- 프랑스 측은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 올림픽 개최, 북방정책 지지, 경부고속철 참여 희망
- 양국간 첨단기술협력 확대 합의, 미테랑 대통령 방한 초청 수락

3. IFAW(국제동물보호재단)의 항의 관련 대응조치
●

동물애호단체는 1984년경부터 한국의 애완동물 식용 관습에 대한 반대운동 전개
- IFAW는 노태우 대통령 영국방문 계기로 시위 및 신문광고 게재
- 1989.11.22. 대통령 앞 서한으로 잔인한 도살을 불법화하는 법률 제정 요청

●

주영국대사는 12.5. 개고기 식용문제 대책안 건의
-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개보호사업 수립 시행
- 1990.4.23.~28. IFAW 총재 등을 방한 초청하여 정부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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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79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49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6 / 1-246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구주 순방 후속조치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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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2.5. 국무회의 시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 지시

●

1989.12.8. 외무부는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 마련

●

1989.12.15. 관계부처 후속조치 점검반 구성 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

2.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 결과(1990.6월)
●

순방국 정상 방한 추진
- 콜 독일 수상: 독일 통일 후 방한 추진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1991.3월 독일전시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 고려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여왕의 1992년도 외국순방 논의시 검토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1991년 중 방한 추진

●

대동구권 관계개선 가속화
- 유고슬라비아(1989.12월), 체코･불가리아･루마니아(1990.3월)와 외교관계 수립
- 외무부장관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방문(1990.3월)
- 민관경제사절단 동구 4개국 파견(1990.4월)

●

EC(구주공동체)와 협력강화: 한･EC 정무협의체 회의 정례화

●

1990년 4/4분기에 순방 4개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순방 성과 극대화

●

독일: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개최(1990.5월)

●

헝가리에 투자 및 협력 확대
- 대우의 투자허가 및 삼성물산의 헝가리 사업 진출,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추진
- 과학기술센터 건립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

영국과의 협력
- 영국산 호크기 구매(1989.12월)
- 리들리 상공장관 등 고위인사 방한(1990.5월)
-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내 한국전시관 신설

●

프랑스 과학기술장관 및 국방담당 국무장관 방한, 고속전철 건설사업 참여

90-0480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 1989.11.18.-12.4. 전50권
(V.50 감사서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1과 /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1 / 7 / 1-162

1989.11.18.~12.4.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순방후 방문국 주요인사에게 전달한 감사서한임.
1. 노태우 대통령은 1989.12.11.자 감사서한을 순방국 주요인사에게 전달함.
●

독일: 바이체커 대통령, 콜 수상 및 5인 주요 면담인사

●

헝가리: 쉬로쉬 대통령권한대행 및 8인 주요 면담인사

●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처 수상 및 6인 주요 면담인사

●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로까르 수상 및 3인 주요 면담인사

●

스위스: 드라뮈라 대통령,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워싱턴 주지사

2.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989.12.11.자 감사서한을 면담인사들에게 전달함.
●

영국: 리들리 상공장관, 브룩 북아일랜드담당장관

●

프랑스: 크레송 유럽담당장관, 로쉬 대외무역장관, Delebarre 교통해운장관

3. 외무부장관은 1989.12.13. 순방국 외무장관에게 감사서한을 전달함.
●

Genscher 독일 외무장관

●

Horn 헝가리 외무장관

●

Hurd 영국 외무장관

●

Dumas 프랑스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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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81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a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31 / 8 / 1-61

1989~90년 중 Zayed bin Sultan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함.
1. 방한 초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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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12월 라시드 외무장관 방한 시 구두 초청

●

1984.5월 권익현 대통령 특사 방문 시 방한 초청 친서 전달

●

1989.6월 조상호 대통령 특사 방문 시 방한 재초청 친서 전달

●

1989.8.16. UAE 외무부가 주UAE대사관에 1990.5월 방한 희망 통보(공한)

●

1989.8.18. 주한 UAE대사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 시 구두 확인
- 동 시기에 일본을 포함한 인근 국가도 방문 공식 제의

2. 외무부는 1990.3.12. 주UAE대사관에 Zayed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국 정부의 접수 가능시기는
7월 초임을 UAE 정부에 제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3. UAE 외무부 정무국장은 1990.3.28. Zayed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1990.5.8.~13.),
일본(1990.5.13.~19.), 인도네시아(1990.5.19.~26.)로 확정되었으며 금번 5월 순방에 한국이
포함 안 된 것에 대하여 애석함을 표시함.

90-0482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1987.4.6.-9.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1 / 9 / 1-333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이 1987.4.6.~9. 방한함.
1. 주프랑스대사는 코모로 출장 시(1986.12.9.~13.) 코모로 대통령 방한을 협의
●

코모로 대통령은 일본, 중국(구 중공)의 초청으로 1987.4월 초 10여일간 동북아 방문 예정

●

동북아 순방기회에 방한 희망 표명

2. 코모로 대통령의 동북아 방문 관련 확인
●

주프랑스대사관이 현지 코모로대사관에 문의한바, 코모로 측은 일본, 중국 측에 접촉한적이 없으며
한국 방문 확정 후 일본, 중국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보

3. 코모로 대통령 방한 초청 경위
●

주프랑스 코모로대사는 1987.1.14. 코모로 대통령의 1987.4월 방한 가능여부를 주프랑스
대사에게 문의

●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1987.1.27. 파편 송부

●

주프랑스대사는 1987.1.30. 주프랑스 코모로대사를 방문, 초청장을 수교하고 코모로 대통령에게
전달을 의뢰

●

주프랑스 코모로대사는 1987.2.3. 방한일정 및 대표단 규모를 주프랑스대사에게 통보

●

외무부는 코모로 측 일정대로 접수 조치 중임을 1987.2.6. 주프랑스대사에게 통보

●

Abdallah 대통령 2.7.자 답서 송부

4. 코모로 대통령 방한 일정 발표
●
●

시기: 1987.4.6.~9.
대표단
- 대통령 특별보좌관, 외무협력장관, 경제재무장관, 경호실장, 의전장 등 8명

●

방한 발표: 3.24.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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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83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1987.4.6.-9. 전4권 (V.2 공동성명서)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1 / 10 / 1-109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의 1987.4.6.~9. 방한 시 공동성명서 내용임.
1. 한･코모로 공동성명서 협의
●

외무부는 1987.3월 공동성명 문안 검토

●

외무부는 1987.3.13. 한국 측 안을 코모로 측에 제의하도록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

●

주프랑스대사관은 공동성명서 코모로 측 대안을 1987.3.31. 송부
- 코모로 측은 자국의 현안인 Mayotte섬의 귀속문제 포함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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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Mayotte섬 문제는 코모로와 프랑스 간의 양자 분쟁으로 성명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통보

●

주프랑스대사관 직원은 1987.4.1. 주프랑스 코모로대사대리를 면담, 한국입장을 설명

2. 한･코모로 공동성명서 서명식
●

일시 및 장소: 1987.4.8. 외무부 조약체결실

●

서명자: 양국 외무장관

●

공동성명서 요지
- 정상회담 개최
- 양국관계증진 만족 및 확대･심화 희망
- 경제개발경험 전수 및 양국간 경제기술협력증진 희망
- 남북한 대화 추진 노력 및 평화통일정책 지지
- 한국의 유엔가입 전폭 지지
- Mayott섬 문제 언급
- 아프리카 및 동북아 정세 의견 교환
- 세계경제 관련, 선진･후진국 간 대화 필요성 표명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기원

90-0484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1987.4.6.-9. 전4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1 / 11 / 1-166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의 방한 결과임.
1. 주요 방한일정
●

정상회담, 국무총리 접견, 외무부장관 회담, 공식만찬,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

국립묘지 헌화, 서울종합운동장 및 판문점 등 시찰

●

공동성명서 발표

2. 단독 정상회담(1987.4.7.) 요지
●

코모로 지원 용의 표명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경제발전 설명

●

무역, 기술제공 관련 코모로 측에 대한 조언

●

코모로 정세 설명, 한국의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및 지원 기대

3. 양국 외무장관회담(1987.4.8.) 요지
●

Abdallah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만족

●

방한 계기로 기존 우호협력관계 증진 기대

●

20만 달러 상당의 원조공여 결정에 사의 표시

4. 양국 외무장관회담 시 합의사항
●

코모로 측의 기자재 리스트 접수시 20만 달러 범위내 원조

●

경제기획부문 연수생 접수

●

국제경기장건설 사전조사팀 파견 가능성 검토

5. 평가
●

정상외교를 통한 우호협력관계 심화

●

인도양 도서국지역에서의 대북 우위 외교기반 조성

●

평화통일노력,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지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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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85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1987.4.6.-9.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1 / 12 / 1-234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관련자료임.
1. 회담자료
●

코모로 대통령 접견자료

●

한･코모로 외무장관 회담자료

●

대통령 차중 말씀자료

●

정상회담 자료
- 압달라 대통령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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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로 개황
- 방한 관련사항
- 말씀자료: 인사말씀, 국제 정세 및 아프리카 정세, 한반도 정세, 한･코모로 관계, 맺는 말씀
- 한･코모로 공동성명 요지
- 참고자료: 코모로 정세, 한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2. 오･만찬사
●

대통령 만찬사(국문 및 불문)

●

코모로 대통령 만찬 답사

●

코모로 개황 및 오찬 참석자 명단

90-0486

Rawlings, Jerry J. 가나 임시국가방위위원회(PNDC) 의장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31 / 13 / 1-55

1. 주가나대사는 1983.12.24. Rawlings 가나 PNDC(임시국가방위위원회) 의장을 공식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5.1. Rawlings 의장 방한 초청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초청장을 주가나
대사관에 송부함.
3. Rawlings 의장은 1985.6.28. 노태우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에 대한 수락 회신을 외무부에
송부함.
●

방한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질 방문 일정은 추후 정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정하기로 함.

4. 주가나대사관은 1989.8.4. Rawlings 의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접수함.
●

동 친서는 노영찬 특사가 1989.7.3.~6. 가나 방문 시 전달한 노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

●

동 답신에서 동 의장은 1985년에 전달된 방한 초청을 상기시켜 주어 감사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함.

527

90-0487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1990.11.14.-17.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1 / 1-293

Arpad Goncz 헝가리 대통령이 1990.11.14.~1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7.10. Etre 주한 헝가리대사는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시 금년 11월 일본 국왕 즉위식
계기에 헝가리 대통령의 방한 희망을 피력

●

1990.8.28. 주한 헝가리대사는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시 Goncz 헝가리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11.14.~17.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자 하며 방문 시 영부인도 동반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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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0.15. 외무부는 Goncz 대통령 방한 관련, 헝가리 측의 희망과 1989.11월 노 대통령
내외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인 점을 감안하여 11.14.~17. 공식 방문(State Visit)으로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한 헝가리대사관에 통보함.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정상회담,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국립묘지 헌화, 주한대사관 직원 및
헝가리 교민 접견,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

●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찰, 삼성물산 회장 주최
비공식만찬

90-0488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1990.11.14.-17. 전4권
(V.2 의전 및 타부처 협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2 / 1-88

1. Goncz 헝가리 대통령 내외 방한(1990.11.14.~17.) 관련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대통령 비서실,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부속병원 원장, 한국공항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장,
관세청장, 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부장관, 치안본부장, 공보처장관, 법무부장관, 총무처
장관, 대통령 경호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 사무총장, (주)대우 사장, (주)삼성전자 사장 등

2. Goncz 헝가리 대통령 내외분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
●

대통령 내외 약력

●

수행원 명단

●

영접 준비사항

●

체한 공식일정(안)

●

환영식

●

대통령 내외분 예방 및 정상회담, 양국 정상 언론발표

●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안)

●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

환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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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89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1990.11.14.-17. 전4권
(V.3 정상회담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3 / 1-130

1990.11.15. 개최된 한･헝가리 정상회담의 결과 및 관련자료임.
1. 배석자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등 10명

●

헝가리 측: 헝가리 국립은행장 등 8명

2. 정상회담 주요 결과(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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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문제
- 헝가리 측: 한반도 냉전상태 종결, 남북한 간 화해, 평화통일 달성기원 및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지지

●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 헝가리 측: 한국의 유엔가입 및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조속 체결 촉구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지지

●

경제･과학기술 협력
- 헝가리 측: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의 산업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농산물의 수출･가공기술･검
역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 강화, 금융분야 협력 강화(은행차관, 연불수출자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관계)
- 한국 측: 전문가 상호교류를 통한 보완성 있는 실질협력관계 확대, 통신･건설분야 협력 강화,
금융분야 협력 문제는 양국 전문가간 협의 추진, 농산물의 검역･가공분야 협력 필요성에 동감
표시, 1995년도 개최 예정인 부다페스트, 비엔나 박람회장 건설 참여 희망

●

문화･학술 체육협력
- 헝가리 측: 문화교류, 특히 양국간 언어교육분야 협력 강화
- 한국 측: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 확대

●

양국 국민 교류확대 지원
- 헝가리 측: 양 국민의 여행 편의를 위하여 양국간 비자 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실무
교섭 개시(정상회담 후 대외언론발표문)
- 한국 측: 일반사증면제협정 조속 체결 추진

3. 주헝가리대사관의 정상회담 자료(1990.10.19. 작성)

4. 한･헝가리 정상회담 자료(1990.10월 외무부 작성)
●

대통령 인적사항

●

말씀 자료(인사 말씀, 국제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동구 정세, 한. 헝가리 관계, 맺음 말씀)

5. 노태우 대통령 언론발표문(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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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90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1990.11.14.-17. 전4권
(V.4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4 / 1-226

1. Goncz 대통령 방한 관련 만찬사(초안) 및 대통령 내외 약력사항
2. 헝가리 방문 시 대화자료
3. Goncz 헝가리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 시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만찬사(안)
4. Goncz 헝가리 대통령 내외분를 위한 강영훈 국무총리 건배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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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헝가리 방문 시 영부인 대화자료
6. 헝가리 대통령 내외 공식만찬 시 대화자료
7. Goncz 헝가리 대통령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8. Goncz 대통령 내외 방한 참고자료
9. 공관원, 코트라 및 상사주재원 초청 만찬 대화자료
10. Goncz 헝가리 대통령 작별 예방 시 말씀자료
11. Goncz 헝가리 대통령 내외를 위한 오찬 시 국무총리 내외분 말씀자료
12. Goncz 헝가리 대통령각하 내외분을 위한 건배사
13. Goncz 헝가리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 시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만찬사(안)
14. 헝가리 대통령 기자회견용 질문서
15. Goncz 대통령 내외 방한 발표문

90-0491

Moi, Daniel T. 케냐 대통령 방한, 1990.9.17.-20. 전4권
(V.1 방한계획, 1979-88)
생산연도

197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5 / 1-295

1979~88년 중 Daniel T. Moi 케냐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함.
1. 방한 추진 배경
●

한국 정부는 모이 케냐 대통령이 현재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이며 한･케냐 간 우호증진
및 북한의 케냐 접근 저지, 한국의 대아프리카 관계증진을 위해 1980년 초부터 케냐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함.

●

1963.8월 주케냐총영사관 개설, 1964년 한･케냐 수교 및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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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명기 대통령 특사는 1980.12월 케냐 방문 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를 구두로 모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1981년 일본 방문시기에
맞추어 방한을 희망함.
●

1981.2.7. 한국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명의의 모이 대통령 앞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3. 케냐 정부는 1982.2월 모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이어 1982.4.9.~10. 방한을 희망한다고
알려온바, 한국 정부는 접수하기로 결정함.
4. 케냐 외무성 사무차관은 1982.3월 주케냐대사 면담 시 서부사하라 문제, 차드 문제 등으로
OAU 의장인 모이 대통령의 장기 외유가 어렵다면서 동 대통령의 방한을 연기한다고 전달함.

90-0492

Moi, Daniel T. 케냐 대통령 방한, 1990.9.17.-20. 전4권
(V.2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6 / 1-207

Daniel T. Moi, 케냐 대통령이 1990.9.17.~20. 방한함.
1. 경위
●

케냐 정부는 모이 케냐 대통령의 1990.9.17.∼19. 방한 접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케냐 방문 이래 양국간 현안사항이며 1988.7월 노태우 대통령 특사가
케냐 방문 시 모이 대통령을 방한 초청한바 있음을 감안하여 1990.9.17.~20. 방한을 접수
하기로 결정함.
- 모이 대통령의 방한은 1964년 양국 수교 이래 케냐 국가원수로서 최초의 방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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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원
●

외무부장관, 공업부장관, 상무부장관 등 각료급 6명, 비공식 수행원 기자단 등 약 100명

3. 방한일정
●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접견,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공동주최 오찬

●

국립수산원 시찰, 올림픽 주경기장 방문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전자공장 시찰 등

4. 정상회담 결과
●

양측은 중동사태, 아프리카 정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무역, 경제협력, 투자증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케냐 측은 한국의 대케냐 수출이 수입에 비해 20~30배에 달하므로 무역불균형 해소를 요청
하였으며, 한국 측은 케냐의 기술훈련소 설립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간 공동목표가 실현되기를 희망함.

90-0493

Moi, Daniel T. 케냐 대통령 방한, 1990.9.17.-20. 전4권
(V.3 의전)
생산연도

197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7 / 1-292

Daniel T. Moi 케냐 대통령 방한(1990.9.17.~20.) 준비를 위한 의전 관련 내용임.
1. 주케냐대사관은 1990.8월 아래 내용의 방한 준비 일람표를 작성함.
●

업무분장, 의전 관계, 홍보 관계, 영사교민 관계, 비즈니스 관계 등

●

방한 일정, 정상회담 의제, 연설문, 기자회견, 공동성명, 양국 협정체결 점검 등

●

케냐 의전선발대 방한, 수행원 명단 및 서열, 통역, 의장기 등

2. 외무부는 1990.8월 법무부, 관세청, 한국공항관리공단, 현대자동차, 한국무역협회, 현대중공업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모이 대통령의 방한 관련 협조를 요청함.
3. 케냐 선발대(의전, 경호, 기자 등 총 24명)가 1990.9.10. 한국에 도착하여 외무부 측과 특별기, 방한
일정 및 의전, 경호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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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94

Moi, Daniel T. 케냐 대통령 방한, 1990.9.17.-20.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7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8 / 1-218

Daniel T. Moi 케냐 대통령의 방한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임.
1. 한･케냐 정상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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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T. Moi 케냐 대통령 인적사항

●

전반적인 정세 및 동북아 정세 등 국제 정세

●

남북대화, 북한정세 평가, 북방외교 등 한반도 정세

●

아프리카 정세 개관, 케냐 정세, 라이베리아 사태, 앙골라 정세, 나미비아 정세, 남아공 정세 등

●

양국관계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양국간 실질협력 등 양국관계

2. 노태우 대통령의 케냐 대통령 면담자료 및 만찬사
●

인사말씀, 국제 정세, 지역 정세, 양국 관계, 맺는 말씀, 케냐 개황 등

●

케냐 대통령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 주최 만찬사

90-0495

Nazarbayev, Nursultan Abishevich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1990.11.23.-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32 / 9 / 1-190

Nursultan Abishevich Nazarbayev 소련 연방내 카자흐스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이
1990.11.23.~30. 방한함.
1. 방한 초청 경위
●

1990.8월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방소 시 주모스크바 카자흐스탄공화국대표에게
Nazarbayev 최고회의 의장 방한 초청 의향을 전달

●

1990.8월 동 의장 방한문제 검토결과, 경제단체 등 비정부기관 명의의 초청을 추진
- 한･소련 미수교 상태, 타 공화국과의 관계, 방한 목적 등 고려

●

1990.9월 유학성 의원(민정) 방소 시 동 의장, 정부 명의 초청 희망을 표명

2. 정부 명의 초청 사유
●

한･소련 관계개선 등, 방한효과 거양(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 카자흐스탄공화국에는
10만 명의 한인 거주)
- 경제협력 증진(전력, 석탄 및 석유자원 풍부)

●

정부 명의 공식초청 추진
- 주모스크바영사처를 통하여 동 의장에 대한 방한 초청의사 전달

3. 방한 일정(안)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럭키금속 온산공장,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럭키금성, 대우자동차 등 방문

●

현대주최 만찬, 포철 주최 오찬, 대구 시장 주최 만찬

●

대구시청 방문(자매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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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96

Nazarbayev, Nursultan Abishevich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1990.11.23.-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32 / 10 / 1-90

1. Nazarbayev 소련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면담자료
●

인적사항

●

말씀자료(인사말씀, 한･소련 수교 평가, 한･카자흐공화국 경제협력증진, 소련 국내정세 의견교환,
“레닌기치” 신문 발행 보조금 요청 시, 맺음말씀)

●

방한 관련자료(방한경위, 방한인사 명단, 방한일정: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상공부장관
면담, 알마티시와 대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등)

●

참고자료(소련 개황, 카자흐공화국 개황, 알마티시 개황, 한･소련 간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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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zarbayev 소련 카자흐공화국 대통령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3. Nazarbayev 카자흐공화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 시 최호중 외무부장관 연설문

90-0497

Rodriguez, Andres Pedotti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1990.6.20.-22. 전4권 (V.1 기본문서 I(1989.8-90.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11 / 1-154

Andres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이 1990.6.20.~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6월 강경식 대통령 특사 파라과이 방문 시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 구두 방한 초청

●

1990.4.4. 파라과이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Rodriguez 대통령 공식방한 초청 요청

●

1990.6.20.~22. 외교경로를 통해 방한일정 확정
- 방한 전 1990.6.18.~20.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 예정
539

2.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관련 실무협의
●

방한 항공편 민간항공 이용: 이한 시 대한항공 이용 협의

●

양국간 협정 체결 협의: 범죄인 인도조약, 투자보장협정 등

●

공동성명발표 문제
- 한국은 1985년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성명발표는 없다는 입장

●

대통령 방한 수행원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상･하원의장 등
- 방한 인사는 대통령 내외를 포함 총 42명

●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언론발표문 준비

90-0498

Rodriguez, Andres Pedotti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1990.6.20.-22. 전4권 (V.2 기본문서 II(1990.6-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12 / 1-179

1990.6.20.~22. Andres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양국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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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

오찬 및 만찬: 대통령 주최, 국무총리 주최, 경제4단체장 주최

2. 정상회담(1990.6.21.) 결과
●

노태우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 한･소 정상회담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해 설명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경제문제 등 실질협력의 증진, 파라과이 거주 교민 지원 요청

●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중남미 정세, 미주동맹 창설 100주년 기념총회 개최 설명
- 경제분야 협력, 대파라과이 투자, 한국 교민들의 파라과이 경제 기여, 무상원조에 감사 표명

●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로 파라과이 정부는 불법체류 한국교민의 법적지위 취득 해결 조치

3. 외무장관회담(1990.6.21.) 결과
●

정상회담 논의에 이어 실무적인 실천방안 논의
- 회담 후 양국 외무장관회담 합의의사록에 서명

●

파라과이 외무장관은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 입장 및 유엔가입 지지 표명
- 한･파라과이 제2차 합동위 개최로 양국 투자협력 구체화 희망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통일문제,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
-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조속한 체결 희망, 1만 명의 한국 교민 보호 등 배려 요청

90-0499

Rodriguez, Andres Pedotti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1990.6.20.-22. 전4권 (V.3 의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2 / 13 / 1-104

Andres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의전행사 관련자료임.
1.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분 공식방한 영접기준
2. 주요행사 진행계획
3.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분 공식방한 영접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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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분 공식방한 환영식 행사계획
5. 파라과이 국가 악보

90-0500

Rodriguez, Andres Pedotti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1990.6.20.-22.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3 / 1 / 1-344

Andres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관련 준비 및 회담 자료임.
1. 로드리게스 대통령 방한 영접 준비자료
2. 한･파라과이 정상회담 자료
3.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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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만찬사
5.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만찬 시 환담자료
6.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면담자료
7. 국무총리 내외분 주최 오찬 시 환담자료
8. 파라과이 대통령의 공식만찬 답사
9. 파라과이 대통령의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연설

90-0501

Anne 영국 공주 방한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33 / 2 / 1-56

1987~88년 중 Anne 영국 공주가 방한함.
1. 1987.11.10.~13. 방한
●

방한 경위
- 박세직 올림픽조직위원장 초청(1987.3.4.), 국제승마협회장 자격으로 방한

●

방한 일정
- 대통령, 박세직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 예방
- 박세직 조직위원장 주최 만찬, 이건영 대한승마협회장 주최 만찬, 김옥진 사무총장 주최 오찬,
- 올림픽경기장, 서울 승마공원, 원당 종합마술경기장 시찰

2. 1988.9.12.~10.2. 방한
●

방한 목적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참석 및 88 서울올림픽 참관

●

방한일정
- IOC 총회 개회식 및 축하공연, IOC 위원장 주최 만찬, 영국 올림픽대표단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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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02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방한 추진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33 / 3 / 1-44

1985~90년 중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5.7.18. 주영국대사관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방한 초청
친서를 송부함.(1987년 중 편리한 시기에 한국 공식방문 초청)
●

영국 측은 준비기간이 짧아(2년) 방한 수락이 어렵다는 반응

2. 노태우 대통령은 1988.2월 대통령 취임식 특사인 그레나더 영국 외무담당국무상 면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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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초청 희망을 언급함.
3. 주영국대사는 1988.5월 영국 외무부 의전장과 면담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의 외유 계획을 타진함.
●

동 여왕은 1989.10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영국연방 정상회의에 참석 예정

4. 주영국대사는 제6공화국 출범 등 한국 국내 정치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노태우 대통령 명의
엘리자베스 여왕 공식 방한초청장을 재작성, 송부 요청
5.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29. 영국 방문시 엘리자베스 여왕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동 여왕은
이를 수락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함.
6. 외무부는 1989.12.21. 주영국대사관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 초청 수락 관련, 동 여왕의 외국
방문이 통상 2년전에 검토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 한국 측으로서는 이를 1991년 하반기 또는
1992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함을 영국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7. 1990.5.16.~18. 방한한 Sir Patrick Wright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은 한국 측의 여왕 방한 문제
거론에 대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국 측의 방한 초청을 기뻐하고 있으며, 각국으로부터 많은
초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바, 동 여왕의 방한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함.

90-0503

Jovic, Borisav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1990.11.7.-10.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3 / 4 / 1-245

Borisav Jovic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1990.11.7.~10. 방한함.
1. 방한 경위
●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Borisav Jovic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내외가 방한함.
- 요비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1989.12월 양국간 수교 이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고슬라비아
국가원수임.

2. 수행원
●

외무부장관, 대통령 외교 보좌관등 8명(공식수행원), 기자단 4명

3. 방한 일정
●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내외 접견,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공동주최 오찬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올림픽경기장 방문

●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 포항제철 시찰 등

4. 양국 정상회담 결과
●

유고 측은 금번 방한 목적이 오랫동안 단절된 양국관계를 극복하고 경제협력 등 실질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함.

●

유고 측은 한국의 대유고 수출이 수입에 비하여 20배에 달하는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요청하고
한국기업의 대유고 투자증진 및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의 조기체결 희망
-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한국구매사절단의 유고 파견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들의
유고 투자 권유의사를 표명함.

●

한국 측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바,
유고 측은 1948년 이래 독선적인 공산체제에 반대하여 독자노선을 걸어 왔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함.

●

유고 측은 비동맹 의장국으로서 쿠웨이트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동구 국가에
서의 시장경제체제와 다당제 도입 등 유럽에서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5. 협정 체결
●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외무부장관은 항공협정에 서명하고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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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04

Jovic, Borisav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1990.11.7.-10.
전4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3 / 5 / 1-215

Borisav Jovic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영접계획 및 의전 관련 자료임.
1. 외무부는 요비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방한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요비치 대통령 사진, 국기 및 탁상기, 국가 악보, 일정, 비표, 통역, 일정, 화물, 숙소 등

2. 외무부는 1990.10월 국방부, 관세청, 법무부, 문화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요비치
대통령의 방한 관련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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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1990.11.2. 요비치 대통령의 방한 영접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요비치 대통령 내외분 약력, 수행원 명단, 영접준비사항, 방한일정, 공항 환영 및 환송식

●

선물, 훈장수여, 경호, 홍보 계획, 방한일정 및 계기별 상세 계획, 대통령 부인 별도일정

90-0505

Jovic, Borisav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1990.11.7.-10.
전4권 (V.3 연설문 및 회담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3 / 6 / 1-257

1990.11.7.~10. Borisav Jovic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양국
정상회담 자료, 노태우 대통령의 만찬사, 강영훈 국무총리의 건배사 및 총리용 말씀자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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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06

Jovic, Borisav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방한, 1990.11.7.-10.
전4권 (V.4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3 / 7 / 1-189

Borisav Jovic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방한 관련 참고자료임.
1. 1990.3~10월간 주유고대사관은 아래 자료를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최근 유고슬라비아 정세
- 유고슬라비아 연방제 및 사회주의 노선 등
- 헌법개정 노력, 경제개혁의 방향, 새로운 외교정책의 모색 등 주요 대내외 정책

●

유고슬라비아 역사, 사회, 문화 일반 등
-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유고 제 민족사, 제1차 세계대전과 남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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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동, 공산 유고슬라비아 출범 등 역사
- 자연환경, 문화예술, 문화･예술･역사적 인물 등 저명인사
●

유고 정치･경제 정세 및 한･유고 간의 관계

2. 한･유고 현안 관련자료
●

국제정세,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양자관계(외무부)

●

경제통상증진(상공부), 금융협력(재무부), 투자보장협정 등 정부간 협정 체결 추진(재무부)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경제교류(경제기획원), 문화 및 언론현황 및 협력 강화방안
(문화부, 공보처)

90-0507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3 / 8 / 1-283

강영훈 국무총리가 1990.7.16.~31. 구주지역을 순방함.
1. 외무부는 1990.4.6. 구주 주요국과의 친선유대강화 및 대EC(구주공동체) 실질관계증진을 위해
강영훈 총리 내외의 1990.7.15.~31. 구주 순방을 결정하고 관련 공관에 방문접수 가능여부를
지시함.
●

대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EC, 터키

2. 외무부는 1990.6.14. 강영훈 국무총리의 구주지역 공식방문 시행을 확정하고 6.15. 이를 주재
국에 통보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

방문국 및 기간: 아일랜드(7.18.~20.), 벨기에 및 EC(7.23.~25.), 터키(7.25.~28.)

3. 외무부는 1990.6.23. 총리회담 의제안을 관련 공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의제안
- 국내 정세(동서 관계, 세계경제 정세), 구주 정세(EC 통합, 동독 문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방외교, 양자 관계

4. 외무부는 1990.7.2. 관련 공관에 수행원 명단을 통보하고 숙소 예약, 차량 임차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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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08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2 국별교섭(아일랜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3 / 9 / 1-235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아일랜드와의 교섭활동을 추진함.
1.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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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단독 및 확대회담, 국회 하원 및 상원의장 예방, 외무장관 접견, 수상 주최 만찬

●

7.19. 수행기자단 조찬, 성 콜롬보 신부회 접견, 대사관저 만찬

●

7.20. 교민 조찬회, 대통령 예방, 기자회견, 총리 주최 오찬

2. 외무부는 1990.7.13. 숙소배치, 공항 도착 시 차량대형, 총리 주최 오찬 메뉴를 주아일랜드
대사관에 통보함.
3. 주아일랜드대사관은 1990.7.13. 주재국 RTE TV와의 회견을 7.18. 20분간 총리 숙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90-0509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3 국별교섭(벨기에 및 EC(구주공동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3 / 10 / 1-203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벨기에 및 EC(구주공동체)와의 교섭활동을 추진함.
1. 주벨기에대사는 1990.6.18. 외무부 의전장을 면담하여 총리 방문 관련 협의사항을 보고함.
●

방문 성격: 실무방문이나 공식방문에 준한 대우부여

●

방문 일정
- 7.23. 영빈관 도착, 총리회담(단독면담 형식), 주벨기에대사 주최 만찬
- 7.24.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EC 집행위원장 면담 및 오찬, 기자회견, 주EC대사 주최 만찬

●

총리회담: 단독면담/확대회담 방안

●

공동성명 및 도착출발성명: 발표 관례없음

●

공항영송: 의전행사 없으며 의전장 영송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90.6.28. 벨기에 측 경호준비 현황을 보고함.
●

주행차시: 선발차-의전차-경호차-귀빈차-경호차

●

경호: 양국 합동경호 가능

3. 외무부는 1990.7.13. 숙소배치, 도착 시 차량기본대형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4. 주벨기에대사는 1990.6.25. EC 집행위 대외관계총국장을 면담하여 총리의 EC 방문을 협의함.
●

Delors 집행위원장 면담 후 오찬 방안 추진

●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 EC 측 수정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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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10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4 국별교섭(터키))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3 / 11 / 1-221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터키와의 교섭활동을 추진함.
1. 주터키대사는 1990.6.11. 터키 외무성이 총리실과 총리 방문 일정 관련 협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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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수상 예방, 수상 주최 만찬

●

7.26. 총리회담, 아타튀르크 묘소 헌화, 대통령 예방,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대사 주최 리셉션

●

7.27. 이스탄불 시찰, 이스탄불 주지사 주최 만찬

●

7.28. 교민간부 오찬

2. 주터키대사는 1990.6.19. 투자보장협정 터키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하며, 총리 방문 시
서명을 재건의함.
3. 주터키대사는 1990.6.19. 의전장 면담 시 협의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총리회담: 확대회의 방식

●

공동성명: 발표하지 않는 관례

●

서훈교환: 교환하지 않는 관례

●

도착 및 출발성명: 도착 시 성명 발표, 출발 시 기자회견으로 대체

●

공항영송: 국가연주 및 의장대 사열

4. 주터키대사는 1990.6.26. 숙소, 차량 등 관련, 의전장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함.
●

숙소: 터키 측에서 총리 및 공식수행원 체재비 부담

●

차량: 터키 측 제공

●

공항영송: 의전장 및 대사 기내 영접, 의장대 사열

5. 주터키대사는 1990.6.27. 터키 외무성 동구아주담당 부국장과 수상회담 의제 관련 협의함.
●

터키 측은 한국 측 안에 동의

●

터키 측은 양자 관계, 국제 정세, 지역 정세 순으로 토의 진행을 희망

6. 주터키대사는 1990.7.28.~29. 의전장 면담 시 방문 일정을 잠정 합의함.
●

7.25. 공항 도착, 아타튀르크 묘소 헌화, 수상 예방, 수상 내외 주최 만찬

●

7.26. 외상 접견, 총리회담,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예방, 대사 내외 주최 리셉션, 대사관저 만찬

●

7.27.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관람, 공항 기자회견, 공항환송식, 이스탄불
도착, 이스탄불 주지사 주최 선상 만찬

●

7.28. 성소피아 사원, 톱카프 궁전, 돌마바체 궁전 관람, 교민대표를 위한 만찬

7. 외무부는 1990.7.13. 숙소배치, 공항 출발 시 차량대형을 주터키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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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11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5 국별교섭(경유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3 / 12 / 1-227

강영훈 국무총리의 구주 순방 관련 경유지 방문 일정 등 내용임.
1. 프랑스
●

주프랑스대사는 1990.6.21. 외무부에 비공식 일정 건의
- 7.16. 대사 주최 만찬
- 7.17. 시찰, 상사주재원 및 교민대표 만찬 간담회
- 7.18. 특파원 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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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상기 일정안에 대해 회시하고 6.27. 조치 지시
- 7.16. 자유 만찬
- 7.17. 특파원 조찬, 대사관저 오찬, 교민초청 만찬

2. 스위스
●

주스위스대사는 1990.6.21. 외무부에 일정안 보고
- 7.20. 공항 도착
- 7.21. 융프라우 방문, 관저 만찬
- 7.22. 총리 주최 교민초청 만찬

●

주스위스대사는 7.3. 세부 일정을 외무부에 보고
- 7.20. 공항 도착
- 7.21. 융프라우 방문
- 7.22. 대사관저 오찬

3. 태국
●

주태국대사는 1990.6.21. 외무부에 일정안 보고
- 7.30. 교민 및 상사대표 오찬 간담회, 대사 주최 만찬

●

주태국대사는 7.12. 잠정 일정을 외무부에 보고
- 7.29. 공항 도착
- 7.30. 아유타야 유적지 및 방파인 여름별장 방문, 대사 주최 만찬

90-0512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6 자료협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4 / 1 / 1-248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외무부 및 관계부처 관련 협조자료임.
1. 외무부 자료
●

국제정세 일반
- 동서 관계, 군축 문제, EC(구주공동체) 통합, 통독 문제, 동구권 동향

●

동북아 정세
-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관계, 중국 및 일본 정세전망

●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 전망, 블록화 추세, UR(우루과이라운드) 전망

●

역내협력 관계
- 동북아 평화 및 6자 협의회, 아태지역협력

●

한반도 정세
- 북한 정세, 남북한 대화, 북한 개방화 가능성, 북한의 대미국･대일본 관계, 북한의 대중국･
소련 관계, 한국의 통일정책

●

북방외교
- 북방외교 추진 동향, 대소련 관계진전 현황, 한･중국 관계개선 노력

●
●

한･미국, 한･소련, 한･일본 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유엔 및 비동맹 관계
- 유엔가입 추진현황, 대미동맹정책, IAEA(국제원자력기구) 문제

●

한국의 경제현황
- 경제 동향, 시장개방노력

●

국내문제
- 정치발전 현황, 인권 문제

●

순방국과의 양자 관계증진

2. 관계부처 자료
●

경제통상 관계
- 한･터키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국의 대터키 투자증진, 방산협력

●

EC 통합

●

순방국과의 문화교류 현황

●

과학기술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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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13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7 연설문 및 자료(아일랜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4 / 2 / 1-187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아일랜드 방문자료임.
1. 수상회담 자료
●

정무 관계
- 양국관계 발전 현황 만족 및 심화 희망, 수상 업적 치하, 통일정책 등 설명,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한･EC(구주공동체) 관계 강화

●

경제 관계
- 통상진흥, 경협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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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자료
●

힐러리 대통령 예방

●

트레시 하원의장 예방

●

도허티 상원의장 예방

●

콜린스 외무장관 접견

3. 기타 자료
●

기자간담회
- 질의응답자료(양자관계, 공통)

●

성 콜롬반회 방문 오찬사, 호히 아일랜드 수상 주최 만찬 답사

●

대화자료
- 아일랜드의 국민성과 대한국 인식, 아일랜드 역사, 문화 예술, 유적지 등

●

총리 부인 방문지 말씀자료
- 재활센터, Trinity College, National Museum, Royal Dublin Society

●

방문지 참고자료
- 더블린 개황, 방문 예정지 설명자료

90-0514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8 연설문 및 자료(벨기에 및 EC(구주공동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 F 번 호 2020-34 / 3 / 1-270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벨기에 및 EC(구주공동체) 방문 관련 자료임.
1. 벨기에 수상 회담, EC 회담자료
●

정무 관계
- 양국 우호협력관계 만족표명, 벨기에의 정치경제발전 치하, 수상의 정치적 경륜에 대한 존경
표시, 국왕 등 주요 인사 방한 초청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EC 관계강화에 대한 협력요청

●

경제 관계
- 양국간 경제협력증진, 교역증진, 과학기술협력

2. 오찬 답사
●

마르텐스 벨기에 수상 주최

●

들로어 EC 집행위원장 주최

3. 기타 자료
●

기자회견
- 베이징아시안게임 이후 한･중국 관계개선 전망, 소련과의 관계, 남북대화, 통일문제 등

●

대화 자료
- 벨기에 약사, 한･벨기에 관계, 국민 일반의 대한국 인식, 주요 인물, 문화, 유적지 등

●

벨기에 방문지 참고자료

●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치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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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15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9 연설문 및 자료(터키 및 경유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 F 번 호 2020-34 / 4 / 1-193

강영훈 국무총리의 구주 순방 관련 터키 및 경유지(프랑스, 태국, 스위스) 방문 관련 자료임.
1. 수상 회담 자료
●

정무 관계
- 양국간 우호관계 발전, 터키의 발전상 치하 및 EC(구주공동체) 가입 노력 평가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측면지지 요청,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경제 관계
- 터키 경제발전 평가, 통상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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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술협력, 방산협력
●

기타
- 문화, 학술, 체육 관계

2. 예방 자료
●

외잘 터키 대통령

●

아크불루트 수상

●

카야 에르뎀 국회의장

●

보젤 외상

3. 기타 자료
●

아크불루트 수상 주최 만찬 답사

●

이스탄불 주지사 주최 만찬 답사

●

방문지 참고자료
- 앙카라 개황 및 방문지 설명자료, 이스탄불 개황 및 방문지 설명자료

●

기자회견
- 모두 연설, 방문 성과, 경제협력 가능성, 한국의 안보상황 및 남북대화 현황 등

●

대화자료
- 터키 약사, 터키 문화 예술, 대중문화, 주요 유적지, 한국과 유사한 풍습･언어

4. 경유지 자료
●

프랑스, 태국, 스위스 관련

90-0516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10 언론 홍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4 / 5 / 1-149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관련 언론 홍보 내용임.
1. 총리 구주 순방 보도자료
●

보도자료

●

해설자료
- 방문 의의, 공식수행원 명단, 방문 주요 일정, 수상 회담 의제, 방문국 개황

2. 방문 발표
●

EC(구주공동체), 터키, 아일랜드와 1990.7.2. 10:00 발표하는데 합의

●

이후 한국 측 사정으로 7.9. 10:00로 변경

3. 위성중계
●

외무부는 총리회담 TV 위성중계를 청약하였다면서 1990.7.9. 관련 공관에 주재국 국영 TV
당국 허가교섭을 지시함.
- 터키: 7.26.
- 아일랜드: 7.18.
- 벨기에･EC: 7.23., 7.24.

4. 언론 보도
●

아일랜드
- The Irish Times: “The Underside of the Korean Economic Miracle”
- The Irish Independence: “Taoiseach backs UN Bid by South Korea”

●

터키
- Tercuman: “Kirk Yillik Dost” 등

●

벨기에
- De Standard: “South Korean Experience that Democracy is not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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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17

강영훈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90.7.16.-31. 전11권
(V.11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 통상2과

MF번호

2020-34 / 6 / 1-281

강영훈 국무총리의 구주 순방 관련 결과 및 후속조치임.
1. 순방 결과
●

국별 주요활동
(아일랜드: 1990.7.18.~20.)
- 회담 및 예방: 대통령, 수상, 외상, 하원의장, 상원의장
- 행사: 수상 주최 만찬, 수상과 공동기자회견, 국영 TV 등 기자회견
- 특기사항: 대통령의 북방정책 평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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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1990.7.23.~25.)
- 회담: 수상
- 행사: 수상 주최 오찬, 유력지 기자회견,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 특기사항: 한국 북방정책의 세계 화해 기여 평가, 한국의 민주발전 평가
(EC: 1990.7.23.~25.)
- 회담: 집행위원장
- 특기사항: 구주개발은행 참여 등 EC 주관 사업협조에 대한 사의 표시, 지적재산권 문제 불
제기
(터키: 1990.7.25.~29.)
- 회담 및 예방: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외상
- 행사: 수상 주최 만찬, 주지사 주최 만찬, 교민대표 만찬, 도착 성명, 출발 기자회견, 영자지
기자회견, 아타튀르크 묘소 헌화,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 특기사항: 터키 측 경제공동위 개최 및 무역역조 시정요청, 양국 업체의 중동, 동구 등 공동
진출 모색 제의
●

평가
- 대통령의 1989년 구주 순방 성과 확산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지 확보
- 한국의 유엔가입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 EC 통합에 대비한 EC와의 정치, 경제협력 기반 공고화
- 순방국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2. 후속조치
●

아일랜드
- 경제적 관계강화를 통한 정치적 활용

●

벨기에
- EC 내 적극적인 대한국 지지국으로 활용

●

EC
- 대소련 경협 관련 공동진출 방안 검토, EC 주관사업 성의 표시

●

터키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EC 단일시장화 대비 대터키 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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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18

Son Sann 캄보디아 수상 방한, 1990.1.30.-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34 / 7 / 1-106

Son Sann 캄보디아 수상이 1990.1.30.~2.6. 방한함.
1. 방한 목적
●

통일교 산하 주관의 국제회의인 제2차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회의(1990.2.1.~5.) 참석

2.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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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주관 회의 참석

●

외무부장관 면담

3. 외무부장관과 Son 수상의 면담
●

Son 수상의 언급내용
- 캄보디아는 전쟁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메콩강 유역에 베트남군이 상존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됨.
- 베트남 정권은 국제적인 압력에 응하는 듯하나,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합리적 평화적 제의를 외면하고 있음.
-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방안은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신정부를 구성하는 것임.
- 캄보디아 내 민주세력의 유엔 역할강화를 통한 자유총선 입장 지지 요망
- 교육사업, 직업훈련, 의약식품 등의 지원 요망

●

외무부장관 언급내용
- 캄보디아 국민을 위한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지원할 것임.

90-0519

핀란드 및 노르웨이 수상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34 / 8 / 1-27

1989~90년 중 핀란드 및 노르웨이 수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한 핀란드대사는 1989.12.14.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 Holkeri 핀란드 수상이 1990.3월경
방한을 희망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접수 가능여부를 문의해옴.
●

방한 수행인사
- 수상 비서실장, 경제부처 대표, 통상대표단

●

방한 희망시기: 1990.3.2.~6. 2일 정도

●

방한 목적
- 1981.9월 남덕우 국무총리 핀란드 방문에 대한 답방
- 방한시 주관심 사항은 경제통상 문제임.

●

1990.1월 핀란드 외무성은 동 수상의 방한이 1990.5.1.~3. 일정을 희망한다고 주핀란드대사
관에 통보함.
- 정부는 1990.5.2.~4. 방한 접수가 가능함을 핀란드 측에 통보

●

핀란드 외무성은 2월 동 수상의 5월 방한은 어려우니 추후 편리한 시기를 협의하자고 통보해옴.

2. 노르웨이 수상은 1990.1.16. 신년 외교단 초청 만찬에서 자신이 금년 9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
이라고 하면서 동 기회에 한국 방문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주노르웨이대사에게 밝힘.
●

주노르웨이대사는 동 수상의 한국 방문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함.

●

외무부는 1.18. 추후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협의할 것을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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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20

Mitsotakis, Constantine 그리스 수상 방한,
1990.11.14.-15.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4 / 9 / 1-92

Constantine Mitsotakis 그리스 수상이 1990.11.14.~15. 방한함.
1. Mitsotakis 그리스 수상은 1990.10월 일왕 즉위식 참석계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함.
●

정부는 아래 이유로 동 수상의 방한을 접수하기로 결정함.
- 그리스 수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
- 6.25 참전국으로서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 1990.4월 집권한 친서방 정권으로 대극동지역 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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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그리스대사는 1990.10.15. Mitsotakis 수상의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수행원 규모는 16~18명, 안전요원 8명, 약간의 기자와 수상가족 1~2명

●

일정 추진 시 이번 방문이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시찰대신 경제계 인사와의
면담을 희망함.

3. 정부는 1990.11.5. 그리스 수상 내외분 방한사실을 언론에 발표함.
●

방한 기간: 1990.11.14.~15.

●

방한 주요일정
-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
- 강영훈 국무총리와 정부고위인사 면담

●

그리스 수상의 방한은 1961.4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방한임.

4. 그리스 정부는 1990.10월 Mitsotakis 수상 방한 시 문선명 세계일보 회장과의 면담주선을
요청함.
●

면담 일시: 1990.11.15. 09:00

●

장소: 투숙 호텔

5. 외무부는 1990.11.17. Mitsotakis 수상이 예정대로 방한 일정을 마치고 11.15. 이한하였음을
주그리스대사에게 통보함.

90-0521

Mitsotakis, Constantine 그리스 수상 방한,
1990.11.14.-15.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4 / 10 / 1-147

1990.11.14.~15. 방한한 Constantine Mitsotakis 그리스 수상의 방한과 관련한 의전
사항임.
1. 수행원: 16명
●

경호요원: 8명

●

승무원: 12명

2. 영접 준비사항
●

수행

●

숙소

●

환영장식

●

기념품 제작

●

선물, 홍보, 경호, 의료대책, 경비 등

3. 행사별 영접
●

김포공항 도착(특별기 편)

●

대통령 내외분 예방 및 정상회담

●

경제인(정세영 현대 회장) 면담

●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

경제기획원 방문 및 부총리 면담

●

경제인(윤영석 대우 사장) 면담

●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헌화

●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

그리스정교 교회 방문

●

이한(특별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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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22

Mitsotakis, Constantine 그리스 수상 방한,
1990.11.14.-15.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4 / 11 / 1-209

1990.11.14.~15. 방한한 Constantine Mitsotakis 그리스 수상의 방한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구주국은 1990.11월 한･그리스 정상회담 자료를 아래 목차로 작성함
●

수상 인적사항

●

말씀 자료
- 인사말씀
- 국제정세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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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정세
- 한･그리스 관계
- 맺는 말씀

2. 외무부가 1990.11월 작성한 ‘Mitsotakis 그리스 수상 방한 개요’ 목차
●

방한 기간: 1990.11.14.~15.

●

방한 목적
- 1961.4월 외교관계 수립 이래 그리스 수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 한국전 참전 이래 기존
우호관계 강화
-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 일본 국왕 즉위식 참석 계기 방한

●

주요 일정
- 대통령 내외분 예방 및 정상회담
- 경제인 면담
-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헌화
- 그리스정교회 방문

3. 본 문서철에는 Mitsotakis 그리스 수상 방한 관련 아래 참고자료가 수록됨.
●

동 수상 신상 자료, 방한 참고자료

●

동 수상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

대통령 주최 만찬 시 동 수상의 만찬사(영문)

90-0523

Gandhi, Rajiv 인도 수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34 / 12 / 1-28

1987~88년 중 Rajiv Gandhi 인도 수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7.10.16. 일본에서 개최되는 인도예술제(1988.4.15.~12.25.)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간디 인도 수상의 방한 연계 가능성 타진을 주인도대사관에 지시함.
2. 주인도대사관은 1988.3.9. Singh 인도 외무담당국무상, Gokhale 외무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간디
수상의 방한 가능성 관련 인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국회 개원 등 국내일정으로 일본 방문기간도 36시간 이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방일과 연계한 방한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인도 정부는 양국 관계증진을 위한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환영하며 우선 적절한 시기에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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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24

다께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일본 수상 방한, 1990.4.15.-1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34 / 13 / 1-144

다케시타 노보루 전 일본 수상이 1990.4.15.~17. 방한함.
1. 방한 목적: 일본･한 의원연맹 회장 취임인사
2. 방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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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시타 나오코 회장 부인

●

하라다 켄 일한의련 회장 대행

●

하세가와 다카시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쓰카모토 사부로 일한의련 부회장

●

도츠카 신야 일한의련 부간사장

●

야마무라 신지로 간사

●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등 수행원 5명, 수행 기자단 14명

3.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오찬

●

국회의장 예방 및 오찬

●

국무총리 예방

●

민자당, 평민당, 전경련 방문

●

한일의련 회장 주최 만찬,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

4. 방한 결과
●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의 방일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양국은 수천년의 한･일본 관계를 통해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의 두 오점을 남겼는바, 이번 대통령 방일이 이 오점을 깨끗이 씻고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을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한국 측은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함.
- 국무총리는 한일 양국간 감정적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박태준 한일의련 회장 주최 오찬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함.
- 다케시타 전 수상은 귀국 즉시 수상, 외상 및 당 중진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대통령 방일 시 일본 국회 연설과 관련 일본 측은 중･참 의장들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고 언급

●

국무총리는 전 일본 국왕의 과거사 사과수준(유감의 뜻 표명)이 국민감정 해소에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의 고려를 요망함.

90-0525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1990.9.11.-14.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4 / 14 / 1-231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이 1990.9.11.~14. 방한함.
1. 추진 경위
●

1990.5월 Mahathir 말레이시아 수상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해 1990.9.10.~12. 방한
하고자 함을 알리고 한국 측의 방한 가능성을 타진해 옴.

●

1990.8.27. 한국 정부는 1990.9.11.~14. Mahathir 수상 내외의 공식방문을 발표함.

2.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1990.9.12.)
●

의제
-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
-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 양자관계

●

후속조치(완결사항)
- 말레이시아산 LNG 장기도입: 1990.12.22. 한국가스공사와 말레이시아 국영LNG공사 간
매매동의서 교환
- 팜핵유 관세인하: 1991.1.1.자 말레이시아 요청대로 관세율 인하조치(1991년 10%, 1992년 9%,
1993년 이후 7%)
- 말레이시아 국제해운공사 발주 선박 인도: 1991.1.1.자로 동 선박 인도 조치

●

후속조치(계속 추진사항)
- 말레이시아산 원유 추가도입: 추가 공급량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의 증산 여력을 기초로
한국 측 유공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될 예정임.
- 항공협정 개정: 말레이시아 항공의 서울-쿠알라룸푸르 간 운항편수 확대 및 미국, 캐나다로의
이원권 확보를 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측으로부터 항공회담 개최 제의는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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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26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1990.9.11.-14. 전3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1 / 1-237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의 방한 관련 계기별 말씀자료 내용임.
1. Mahathir 수상 신상자료
●

수상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배경

●

주요경력, 정치 철학, 성격 및 인물평, 주요 업적, 미래관 및 일상생활

2.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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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인적사항

●

말씀자료

3.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진행자료
●

인사말씀(한국 측)

●

국제정세 일반(한국 측 리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한국 측 리드)

●

동남아 정세(말측 리드)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

●

양국 관계

●

맺음말씀

4. 마하틸 말레이시아 수상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마하틸 말레이시아 수상 면담자료(총리),
총리 부인 말씀자료가 수록됨.

90-0527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1990.9.11.-14. 전3권 (V.3 의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2 / 1-238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의 방한 관련 의전내용임.
1. 1990.9월 외무부는 Mahathir 말레이시아 수상의 방한 관련, 관계부처에 계기별 행사일정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 영부인 예방
- 공식만찬
● 대통령 경호실
- 경비 및 방호
- 경호용 총기류 반입허가 등
● 법무부: 출입국 관련 협조
● 관세청(김포 세관장); 수상 일행 화물 대리통과, 경호용 총기류 통관, 보도진 보도장비 등
● 국방부
- 공항도착･출발 시 환영송 행사 지원
- 산업시찰 시 특별기 지원
-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행사 지원
● 문화부: 대통령 주최 만찬 시 실내악단 지원
●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 예방, 국무총리 부인 예방
● 서울특별시
- 가로기 제작 및 장식
- 서울종합운동장 방문 안내
● 교통부
- 외국항공 특별기의 이착륙 허가 및 한국 영공통과 허가
●

2.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1990.8.30. 수행원 명단을 알려오면서 공식수행원의 숫자가 과다함을 고려
하여 공식･비공식 수행원의 구분은 한국의 관행에 따르겠다고 언급함.
수행원: 24명
- 각료급 수행원: 외무부장관
- 산업성차관, 상공차관, 외무부 정무차보, 수상 과학고문 등
- 수상 가족: 2남, 3남
● 경호원 12명, 기자단 12명, 경제인 25명, 승무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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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28

Fenech-Adami, Edward 몰타 수상 방한, 1990.8.21.~24.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3 / 1-226

Edward Fenech-Adami 몰타 수상이 1990.8.21.~24.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8.4월 외무부는 Edward Fenech-Adami 몰타 수상에게 이현재 총리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

1990.5.31. 몰타 정부는 Fenech-Adami 수상이 1990.8.21.~23. 방한 희망을 알려오면서
한국 측 사정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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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7.5. 외무부는 동 수상의 방한 초청(Working Visit 형식)을 수락함.

2. 방한 의의
●

Fenech-Adami 수상의 국민당 정권은 해외기술 및 자본을 적극 유치, 몰타를 지중해상의
금융중심지, 하이테크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이의 일환으로 몰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대몰타 투자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양국간의 경협
확대에 기여할 것임.

3. 주요 방한일정
●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내외분 예방(서훈), 국무총리 예방 및 회담, 상공부 및 교통부장관 면담,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국무총리 내외 주최 공식만찬,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삼성전자 수원공장 방문, 국회 방문, 한국종합전시장 시찰

4. 한･몰타 총리회담 결과
●

참석자
- 한국 측: 강영훈 총리
- 몰타 측: Fenech-Adami 수상

●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언급요지: 한･몰타 외교관계 증진 만족표명,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요청, 남･북 대화
현황, 북한의 대화거부 자세 및 북한실정 설명, 북방외교 설명, 한･몰타 경제 및 민간교류
증진을 위한 관련협정 체결추진 필요성 역설(투자보장, 이중과세 및 사증면제협정 등)
- 몰타 수상 언급요지: 대몰타 한국투자증진 및 투자이점 설명, 구주 정세 및 몰타의 EC(구주
공동체)가입 노력 설명, 한･몰타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 역설, 한국의 유엔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북한정세 설명에 대한 이해표명, 몰타 경제개발분야에서의 한국의 개발경험 자문
요청 및 한국 투자조사사절단 파견 제의

●

성과
- 한국의 유엔가입 등 관련, 금년 가을 유엔총회 의장국 몰타의 한국입장 이해 및 지지 확보
- 남･북 대화 현황, 북방외교 및 북한 실정 등에 대한 몰타의 이해 제고
- 투자보장, 이중과세, 사증면제협정 조기체결 적극추진 합의
- EC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의 우회 생산기지로서의 몰타 이용 가능성 협의(몰타 EC가입
(1993년 예상) 이전 투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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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29

Fenech-Adami, Edward 몰타 수상 방한, 1990.8.21.-24.
전5권 (V.2 오･만찬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4 / 1-128

1. Edward Fenech-Adami 몰타 수상 내외를 위한 대통령 주최 오찬에서의 노태우 대통령 오찬사
(국문)
2. Fenech-Adami 몰타 수상 내외를 위한 총리 주최 만찬에서의 강영훈 국무총리 만찬사(영문)
3. Fenech-Adami 몰타 수상의 노태우 대통령 주최 오찬 답사(영문) 및 강영훈 총리 주최 만찬
답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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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30

Fenech-Adami, Edward 몰타 수상 방한, 1990.8.21.-24.
전5권 (V.3 의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5 / 1-349

Edward Fenech-Adami 몰타 수상 방한 관련 의전자료임.
1. 수상 내외 약력
2. 수행원 명단
3. 영접 준비사항
575

4. 체한 공식일정
5. 행사설명 및 세부계획
6. 수상 부인 별도일정
7. 수행원(사회정책부장관) 별도일정
8. 숙소 배치
9. 의료진 편성

90-0531

Fenech-Adami, Edward 몰타 수상 방한, 1990.8.21.-24.
전5권 (V.4 말씀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6 / 1-258

Edward Fenech-Adami 몰타 수상 방한 관련 말씀자료임.
1. Fenech-Adami 몰타 수상 노태우 대통령 예방(8.22.)자료
2. Fenech-Adami 몰타 수상 부인의 총리 부인 예방(8.22.) 시 환담자료
3. 외무부장관 부인 주최 오찬(8.23)시 환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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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nech-Adami 수상 내외분을 위한 국무총리 내외분 만찬(8.22.) 시 환담자료
5. Fenech-Adami 수상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오찬(8.22.) 시 환담자료
6. Fenech-Adami 수상 부인 영부인 예방(8.22.) 시 말씀자료
7. 한･몰타 수상회담(8.22.) 자료
8. 한･몰타 수상회담(8.22.) 자료(요지)

90-0532

Fenech-Adami, Edward 몰타 수상 방한, 1990.8.21.-24.
전5권 (V.5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5 / 7 / 1-221

Edward Fenech-Adami 몰타 수상 방한 관련 참고자료임.
1. 한･몰타 총리회담 관련 외무부 관련실국 소관자료 및 상공부 소관자료
2. Fenech-Adami 몰타 수상 대통령 예방자료(의전)
3. 몰타 개황(주이탈리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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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33

최호중 외무부장관 인도 및 파키스탄 방문, 1990.3.12.-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35 / 8 / 1-270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1990.3.12.~17. 서남아지역(인도 및 파키스탄)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

1989.4.6. 외무부는 12월 외무부장관의 인도, 파키스탄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

1989.12.15. 외무부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계기 인도 등 방문에 대한 주인도대사관의 의견을 문의. 주인도대사는 1990.3월경
방문 가능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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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13. 외무부는 1990.3.12.~17. 파키스탄, 인도 방문 계획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장관회담 등 교섭을 지시함.

2. 최호중 장관 서남아지역 순방 결과
●

파키스탄(1990.3.12.~15)
- 칸 대통령, 부토 수상, 칼리드 하원의장 예방
･ 한･중국 관계개선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지원 표명
- 외무장관회담
･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및 비동맹 협조 표명
- 제2차 공동위 개최
･ 통상산업협력 증진, 투자보장협정 비준서 교환
- 기자회견
･ 주요 일간지 및 라디오 기자 초치, 북방외교 등 설명

●

인도(1990.3.15.~17.)
- 벤카타라만 대통령, 샤르마 부통령 예방
- 외무장관회담
･ 대소련 및 비동맹과의 외교관계 수립 지원 요청
- 기자회견 개최
･ 주요 언론사 초치, 북방정책 등 설명

3. 평가
●

비동맹 주요국가와의 기존 우호관계강화

●

정상외교 추진 협의

90-0534

이상옥 외무차관 일본 방문, 1985.12.19.-22.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35 / 10 / 1-300

이상옥 외무부차관이 1985.12.19.~22. 일본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84.10월 방한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상옥 외무부차관의 일본 방문을 초청함.
- 야나기야 신임 외무차관의 재초청 및 수차 방일 권유가 있었으나, 그간 한국 측 사정으로
지연됨.

2. 방문 목적
●

1975년 이래 중단되어온 한･일본 외무차관 간의 상호교류의 정례화

●

양국 외무당국 간의 우호협력 친선 분위기 돈독화 및 양국간 외교정책 협의 긴밀화

3. 주요 일정
●

예방
- 아베 신타로 외무대신, 모리야마 외무성 정무차관

●

회담
- 야나기야 사무차관

●

오찬
- 주일본특파원 초청

●

방문
- 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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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35

최호중 외무부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계획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35 / 11 / 1-37

1989~90년 중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90.1.25. Deen 말레이시아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말레이시아 공사에게 최호중 외무부장관에
대한 Abu Hassan 외무장관의 초청장 사본을 전달하고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를 통해 공식초청장
전달 계획을 전달함.

580

●

1990.2.7.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최호중 장관의 말레이시아 방문초청장을 송부함.

●

1990.2.9. Deen 국장은 공사에게 6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즈음
최 장관의 방문을 희망함.

●

1990.2.12. 외무부는 최 장관의 방문 시기를 6월 ESCAP 총회 전후 또는 7월 제2차 아태
각료회의 전후로 추진함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함.

●

1990.2.14. 최호중 장관 명의 감사 회신을 송부함.

●

1990.4.7. 외무부는 방문 일정을 1990.8.1.~3. 추진함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함.

●

1990.4.10.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시 방문 일정을 타진한데 대해 차관보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반응임.

●

1990.6.12. 동 장관은 신임 예방한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최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당초
예상하지 않게 G-15 후속회의가 8월 초로 정해질 가능성을 염려함.

2. 외무부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연기
●

Deen 국장은 1990.6.14. Hassan 장관이 8.3. 카라카스 개최 제1차 G-15 운영위에 참석하게
되고 동 기간 중 마하티르 수상도 국내에 부재하게 되므로 최호중 장관의 방문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말레이시아의 사정에 따라 추후 방문시기를 협의하도록 6.15.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함.

90-0536

최호중 외무부장관 노르웨이 및 루마니아 방문, 1990.8.2.-8.
전3권 (V.1 노르웨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6 / 1 / 1-180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1990.8.2.~3. 노르웨이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90.7.10. 주노르웨이대사는 노르웨이 외무부 의전실이 구상하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방문
일정을 보고함.
- 일정안: 장관 주최 환영 만찬, 외무장관회담, 상무해운장관, 왕세자, 수상 및 국회의장 예방

●

1990.7.12. 외무부는 노르웨이 측이 구상하는 일정안에 동의하고 추진하도록 주노르웨이대사
에게 지시함.

●

1990.7.13. 주노르웨이대사는 주재국 측과 협의한 외무장관회담 형식, 수정 일정안에 관해
보고함.

●

1990.7.14. 외무부는 의제안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주노르웨이대사관에 지시함.

●

1990.7.18. 노르웨이 측은 의제 수정안을 제시함.

2. 방문 결과
●

한･노르웨이 외무장관회담
- 한국의 남북대화 현황, 북방외교, 유엔가입 등 설명

●

피베 상무해운장관 면담
- 경제통상협력강화 및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 합의

●

노르웨이 선급협회 이사장 면담
- 조선분야 협력 확대 요청

●

기자회견 개최
- 주요 일간지 인터뷰

●

리셉션
- 정부, 국회, 외교단 등 100여 명 참석

3. 평가
●

북구의 대한국 관심 제고: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외교 주력 불만 해소

●

한국의 유엔가입, 남북한 문제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속적 지지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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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37

최호중 외무부장관 노르웨이 및 루마니아 방문, 1990.8.2.-8.
전3권 (V.2 루마니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6 / 2 / 1-236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1990.8.6.~8. 루마니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90.7.12.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2차 아태각료회의 참석 후 1990.8.2.~8. 노르웨이, 루마니아
방문 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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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7.13. 외무부는 1990.8.6.~8. 루마니아 방문 일정을 주루마니아대사관에 통보함.

●

1990.7.16. 외무부는 의제안을 주루마니아대사관에 통보함.

●

1990.7.16. 주루마니아대사는 루마니아 측과 협의한 일정안을 보고함.

●

1990.7.20. 루마니아 측은 7.24. 방문 공표를 제의함.
- 한국 측은 동의 표시

●

1990.7.27. 루마니아 측은 일정을 제시함.

2. 방문 결과
●

대통령, 총리대리, 재무장관, 무역장관 예방
- 루마니아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및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평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요청

●

외무장관회담
- 북한의 개방 유도 협조 등 협의, 한국의 유엔가입 정책 지지 요청

●

경제관계협정 체결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체결 합의

●

리셉션
- 각료 17명 등 500여 명 참석

●

양국 외무장관 합동 기자회견 및 단독 인터뷰

3. 평가
●

1990.3월 수교 후 루마니아 신정부와의 관계증진 계기 마련

●

남북한 문제 관련 북한지지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한국입장의 타당성 인식 및 지지 의사 표명

●

루마니아 측은 개혁,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한국과의 실질협력관계의 중요성 강조 및 가시적 성과
기대

●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고양된 외교적 위상 확인

90-0538

최호중 외무부장관 노르웨이 및 루마니아 방문, 1990.8.2.-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 동구2과

MF번호

2020-36 / 3 / 1-304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노르웨이 및 루마니아 방문 관련 자료임.
1. 노르웨이
●

한국외교
- 남북대화, 북한 정세, 유엔가입 문제 등

●

한･노르웨이 통상현황

●

노르웨이 경제
- 노르웨이 산업구조, 경제특성, 통상정책, 무역제도 및 정책, 양국간 경제현안

●

노르웨이 개관 및 환담자료
- 자연환경, 교통수단, 역사, 헌법, 경제, 문화, 교육 등

2. 루마니아
●

외무부장관 방문자료
- 일정
- 회담개요: 회담 개요, 루마니아 외무장관 인적사항
- 회담자료: 영문자료, 국문자료
- 예방, 면담자료: 대통령, 총리, 재무부장관, 대외무역관광장관
- 기자회견자료
- 오･만찬사
- 공관현황
- 루마니아 개관 및 환담자료

●

총리 예방자료

●

대외무역장관 등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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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39

최호중 외무부장관 스웨덴 방문 추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36 / 4 / 1-25

1989~90년 중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스웨덴 방문을 추진함.
1. Sten Andersson 스웨덴 외무장관은 1989.1.20.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스웨덴
방문을 초청하는 서한을 송부함.
2. 외무부는 1989.2.9. 최호중 장관 명의 답신을 주스웨덴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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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스웨덴대사대리는 1989.4.11.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하여 최호중 장관의 방문을 협의한바,
동 국장은 공식방문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4. 주스웨덴대사가 1989.4.19. 신임장 사본을 제정하는 계기에 Andersson 외무장관은 최호중
장관의 6월 말 방문을 검토하였으나 외국원수의 방문 일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임. 배석한 의전차장은 9~12월 방문 시 접수 가능하다고 언급함.
5. Andersson 외무장관은 1989.6.15. 주스웨덴대사에게 최호중 장관의 조속한 방문 실현을 희망함.
6. 주스웨덴대사는 1989.7.11. 스웨덴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스웨덴 측이 제안한 10월에는 국내일
정상 방문 추진이 어려운 형편임을 설명하고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주기를 거듭 요청함.

90-0540

최호중 외무부장관 동구 순방, 1990.3.18.-23.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6 / 5 / 1-300

최호중 외무부장이 1990.3.18.~23. 유고슬라비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를 순방함.
1. 사전 준비
●

외무장관 동구 3개국 공식 방문 내부재가, 해당 공관에 방문 일정 주선 지시

●

방문단 구성(수행기자단 포함), 순방 사전 기자회견

2. 방문 활동
●

유고슬라비아 방문(1990.3.18.∼20.)
- Drnovsek 대통령 예방 시, 동 대통령은 대화에 의한 남북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비동맹
운동 차원에서 남북한 통일노력 지원 의사 표명
- Loncar 외무장관과 회담 및 오찬, 주유고대사관 개관 기념리셉션 참석

●

체코 방문(1990.3.20.∼22.)
- Dubcek 연방의회 의장 예방, 외무장관회담, Barcak 대외무역부장관 면담
- 한･체코 수교의정서 서명

●

불가리아 방문(1990.3.22.∼23.)
- Mladenov 국가평의회 의장, Lukanov 수상 예방
- 외무장관회담, Bshikarov 대외경제부장관 면담
- 한･불가리아 수교 공동선언문,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3. 감사 서한
●

순방 시 예방 및 면담 인사들에 대한 감사서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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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41

최호중 외무부장관 동구 순방, 1990.3.18.-23. 전4권
(V.2 국별교섭)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6 / 6 / 1-216

1990.3.18.~23.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동구 3개국(유고슬라비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순방 시 국가별 교섭 관련 내용임.
1. 유고슬라비아
●

외무부는 1990.2.12. 외무부장관의 유고 방문(공관개설 기념리셉션 및 주요 인사 면담) 희망
사실을 통보하면서 방문접수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주유고대사관에 지시함.

●

유고 외무부 아시아 및 라틴담당국장은 2.16. 외무부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고위인사 면담
등 주요 일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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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장관회담 및 공식만찬, 대통령 및 수상 예방
●

외무부는 2.19. 외무장관회담 준비 관련 주재국 측과 회담형식, 배석자 범위, 사용언어 및 의제
등에 관해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주유고대사에 지시함.

2. 체코
●

외무부는 1990.1.31. 주일본 체코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장관의 체코 방문(고위인사 면담 및
관계협정 서명)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주일본대사에 지시함.

●

체코 측은 외무부장관의 방문 희망 기간에 하벨 대통령이 프랑스, 포르투갈을 방문하기로 결정
하여 외무장관이 수행해야 하나 한국 외무부장관 방문의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 체재하여 직접 영접하도록 지시함.

●

양측은 외무장관회담 및 수교의정서 서명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3. 불가리아
●

외무부는 1990.1.31. 주일본 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장관의 불가리아 방문(고위인사
면담 및 관계협정 서명) 입장을 전달, 협의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함.

●

주일본대사는 2.9. 불가리아 측이 외무부장관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

불가리아 측은 3.8. 외무부장관 불가리아 방문 일정, 수교 공동선언문 및 경제･과학기술협정
서명 등에 관한 입장을 통보함.

90-0542

최호중 외무부장관 동구 순방, 1990.3.18.-23. 전4권
(V.3 외무장관회담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6 / 7 / 1-251

1990.3.18.~23.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동구 3개국(유고슬라비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순방 시 외무장관회담 자료임.
1. 유고슬라비아
●

한･유고 외무장관회담 자료 요약

●

한･유고 외무장관회담 자료
- 회의 개요
- 유고 외무장관 인적사항
- 말씀자료(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방외교, 동구개혁, 양자관계)

2. 체코
●

한･체코 외무장관회담 자료 요약

●

한･체코 외무장관회담 자료

3. 불가리아
●

한･불가리아 외무장관회담 자료 요약

●

한･불가리아 외무장관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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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43

최호중 외무부장관 동구 순방, 1990.3.18.-23.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6 / 8 / 1-232

1990.3.18.~23.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동구 3개국(유고슬라비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순방 시 면담자료, 양해각서안 및 연설문안 자료임.
1. 면담 자료
●

회담, 예방 및 환담자료

2. 양해각서안
588

●

한･체코 양해각서안

●

한･유고슬라비아 양해각서안

3. 연설문안
●

한･체코 수교 의정서 서명 계기 외무부장관 연설문

●

체코 외상 주최 오찬 시 연설문

●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 주최 오찬 시 연설문

●

한･불가리아 수교선언문 서명 시 연설문

●

불가리아 외무장관 주최 만찬 시 연설문

90-0544

최광수 외무부장관 대양주 순방 계획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36 / 9 / 1-26

1987년 중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을 추진함.
1. 방문 배경
●

1985.2월 Hayden 호주 외상은 외무부장관의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1986.2월
Mochtar 외상의 방한에 대한 답방임.

●

1986.10월 Vagi 파푸아뉴기니 외상은 방한 시 외무부장관의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의
뉴질랜드 방문은 1977.3월 박동진 장관의 방문 이후 처음임.

2. 방문 목적
●

대양주 국가와의 유대 강화
- 1986.3월 국무총리의 대양주 순방 성과를 거양하고 대양주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증진
- 소련의 적극적인 남태평양 진출에 편승한 북한의 대양주 국가 침투를 저지

●

아세안국가와의 유대 강화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이며,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가 필요
- 1987년 12월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아세안 주요국의 동향 파악

3. 방문 시기
●

대양주 3개국은 1987.11월, 아세안 2개국은 동년 9월 중 방문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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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45

Evans, Gareth 호주 외무무역장관 방한, 1990.6.10.-13.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36 / 10 / 1-235

Gareth Evans 호주 외무무역부장관이 1990.6.10.~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에반스 호주 외무무역부장관은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2. 수행원
●

M. MaCarter 외무무역부 한국담당과장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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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한 일정
●

외무장관회담, 양국 통상장관회담

●

대통령, 농림수산부장관, 동자부장관, 통일원장관, 국회의장 예방

●

국립묘지 헌화, 기자회견

4. 의제
●

통상장관회담 의제
- 양국경제동향, 다자간 협력, 양국 통상현안 및 협력증진방안 등

●

외무장관회담 의제
- 지역정세(동북아, 한반도, 캄보디아 및 남태평양), 다자간 협력(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양자관계(한･호주 정상 교환
방문 후속조치 등)

5. 관계기관 협조 요청
●

1990.5월 외무부는 국방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동력자원부, 한국전기통신공사, 국회사무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에반스 장관의 방한 관련 협조를 요청함.

90-0546

Evans, Gareth 호주 외무무역장관 방한, 1990.6.10.-13.
전3권 (V.2 결과)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36 / 11 / 1-113

1990.6.10.~13. Gareth Evans 호주 외무무역부장관의 방한 결과임.
1. 통상장관회담(1990.6.11.) 결과
●

한국 측은 주종 수출상품에 대한 현행 호주의 수입관세율을 한국 측의 요청세율까지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함.

●

호주 측은 외국업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정부조달 절충(offset) 제도를 폐지하거나 한국
기업체에 대한 호주산 물품공급 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호주 측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의 방한을 요청하였으며,
호주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를 요청함.

2. 평가
●

에반스 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간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아태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외
교협력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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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47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90.5.3.-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36 / 13 / 1-75

Dawa Tsering 부탄 외무장관이 1990.5.3.~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3.29. 주인도 부탄대사는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Tsering 부탄 외무장관이 일본 방문 기회에
5.13.부터 2~3일간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알려왔는바, 외무부는 부탄 측과 협의를 통해
Tsering 장관의 1990.5.3.~7. 방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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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단
●

Tsering 부탄 외무장관, C.Dorji 경제기획부 부장관

3.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체육부장관 면담, 현대건설회장 주최 만찬 참석

4. Tsering 장관의 외무부장관 접견자료 첨부
●

동 자료에는 한･부탄 양국관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방
정책, 부탄 개황 등이 포함

90-0548

Booh Booh, Jacques R. 카메룬 외무부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36 / 14 / 1-25

1989~90년 중 Booh Booh, Jacques R. 카메룬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89.11.17. Booh Booh 카메룬 외무부장관은 외교단을 위한 오찬 시 주카메룬대사에게 일본
방문(11.21.) 계기 한국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여 옴.
●

주카메룬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구주 방문으로 방한 접수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1990년 서울
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카메룬 합동회의를 위해 Booh Booh 장관을 방한 초청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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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9.12.12. 카메룬이 남아공 및 앙골라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서방 비동맹국가로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립국가임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입장에
대한 카메룬의 지지 확보를 위해 Booh Booh 장관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3. 주카메룬대사는 1989.12.26.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Booh Booh 장관 앞 방한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12.28. 동 장관은 방한 초청을 수락함.
4. Booh Booh 장관은 1990.4월 혹은 5월 중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의 사정으로 방한이
성사되지는 않았음.

90-0549

Clark, Joe 캐나다 외무부장관 방한, 1990.9.19.-20.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37 / 1 / 1-295

Joe Clark 캐나다 외상이 1990.9.19.~20. 방한함.
1. 방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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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4.6. 외무부장관 명의의 Clark 캐나다 외상 내외의 방한초청장 전달

●

클라크 외상은 1989.5.23. 방한 초청 답신 서한에서 외무부장관의 캐나다 방문 초청

●

1990.9.19.~20. 클라크 외상 방한 합의

2. 주요 방한일정
●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 및 문화협력 양해각서 서명

●

노태우 대통령 예방

3.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 결과
●

주요 협의내용
- 양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실현 희망
- 남북총리회담과 최근 남북한 관계 설명
- 캐나다의 한국 유엔가입 지지 약속
- 클라크 외상은 자신의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구상에 대한 협의 희망
- 캐나다 측은 농산물 수입개방, 원자로 도입, 유자망 어업 등의 한국 협조 요청

●

외무장관회담 직후 한･캐나다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4. 캐나다 외상 방한 관련자료
●

클라크 외상을 위한 만찬 시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만찬사(영문)

●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 자료(미주국)

●

클라크 외상 접견자료(외무부)

90-0550

Dienstbier, Jiri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방한,
1990.10.25.-28. 전3권 (V.1 기본문서 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7 / 2 / 1-152

Jiri Dienstbier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1990.10.25.~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8.20. 체코 정부는 Dienstbier 체코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태국, 인도 방문 계기
1990.10.25.∼28. 방한 희망 전달
- 한･체코 양국은 1990.3월 수교하고 6월 주체코대사관 개설

●

1990.8.21 정부는 Dienstbier 장관의 방한을 접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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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원
●

M. Zdenek 외무부차관 등 4명

3. 방한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및 부총리 예방, 외무장관회담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대우자동차 시찰 및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4. 외무부의 Dienstbier 장관 방한준비 조치
●

주체코대사관에 1990.8.21. 방한 일정, 수행원 명단, 양국 외무장관회담 의제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

●

법무부장관, 관세청장, 통일원장관, 교통부장관 등 정부 관련부처에 10.5.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방한 관련 10.6. 언론보도문 발표, 외무장관 영접 준비 및 점검사항 리스트를 작성

90-0551

Dienstbier, Jiri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방한,
1990.10.25.-28. 전3권 (V.2 기본문서 I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7 / 3 / 1-198

Jiri Dienstbier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방한결과임.
1. 양국 외무장관회담 결과(1990.10.26.)
●

한국 측은 한･소련 수교 및 한･중국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 북방정책을 설명하고 세계적
개방의 조류에 의한 북한의 고립주의 포기 등 개방화 불가피성을 강조함.
- 체코 측은 북한사회의 개방은 1인 독재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개방은 난망 시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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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제2차 남북총리회담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지 않고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설명
- 체코 측은 보편성원칙에 따라 남북한 동시 혹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

●

체코 측은 동구의 정치 정세는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나 경제적 환경은 매우 불리하다고
하고 항구적인 구주안보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 측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등 걸프사태 관련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대이라크 제재조치 참여를 설명하였으며, 체코 측은 걸프사태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함.

●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항공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
였으며 앞으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협정,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평가
●

금번 회담을 통해 정부의 유엔가입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체코 측의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간 실질협력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90-0552

Dienstbier, Jiri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방한,
1990.10.25.-28. 전3권 (V.3 회담의제 및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37 / 4 / 1-154

Jiri Dienstbier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방한 관련 회담의제
및 자료임.
1. 양국 외무장관회담 의제
●

국제정치 정세, 국제경제 정세

●

남북대화 및 한반도 통일정책, 북방외교 등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동구 및 소련 정세, 독일 통일 및 구주통합 등 구주 정세

●

양국관계 평가,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 체육, 문화, 예술교류 확대 등 양자 관계

2. 양국 외무장관회담 자료
●

Dienstbier 장관 방한 일정, 대표단 명단 등 개요

●

국제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구주 정세 및 회담 의제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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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53

Ellemann-Jensen, Uffe 덴마크 외무부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37 / 5 / 1-34

1987~88년 중 Uffe Ellemann-Jensen 덴마크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87년도 방한 추진
●

주덴마크대사는 1987.2.20. Uffe 덴마크 외무부장관이 주재국 연정에 참여한 자유당 당수로서
1987년도 하반기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의장직을 담당할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하면서 동인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3.30. 외무부는 최광수 장관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주덴
마크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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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년도 방한 추진
●

주덴마크대사는 1987.5.4. Uffe 장관을 면담, 방한초청장을 전달한바, 동인은 1987년 하반기
EC 외상회의 의장직 수임으로 동년 방한이 어렵다고 하고 1988년 초 방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Benny Kimberg 덴마크 외무부 정무 부차관은 1988.8.2. 방한계기에 최광수 장관을 예방하고
Uffe 장관이 1989.1월 방한을 희망하다고 언급하자, 최광수 장관은 1월 방한을 환영한다고 함.

●

주덴마크대사는 10.7. Kimberg 외무부 정무 부차관을 면담, 주재국이 제의한 Uffe 장관의
1989.1.3.~5. 방한기간이 신정연휴 등으로 방한 접수가 어렵다고 하고 방한시기의 변경을 요청함.
- 이에 대해 Kimberg 부차관은 동 장관이 자유당 당수로서 신년 당 대회를 주재해야 하는 만
큼 1989.1.10.에는 귀국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한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함.

90-0554

Ricardo Garcia,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1990.10.17.-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37 / 6 / 1-169

Joaquin Ricardo Garcia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이 1990.10.17.~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9.17.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Ricardo 외무부장관이 10월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 계기에
한･도미니카 간 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방한을 희망한다고 알려왔는바, 한국 측은 10.18.~20.
방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함.
- 9.26. 도미니카 측은 한국 측이 제의한 방한기간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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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원
●

F.J. Nadal 외무부 의전장, J.J. Hernandez 외무부 의전차장

3. 주요 일정
●

외무장관회담. 대통령 예방 및 훈장(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및 올림픽시설 시찰

4. 양국 외무장관회담(1990.10.18.) 결과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및 북방정책과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도미니카 측은 지지를 표명함.

●

한국전문가 파견연장
- 도미니카 측은 한국 32개 업체가 진출하여 15,000명의 고용 등 도미니카 경제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투자증대를 희망하고, 한국 정부가 파견한 산림전문가 1명에 대해
7~8개월 파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바, 한국 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90-0555

Ricardo Garcia,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1990.10.17.-20. 전2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37 / 7 / 1-158

Joaquin Ricardo Garcia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의 방한 관련 의전책자의 내용임.
1. Ricardo 외무부장관 약력, 수행원 명단
2. 행사 설명 및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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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도착, 국립묘지 헌화, 삼성수원공장 시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참석

●

외무장관회담, 대통령 예방 및 서훈, 주한 도미니카대사 주최 오찬 참석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올림픽공원 시찰

3. 숙소 배치 및 도미니카 개황

90-0556

Cordovez, Feger Diego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1990.4.29.-5.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37 / 8 / 1-237

Diego Cordovez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1990.4.29.~5.2. 방한함.
1. 양국 외무장관회담 의제
●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 문제 및 유엔가입 문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중남미지역 정세

●

한국 정부 통일정책

●

경제･통상 협력
- 무상원조(외무성 기자회견실 기자재 공여) 및 기술협력
- 경협혼성위 설치
- 한국의 대에콰도르 건설사업 진출(비행장 건설)
- 에콰도르산 바나나 및 커피 수입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서훈

●

국무총리 예방

●

외무장관회담

●

럭키금성사 평택공장 산업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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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57

Cordovez, Feger Diego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1990.4.29.-5.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37 / 9 / 1-245

Diego Cordovez 에콰도르 외무장관의 1990.4.29.~5.2.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에콰도르 해운분야 이중과세방지협정 초안
2. 대통령 예방 접견자료
●

Cordovez 외무장관 인적사항

●

양국간 현안사항
- 주요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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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장협정 및 해운이중과세방지협정
- 경제협력기금 지원

3. 외무장관회담 자료
●

한･에콰도르 외무장관회담 의제 기본자료(미주국)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

에콰도르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 추진 문제

●

남북대화 현황 및 북한 동향

●

양국 경제통상 현안

4. 최호중 외무부장관 주최 Cordovez 외무장관 및 주한 외교단 초청 공식 만찬사

90-0558

Asamoah, Obed Yao 가나 외교장관 방한, 1990.6.14.-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7 / 10 / 1-349

Obed Yao Asamoah 가나 외무부장관이 1990.6.14.~1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4.5월 주가나대사관은 북한의 가나 침투 방지 및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Asamoah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했으며, 외무부는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전달함. 양측 사정으로 동 장관의 1984~89년간 방한은 미성사됨.
- 1977.11월 한･가나 수교, 1978.5월 주가나 상주공관 개설, 12월부터 주일본 가나대사가
한국을 겸임함.

●

Asamoah 장관은 1989.4~5월경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의 사정으로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통해 1990.6.14.~17. 방한함.

2. 수행원
●

M.Amissah 주한 가나대사(일본 상주), A.Tsegah 외무부 경제국장대리 등

3. 주요일정
●

외무장관회담, 대통령 예방, 국립묘지 헌화

●

서울종합운동장 및 삼성수원공장, 대우중공업 시찰

4. 양국 외무장관회담 의제
●

한반도, 아프리카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증진

●

양국간 경제, 문화 실질협력 증진방안

5. 양국 외무장관회담 결과
●

한국 측은 북방정책,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한바,
가나 측은 한국입장을 지지하겠다 함.

●

가나 측은 한국기업의 진출 등 계속적인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의사를 표명하고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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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정 체결
●

양국은 경제기술무역증진협정, 문화교육과학교류 시행계획서에 서명함.

7. 평가
●

Asamoah 장관의 방한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가나 측의 지지를 확보
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주요한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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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59

Asamoah, Obed Yao 가나 외교장관 방한, 1990.6.14.-17.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7 / 11 / 1-177

Obed Yao Asamoah 가나 외무부장관의 방한 준비를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각종 자료임.
1. Asamoah 외무부장관의 방한 준비 점검표, 영접계획
2. 한･가나 외무장관회담 자료
●

방한개요, 수행원 명단, 주요일정, 말씀자료, 가나개황 등

3. 노태우 대통령의 Asamoah 외무부장관 접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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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60

Jackson, Rashleigh E. 가이아나 외무장관 방한,
1990.7.9.-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7 / 12 / 1-237

Rashleigh Jackon 가이아나 외무장관이 1990.7.9.~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1.22. 주베네수엘라대사(가이아나 겸임)는 Rashleigh Jackon 가이아나 외무장관의
5월 중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동 장관의 방한 초청은 관계정상화 교섭 시 한국 측 공약사항

●

1990.5.28. 외무부는 Jackon 장관의 1990.7.9.~12. 방한 접수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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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초청 필요성
●

관계정상화 이후 최초의 가이아나 고위인사 방한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예상
- 니카라과, 쿠바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

●
●

가이아나의 편향적 친북정책 지양 및 중도적 입장 전환 계기 마련
한국기업의 대가이아나 진출 지원
- 어업진출 유망지역 확보(수리남 조업 한국어선 77척 이동 가능)
-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등 천연자원개발 참여 및 수입
- 선경(주)은 5천만 달러 규모의 원목 벌채 계획 추진 중
- 대산실업은 사금채취 장비(250만 달러 상당)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으로 판매 추진 중

3.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

외무장관회담

●

수산청장, 수출입은행장, 코트라 사장 면담

●

국립묘지 헌화, 선경인더스트리 산업시찰

4. 외무장관회담(1990.7.10.) 결과
●

한･소련 정상회담 성과, 유엔가입 한국입장 설명 등을 통한 유엔 및 비동맹 외교 지지 확보

●

남남협력차원의 무상원조, 기술협력 및 EDCF 기금 활용 사업 논의
- 무상원조를 통한 가이아나 외무부 전산화 사업지원
- 사금채취장비 판매사업 및 자전거 공장건설 등 EDCF 기금 활용 사업 추진

●

가이아나 연안조업 및 어업협력을 위한 어업협정 체결 검토 합의

90-0561

Jackson, Rashleigh E. 가이아나 외무장관 방한,
1990.7.9.-1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8 / 1 / 1-135

Rashleigh Jackon 가이아나 외무장관의 방한 관련 자료임.
1. Hoyte 가이아나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2. 노태우 대통령의 Hoyte 가이아나 대통령 앞 답신
3. 외무부장관 만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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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가이아나 외무장관회담 자료

90-0562

Collins, Gerard 아일랜드 외무장관 방한, 1990.9.4.-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38 / 2 / 1-252

Gerard Collins 아일랜드 외무부장관이 1990.9.4.~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9.8. 주아일랜드대사는 1985.11월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Peter Barry 외무부장관
앞 방한초청장을 전달하였으나 아일랜드 국내사정으로 동인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Collins 신임 외무부장관에 대한 방한초청장 발송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3.10월 한･아일랜드 수교, 1987.7월 주아일랜드 상주공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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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9.22. 외무부는 주한 아일랜드 상주공관 개설 등 양국 관계증진과 아일랜드의 1990년
상반기 EC(구주공동체) 의장국 수임 등을 감안하여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양국은 협의를 통해 1990.9.4.~8. Collins 장관이 방한하게 됨.

2. 수행원 명단
●

Noel Dorr 외무부차관, John Swift 외무부 경제차관보, Michael Collins 외무부 대변인,
John Kirwan 장관보좌관 등 4명

●

부인 동반

3. 주요일정
●

외무장관회담. 대통령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총리 내외 주최 오찬

●

부총리 예방, 상공부장관 면담, 국립묘지 헌화

●

판문점 및 삼성반도체, 금성사 시찰

●

대우 회장, 새한미디어 회장 면담

4. 양국 외무장관회담 의제
●

국제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유럽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

양국간 경제, 무역증진 및 유엔 및 EC(구주연합)에서 상호협력

●

북아일랜드 문제

5. 양국 외무장관회담(1990.9.5.) 결과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불확실
하나 1991년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총회를 계기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아일랜드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한다고 하고 1990년 유엔총회 계기 EC Troika와 중국
간 외무장관회담 시 중국의 입장을 파악해 보겠다고 함.
●

아일랜드 측은 걸프사태, EC 통합 진전사항 등 구주 정세를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및
양국간 동반자 관계의 설정을 희망함.
- 한국 측은 한･EC 관계증진을 위한 아일랜드 측의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걸프사태
관련 미국의 책임분담 요청 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함.

6. 평가
●

Collins 외무부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아일랜드 측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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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63

Collins, Gerard 아일랜드 외무장관 방한, 1990.9.4.-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38 / 3 / 1-265

Gerard Collins 아일랜드 외무장관 방한 준비를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의전 및 회담
준비자료임
1. 양국 외무장관회담 자료
●

회담 의제, 방한 개요, 말씀자료

2. 대통령 접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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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정, 말씀자료

3. 만찬 및 연설문
4. 아일랜드 외무부장관 부인 접견자료
●

방한 개요, 말씀자료

5. 참고자료
●

세계 경제현황, 주요 군축 분야별 현황, 이라크･쿠웨이트사태, 아일랜드 개황

90-0564

Alatas, Al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방한, 1990.6.23.-2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8 / 4 / 1-261

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1990.6.23.~26.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장관회담 개최

●

상공부장관 예방

●

국립묘지 헌화,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

무역협회, (주)대우 방문

2.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1990.6.25.) 주요 토의사항
●

국제 정세
- 동･서 관계, 미국･소련 관계, 동구개혁
- 국제 정세가 동북아 및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정세
- 한반도 정세(북한 동향, 남북대화, 북방정책 등)
- 동남아 정세(캄보디아 문제, 인니･소련 관계, 인니･중국 관계)
- 아･태 각료회의
- 한･아세안 관계

●

양자 관계
-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협력
-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통상 및 경제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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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65

Alatas, Al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방한, 1990.6.23.-2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8 / 5 / 1-248

1990.6.25.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 자료임.
1. 한･인도네시아 통상 현황(통상국)
2.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및 비동맹 외교(국제기구조약국)
3. 한･인도네시아 체육협력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문제(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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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EC(아태경제협력체) 및 아태각료회의(정특반)
5. 서울시･자카르타시 교류협력현황(서울특별시)
6. 한국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진출현황(산림청)
7.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현황(문화부)
8.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교류 현황(상공부)
9. 한･인도네시아 투자보장협정 및 대인도네시아 투자진출현황(재무부)
10. 한･인도네시아 어업협력 및 인도네시아산 과실수입현황(농림수산부)
11.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 동남아 정세, 아태 각료회의, 한･아세안 관계(아주국)

90-0566

Merhav, Reuven 이스라엘 외무부 총국장 방한,
1990.1.28.-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38 / 6 / 1-99

Reuven Merhav 이스라엘 외무부 총국장이 1990.1.28.~31. 방한함.
1. 경위
●

1990.1.4. 주일본 이스라엘대사관은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Merhav 이스라엘 외무부 총국장
(차관급)이 일본,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순방 계기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알려왔으며,
외무부는 1990.1.28.~31. 동인의 방한을 접수하기로 함.
- 1962년 양국이 수교하고, 이스라엘은 1964년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을 설치하였으나 예산상
이유로 1978년 폐쇄하고 그 이후 주일본 이스라엘대사관이 한국을 겸임함.

2. 수행원
●

Eshkol 주한 이스라엘대사(일본 상주)

●

Arazi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공사(일본 상주)

3. 주요일정
●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전경련 회장 면담, 주한 미국대사 예방, 국립 중앙박물관 방문

4. 유종하 외무부차관과 Merhav 총국장 간의 면담(1.29.) 요지
●

Merhav 총국장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난 2년간 케냐, 에티오피아, 헝가리 등
12개국과 국교를 재개했는바, 한국이 이스라엘과 관계개선을 이룩하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한국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한･이스라엘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한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이스라엘 간 관계정상화에는 2단계가 있는바, 첫째는 한국 정부가 주이스라엘대사를 임명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 차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유종하 차관은 한국은 지난 수년간 중동아프리카국가 및 동구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는바,
앞으로 동구국가들의 민주화 및 국제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한･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협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이 합심하여 실질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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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67

Ansell Graham K. 뉴질랜드 외무차관 방한,
1990.3.26.-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38 / 7 / 1-110

Graham Ansell 뉴질랜드 외무차관이 1990.3.26.~29. 방한함.
1.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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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차관, 제1차관보 면담

●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한국은행 방문

●

판문점 시찰

2. 외무부장관 예방 시 주요 면담내용
●

한･뉴질랜드 실질협력관계 증진

●

아･태지역 협력강화 방안

●

유엔가입 문제 등 국제무대 협력강화

90-0568

Makarczyk, Jerzy 폴란드 외무차관 방한, 1990.4.14.-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 F 번 호 2020-38 / 8 / 1-96

Jerzy Makarczyk 폴란드 외무차관이 1990.4.14.~19. 방한함.
1. 경위
●

Makarczyk 폴란드 외무차관은 한국자유총연맹 주관으로 1990.4.16. 서울에서 개최되는
‘89 동구혁명의 본질과 미래’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로 방한함.
- 동인은 1989.12월 폴란드 외무차관에 취임하였으며, 1986년 서울 개최 국제법 학회 총회
참석차 방한한바 있음.
615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국방대학원 강의

3. 양국 외무차관 회담요지
●

폴란드 측은 새로운 경제제도 채택 등으로 암달러 시장이 없어지고 파업사례 격감 등 폴란드의
최근 대내정세를 설명하고 폴란드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희망함.
- 금년 가을 노태우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가능성을 문의하고,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초청함.
- 금년 하반기 중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의 일본 방문과 연계하여 한국 방문 추진
방안을 문의함.

●

한국 측은 최호중 장관의 방문 초청을 환영한다고 하고, 노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시기는 검토해
보겠다고 함.
- 바웬사의 한국 방문 건에 대해서는 한국 노총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함.

●

한국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바, 폴란드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이 유엔가입을 신청할 경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90-0569

Somare, Michael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방한,
1990.6.27.-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8 / 9 / 1-295

Michael Somare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이 1990.6.27.~3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5.24.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Somare 파푸아뉴기니 외무부장관이 7월 부르나이 개최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후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고 동 장관은 수상을 3회 역임하는 등
존경받는 정치인이며,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지지 발언하는 등 친한 인사임을 감안, 방한 접수를
건의한바, 외무부는 방한 접수하기로 함.

616

●

양국은 1976.5.19. 수교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는 1981.12.18. 한국 상주공관 설치, 주일본
파푸아뉴기니대사가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를 겸임함.

●

양측은 국내외 일정상 1989년 Somare 장관의 방한을 연기하여 1990.6월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5.19. 외무부는 동 장관 앞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2. 수행원
●

Evola Lalatuter 외무부 차관보, Joseph Nombri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일본 상주), Bruce
Samban 동세픽주 수상 등 5명

3. 주요 방한일정
●

외무장관회담. 대통령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

서울종합운동장 및 현대자동차 시찰, 국립수산진흥원 방문

4. 양국 외무차관회담 요지
●

한국 측은 동북아 정세 및 북방정책, 남북한 관계,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한바, 파푸아뉴기니 측은 한국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함.

●

파푸아뉴기니 측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의 탈식민지화 및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발전경험 전수 및 유무상 지원의 확대를 요청한바, 한국 측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함.

●

파푸아뉴기니 측은 어업분야에서 한국 민간기업의 합작 진출을 희망하였으며 양측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어업협정,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1981.4월 한국 측 제의로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시작하여 1989.4월 양측은 협정안에 합의함.

5. 평가
●

Somare 외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북방정책 등
외교정책에 대한 파푸아뉴기니 측의 지지를 확보함.

90-0570

Somare, Michael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방한,
1990.6.27.-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0-38 / 10 / 1-159

Michael Somare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의 방한 준비를 위해 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각
종자료 및 양국 외무장관회담 자료임.
1. 관련 부처 작성자료
●

1983~89년간 한･파푸아뉴기니 간 교역 및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개발프로젝트 참여현황(상공부)

●

한국기업의 파푸아뉴기니 산림개발 진출현황(산림청)

●

한･파푸아뉴기니 간 어업협정 추진현황(수산청)

●

한･파푸아뉴기니 간 경제협력 현황(건설부)

●

파푸아뉴기니 농업전문가 방한초청 교육현황(농림수산부)

2. 한･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회담 자료(외무부)
●

방문대표단 및 일정, 회담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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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71

페루 외무부차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38 / 11 / 1-143

1989~90년 중 페루 외무차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Valdivieso Belaunde Felipe 외무차관
●

Valdivieso 차관은 5명의 페루 기업인으로 구성된 사절단 단장으로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방문 계기에 한･페루 공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합의문서 서명 등 한･페루 간 경제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1989.3.12.~15. 방한하고자 하였으나 3.7. 페루 측의 개각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방한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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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vero Monslve Alfonso 외무차관
●

신동원 외무부차관이 1989.6.17.~19. 페루 방문 시 Rivero 차관의 방한을 구두로 초청하였으며,
동 차관은 주한 페루대사를 통해 1989.10월 3주 혹은 4주 중 방한 희망의사를 표명함.
- 8.29. 외무부는 신동원 차관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페루 측에 송부함.

●

Rivero 차관은 한･페루 차관공여협정 체결을 위해 1989.11.20.~23. 방한하고자 하였으나
페루 측 사정으로 방한이 연기됨.

●

동 차관은 1990.1.8.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3월 중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은 3~4월은
지자제 선거 등 국내 일정으로 방한 접수가 어렵다고 1.10. 통보함.

90-0572

Wang Kan Seng 싱가포르 외무장관 방한,
1990.11.22.-2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38 / 12 / 1-184

Wang Kan Seng 싱가포르 외무부장관이 1990.11.22.~24. 방한함.
1. 경위
●

1990.4.27. 주한 싱가포르대사관은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윙칸셍(Wang Kan Seng) 싱가포르
외무부장관의 6월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외무부는 1990.11.22.~24. 동인의 방한을 접수하기로
결정함.

2. 대표단
●

윙칸셍 외무부장관 내외

●

셀바라자(A. Selvarajah) 외무부 정무2국 부국장, 서켕화 정무2국 한국담당관

3.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회담

●

한･싱가포르 민간경협위 위원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및 수원공장 방문, 민속촌 관람

●

부인은 별도일정으로 영부인 예방, 국립중앙박물관 및 창덕궁 관람

4. 양국 외무장관회담(1990.11.23.) 주요결과
●

한국 측은 한･소련 관계, 한･중국 관계, 북한의 경제난과 핵개발 동향, 남북대화, 정부의 유엔
가입 노력 등 한반도 정세 설명
- 싱가포르 측은 한국의 북방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책 관련 한국입장 지지 표명

●

양측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지역안보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파리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캄보디아 문제의 조기 해결을 희망함.

●

양측은 탈냉전시대에 있어 아태각료회의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 방식은 국제기구 선례를 적용하여 모든 회원국 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함.

●

한국이 아세안 PMC(확대외상회담) 참가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증진을 희망한바, 싱가포르 측은
협조의사를 표명함.

5. 평가
●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정부의 북방정책과 유엔가입 노력에 대한 싱가포르 측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동인식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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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73

Herat, James E. Harold 스리랑카 외무부장관 방한,
1990.7.26.-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38 / 13 / 1-62

James Edward Harold Herat 스리랑카 외무부장관이 1990.7.26.~27.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목적
●

스리랑카 북동부지역 타밀 분리주의 세력 무력폭동사태 관련, 스리랑카 정부 입장 설명
- 동 사태로 군경 1,000여 명 사망, 난민 10만 명 발생

●

620

스리랑카 동북부지역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 타진

2. 주요 방한 일정
●

외무장관회담

●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면담

3. 방한 결과
●

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을 결정

90-0574

Sy, Seydina Oumar 세네갈 외교장관 방한, 1990.12.3.-6.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39 / 1 / 1-257

Seydina Oumar Sy 세네갈 외무장관이 최호중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1990.12.3.~6.
방한함.
1. 방한 일정
●

12.4.
- 외무장관회담
- 대통령 예방 및 서훈
-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만찬

●

12.5.
- 삼성전자 산업시찰 및 KOEX, 수출입은행 방문

●

12.6.
- (주)대우 방문 및 대우중공업 산업시찰

2. 외무장관회담(1990.12.4.) 시 논의사항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대화 현황 설명

●

북방외교 추진 현황

●

유엔가입, 비동맹에서의 한국 정부 입장 설명

●

한･세네갈 실질 경제협력
- 무상원조(앰뷸런스, 컴퓨터, 의전차량, 에어컨, 시청각 기자재 등)
- 시범농장 지원 및 연수생 초청사업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 해운, 항공,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3. 후속 조치
●

Sy 세네갈 외무장관 방한 시 전달된 Diouf 세네갈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에 대한
답신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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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75

Daniel Omara ATUBO 우간다 외무･지역담당국무장관 방한,
1989.10.15.-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9 / 2 / 1-195

Daniel Omara Atubo 우간다 외무･지역담당국무장관이 1989.10.15.~21. 방한함.
1. 경위
●

1989.5.4. 주우간다대사는 Atubo 우간다 국무장관의 방한 희망을 알려오면서 동인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한바, 외무부는 신동원 외무부차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1963.3월 수교, 4월 주우간다대사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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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원
●

Taliwaku 우간다 외무부 아주국장

3. 주요일정
●

국무총리 예방,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 외무부차관보, 코트라 사장 면담

●

삼성전자, 대우철도차량, 금성 농기계 방문 및 민속촌, 땅굴 시찰

4. Atubo 국무장관의 신동원 외무부차관 및 홍순영 외무부차관보와의 면담 요지
●

우간다 측은 양국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하고 우간다 공업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커피와 면화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전수
- 빈민구제, 학교 지원 등을 위한 담요 등 물품의 무상원조
- 1400만 달러의 철도차량 구입 및 700만 달러의 통신시설분야에 한국의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 제공
- 1978~79년간 우간다 내전으로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3국을 연결하는 철도 및 통신시설이
파괴되었는바, 이의 복구사업을 위해 한국 참여

●

한국 측은 한국기업체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할 경우 EDCF 검토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무상원조는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5. 후속조치
●

외무부는 1989.11.16. 무세베니 대통령 친서에 대한 노 대통령 명의 답신을 주우간다대사관에
송부함.

90-0576

Paul Kawanga SSEMOGERERE 우간다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90.10.23.-2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9 / 3 / 1-291

Paul Kawangga Ssemogerere 우간다 부수상 겸 외무장관이 1990.10.23.~25. 방한함.
1. 경위
●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초청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회담, 대우본사 및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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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

Ssemogerere 외무장관은 우간다 내 친서방 인사로서 한･우간다 관계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0.24. Ssemogerere 우간다 외무장관
방한 계기 주한 아프리카대사를 초청하여 외교단 만찬을 주최함.

90-0577

Paul Kawanga SSEMOGERERE 우간다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90.10.23.-2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9 / 4 / 1-179

Paul Kawangga Ssemogerere 우간다 부수상 겸 외무장관이 1990.10.23.-25. 방한하여
10.24. 한･우간다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아래 정무･경제분야 관심사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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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동북아 및 아프리카 정세

●

남북대화 현황

●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 협력

●

한･우간다 경제협력 확대 및 통상･투자 증진

90-0578

Wright, Patrick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 방한,
1990.5.16.-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39 / 5 / 1-173

Patrick Wright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이 1990.5.16.~18. 방한함.
1. 방한 목적
●

주한 영국대사관과의 업무협의

2. 주요 방한일정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오찬

●

판문점 시찰

3. 방한 결과
●

최호중 외무부장관과의 면담(5.18.)
- Patrict 사무차관은 런던이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 소재지로 선정되도록 지지를
요청한바, 최호중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함.
- 최 장관은 북한이 대결정책을 중단할 경우 북한을 지지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지지의 전 단계로
북한은 적화통일노선, 테러를 포기하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며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언급한바, 동 사무차관은 영국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신중할 것이며 한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신동원 외무부차관과의 면담(5.18.)
- Patrick 사무차관은 한국이 남예멘, 공산권을 포함한 수교확대에 큰 성취를 보였다고 언급한바,
신동원 차관은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국가, 알제리 등 비동맹권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괄목할만한 관계개선을 이룩한바, 이는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 특히,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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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79

Caithness, Malcolm Ian Sinclair 영국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90.12.13.-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39 / 6 / 1-324

Malcolm I. Sinclair Caithness 영국 외무부 국무상이 1990.12.13.~16. 방한함.
1. 방한 경위
●

신임 국무상으로 지역정세 파악차 일본, 홍콩 등 극동지역 방문의 일환

2. 주요 방한일정
626

●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통일원장관, 국회 외통위 예방

●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

판문점 시찰 및 경주, 울산 방문

3. 유종하 외무차관과 Caithness 국무상의 정무협의(1990.12.14.) 결과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한문제
- 엘리자베스 여왕의 바쁜 일정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중 방한은 어려우나 찰스 황태자
방한은 가능하다고 언급함.

●

북한의 영국 접근문제
- 북한의 무역대표부 설치제의 등 대영국 접근시도와 관련 영국은 북한과의 접촉채널을 뉴욕으로
한정하고 당분간 북한의 무역대표부 설치허용 의사가 없음을 언급함.

●

유엔가입 문제
- 한국이 유엔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거부권 사용여부 결정이 강요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

●

방산분야 협력
-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관심 표명

●

시장개방문제
- 위스키 시장, 증권 시장, 지적재산권 분야 등 한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불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경제통상 현안이 양국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

기타
- 소련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홍콩 반환문제, 걸프사태 등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함.

90-0580

Haig, Alexander M.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39 / 7 / 1-184

Alexander Haig 전 미 국무장관이 대우그룹에서 주최하는 연례 국제 정치경제세미나 참석차
방한함.
1. 방한 목적
●

(주)대우 고문 자격으로 제1~6차 대우그룹 임직원 세미나 참석차 방한하여 주요 국제정세 관련한
주제발표를 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장관 등 예방

●

KBS 인터뷰, 국방대학원 특강

●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등 기업인 면담

627

90-0581

NGUEZA a Karl-i-Bond 자이르 외무부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통상2과 / 정보1과

MF번호

2020-39 / 9 / 1-101

1988~90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1988.11월 Ngueza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은 일본 및 인도 방문 계기 방한을 희망함.
2. 1989.9월 유엔총회 계기 개최된 양국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는 Ngueza 장관의
1990.7월 중 방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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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5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개각으로 Ngueza 장관이 해임되고 Mushobekwa 외무부장관이
새로 임명되자 한국 정부는 Mushobekwa 장관의 1990.7.18.~20. 방한을 추진함.

90-0582

Mushobekwa Kalimba Wa Katana 자이르 외무장관 방한,
1990.7.17-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9 / 10 / 1-180

Mushobekwa Kalimba Wa Katana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이 1990.7.17.~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9월 유엔총회 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Ngueza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은 1990.5월
중 방한 희망을 표명

●

1990.4월 콩고민주공화국 외무부는 1990.6.25.~27. 방한기간 조정을 제의

●

1990.4월 한국 측은 1990.7.18.~20. 방한을 제의

●

1990.5.4. Mushobekwa 콩고민주공화국 신임 외무장관 임명

●

1990.5.18. 콩고민주공화국 외무부는 신임 외무장관이 한국 측 제의대로 1990.7.18.~20.
방한함을 통보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내외분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만찬

●

외무장관회담 및 투자보장협정 서명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찰, 민속촌 관람 및 비공식 오찬, 중동아국장 내외 주최 만찬, 수출입
은행장 면담, (주)대우 방문 및 부회장 주최 오찬, 주한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개관식

3. 한･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회담 결과
●

콩고민주공화국은 남북한 간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남북한 동시가입을 지지하며,
금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 지지 입장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수시로 콩고민주
공화국 실무진에게 이를 상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은 9.23.경 유엔총회 참석 예정으로 유엔에서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양국 외무장관은 회담 후 투자보장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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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83

Mushobekwa Kalimba Wa Katana 자이르 외무장관 방한,
1990.7.17-20. 전2권 (V.2 회담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39 / 11 / 1-237

1.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 회담자료
2.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 접견자료
3.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 부인 접견자료
4. 한･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회담(1990.7.19.)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콩고민주공화국 측: Mushobekwa 외무장관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협의
- 한국 측: 최근 한반도 정세, 한국의 통일방안 및 남북대화 현황, 북방정책 설명,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계속지지 요청
- 콩고민주공화국 측: 한반도 통일방안 및 남북대화에 관한 한국입장 지지 표명, 1990.9월
유엔총회 콩고민주공화국 측 기조연설 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발언을 다짐.
● 아프리카 정세 의견교환
- 콩고민주공화국 측: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최근 민주화 추진현황 설명, 앙골라･수단 내전
및 남아공 문제 등 아프리카지역 분쟁해결을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중재 노력 설명
- 한국 측: 아프리카 분쟁해결을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 평가, 한국의 아프리카
미수교국과의 수교를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측 협조 요청
● 양국 관계
- 한국 측: 남남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등을 통한 대콩고민주공화국 경협 강화
표명,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업체의 대콩고민주공화국 진출 장려
- 콩고민주공화국 측: 남남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대콩고민주공화국 경협추진 기대, 투자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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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계기로 한국업체의 투자진출 강화 희망
양측 합의사항
- 한국업체의 대콩고민주공화국 직접투자 촉진 등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증진
-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조
● 특기사항
- 한･콩고민주공화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 평가
- 한국의 유엔가입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확보
- 한국업체의 대콩고민주공화국 진출 강화 등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계기 마련
●

90-0584

유엔 및 비동맹 외교강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 전2권
(V.1 특사 파견 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40 / 1 / 1-161

한국 정부는 1990년 중 유엔 및 비동맹 외교강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파견 목적
●

북방외교 등 한국의 대외정책 설명

●

평화통일정책,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

●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설명

●

파견대상국과의 양자 협력관계 강화

2. 파견국 및 특사
●

미주지역(1990.7.24.~8.19.)
- 특사: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
- 파견국(4):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

서구지역(1990.8.26.~9.12.)
- 특사: 이홍구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
- 파견국(4):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아중동지역(1990.7.28.~8.15.)
- 특사: 노재원 본부대사
- 파견국(3): 인도, 예멘, 알제리

●

동구지역(1990.6.12.~24.)
- 특사: 김운용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파견국(3): 유고, 폴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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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85

유엔 및 비동맹 외교강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 전2권
(V.2 친서 및 훈령)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40 / 2 / 1-133

1990년 유엔 및 비동맹 외교강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 시 방문국별 대통령 친서 및
훈령 내용임.
1. 미주지역(최광수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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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Brian Mulroney 수상

●

멕시코: Carlos Salinas 대통령

●

브라질: Fernando Alfonso 대통령

●

아르헨티나: Carlos Menem 대통령

2. 서구지역(이홍구 특사)
●

영국: Margaret Thatcher 수상

●

독일: Helmut Kohl 수상

●

프랑스: Francois Mitterrand 대통령

●

이탈리아: Giulio Andreotti 수상

3. 아중동지역(노재원 특사)
●

인도: V.P Singh 수상

●

예멘: Ali Abdullah Saleh 대통령평의회 의장

●

알제리: Chadli Bendjedid 대통령

4. 훈령(공통)
●

한반도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 노력 설명

●

북방외교정책 등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설명

●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요청(한국 유엔가입 관련)

●

파견국과의 양자협력 방안 협의

90-0586

노재원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인도 및 예멘, 알제리 순방,
1990.7.29.-8.8.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 마그레브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40 / 3 / 1-168

노재원 특사(외무부 본부대사)가 1990.7.29.~8.8. 인도 및 예멘, 알제리를 순방함.
1. 파견 목적
●

1990.6.4. 한･소련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의 북방외교 방향과 한반도 정세
및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입장 설명
- 특별사절단은 미주반, 구주반, 아･중동반 등 3개반으로 구성

2. 외무부는 1990.6.29. 아중동지역 특사파견 예정 대상국 주재 공관에 특사파견 접수를 하고 접수
가능시기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3. 정부 훈령
●

국제 정세 및 동북아 정세 언급

●

한반도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 노력 설명

●

북방외교 등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설명

●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요청

●

방문국과 우호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 협의

4. 특사 방문 일정 교섭
●

외무부는 1990.7.18. 주인도, 주예멘, 주알제리대사에게 노재원 본부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결정
되었음을 통보하고, 주재국 국가원수, 외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주선하도록 지시한바, 해당공관은
주재국 외무부를 접촉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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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87

노재원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인도 및 예멘, 알제리 순방,
1990.7.29.-8.8.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 마그레브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40 / 4 / 1-207

노재원 대통령 특사(외무부 본부대사)의 1990.7.29.∼8.8. 인도 및 예멘, 알제리 순방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순방 대상국 및 방문일정
●

인도(7.29.~8.1.), 예멘(8.3.~5.), 알제리(8.6.~8.)

2. 방문 결과
634

(인도)
●

면담 대상자
- Venkataraman 대통령, Singh 수상, Sharma 부통령, Gujral 외무부장관, Mehrotra 외무부차관

●

면담 주요내용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최대한 협조
- 한국의 통일노력 적극 지지
-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 지지
-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증진 방안 희망

(예멘)
●

면담 대상자
- Abdul Ghani 대통령실 위원, Al-Saidy 외무차관보
※ 특사를 접견 예정이던 대통령과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은 쿠웨이트사태 중재를 위한
갑작스런 이라크 방문으로 부재

●

면담 주요내용
- 남북한 문제에 대하여 좋은 방향으로 검토
- 한국의 경제발전 축하 및 남예멘의 도로공사를 위한 융자 등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 요청
- 양국간 협력방안 검토 계기 마련을 위한 방한 희망

(알제리)
●

면담 대상자
- Ghozali 외무부장관, Shanoun 대통령 외교담당 고문, Haffad 외무부차관

●

면담 주요내용
- 유엔 등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조 용의
-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알제리 경제개발참여 희망
-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 충분히 이해

90-0588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미주 순방, 1990.7.24.-8.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 중미과

MF번호

2020-40 / 5 / 1-260

최광수 대통령 특사(전 외무부장관)가 1990.7.24.~8.19. 미주지역(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을 순방함.
1. 파견 경위
●

1990.7.11. 외무부는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미주 4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관련 공관에 통보하고 면담 주선을 지시함.

●

1990.7.14. 외무부는 특사 방문 시 지참할 친서를 관련 공관에 송부하고 특사 파견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순방 결과
●

캐나다(1990.7.25.~28.)
- 수상 비서실장, 상원의장, 외무장관대리 예방
･ 멀루니 수상 앞 친서 전달 및 한반도 정세 설명, 양국관계 협의
- 교민초청 간담회 및 오타와 시티즌지와의 기자회견

●

멕시코(1990.7.31.~8.4.)
-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 앞 친서 전달, 한반도 정세 설명, 양국관계의 발전에 만족 표명 및
경제 관계의 확대발전 희망
- 최대일간지 엑셀시오르지 기자회견

●

브라질(1990.8.8.~11.)
-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꼬요르 브라질 대통령 앞 친서 전달, 북방정책 지지 표명, 경제 등 양국관계 증진 희망
- 교민간담회 개최

●

아르헨티나(1990.8.12.~14.)
-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앞 친서 전달, 북방정책 등 설명 및 지지 요청, 유엔총회 기조연설
에서 한국입장 지지 약속

3. 후속조치
●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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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89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미주 순방, 1990.7.24.-8.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 중미과

MF번호

2020-40 / 6 / 1-182

최광수 대통령 특사(전 외무부장관)의 미주 순방 관련 자료임.
1. 브리핑 자료
●

특사파견 개요: 사절단 구성, 일정

●

국별 주요 일정: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방문국 참고사항: 기후, 복장 등

●

기타 준비사항
- 특사 훈령, 대통령 친서, 선물, 순방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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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원 현황

●

국별참고자료

2. 방문 자료
●

특사파견 개요
- 사절단 구성, 파견목적, 방문국 및 기간, 항공일정

●

훈령
- 특사 훈령, 교섭자료

●

국별자료
-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체재일정, 면담자료, 양국현안, 국별개황

90-0590

이홍구 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미국 방문,
1990.11.5.-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0 / 7 / 1-13

이홍구 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은 1990.11.5.~22. 미국을 방문하고 남북한 관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유엔가입문제 등에 관해 논의함.
1. 주요 일정
●

11.6. 국무부 Anderson 부차관보 주최 오찬

●

11.7. Asia Society 오찬 간담회

●

11.8. 워싱턴포스트 논설 부주간 Rosenfeld와의 조찬

●

11.19. L.A. Times 간부와의 조찬

●

11.20. 여론지도층 오찬 간담회 주최, 주LA총영사 주최 한국학 전공학자 초청 만찬

2. 주요 발언 요지
●
●

미 국무부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해 중국의 새로운 반응은 없다고 언급
Asia Society 오찬 연설요지
- 한국의 당면과제는 국내적 차원에서 민주공동체의 확립을 통해 민주화 노력을 정착
-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는 남북한 양체제가 공존하는 한민족공동체를 수립
- 대외적 차원에서는 아태공동체 적극 참여 등 Community-Building이 긴요

●

여론 지도층 오찬 연설요지
- 최근 공산권의 변화, 독일의 통일 등 정세변화가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
-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국내민주화 추진현황과 어려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한국의 통일노력
- 일본, 소련, 중국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한국의 외교정책 등 당면 국가정책

●

한국학 전공학자 만찬
- 최근 남북한 접촉의 내용과 의의, 해외 한국교포의 분포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당위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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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91

대통령 특사 아시아 파견 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40 / 8 / 1-21

1990년 중 대통령 특사의 아시아 주요국 파견을 검토하였으나 순방 일정 조정문제로 보류함.
1. 외무부는 1990.6.4. 한･소련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대통령 특사 파
견 계획을 수립함.
●

파견 목적
-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
- 한･소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북방외교 방향과 한반도 정세 설명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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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아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 미주: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중동, 아프리카: 예멘,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

시기: 1990.7월 중순

2. 외무부는 1990.6.30. 대통령 특사의 7월 중순 방문접수 가능여부를 타진하도록 주필리핀, 태국,
인도대사관에 지시함.
3. 관련 공관은 주재국 일정에 대해 회신함.
●

인도: Gujral 외상의 7월 중순 소련 방문, Singh 수상의 7.23. 소련 방문 예정

●

태국: 7.18.부터 정부 불신임 토의 및 표결로 인해 수상 등 각료 면담이 어려움

●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이 제안한 Kabisig 운동을 둘러싼 대립,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의
귀국문제 등 정국의 혼란 상황

4. 외무부는 1990.7.10. 주재국 사정을 고려, 특사 파견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

90-0592

이홍구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구주 순방,
1990.8.26.-9.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0 / 9 / 1-352

이홍구 대통령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는 1990.8.26.~9.12. 구주지역을 순방함.
1. 정부가 한･소련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무부는 1990.6.29. 영국 등 유럽 주재 대사관에 1990.7월 중하순 주재국 수상
및 외상 등 고위인사의 면담 주선을 지시함.
2. 관련 공관은 주재국 접수 관련사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프랑스: 1990.8.25.까지 휴가중이며 8.27. 이후 면담대상 확정 가능

●

독일: 8.13. 콜 수상이 분망하여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수상실 국무상이 8.27. 접수 가능

●

이탈리아: 9.1. 외상 면담 예정 등

3. 훈령 요지
●

대통령 인사 전달, 방문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대

●

동북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이해 제고,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확보 등

4. 대통령 특사 순방 결과
●

기간 및 방문국: 독일(8.27.∼29.), 이탈리아(8.31.∼9.4.), 영국(9.4∼7.), 프랑스(9.7.∼11.),
오스트리아(비공식, 8.29.∼31.)

●

주요 면담대상
- 독일: 수상실 국무장관, 외무차관(외상대리), 내독성장관 등
- 이탈리아: 수상, 외상 등
- 영국: 외무성 국무상, 부차관,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BBC 인터뷰 등
-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 구주장관, 외무성 국무장관, 수상실 국무장관 등
- 주요 활동
･ 대통령 안부 및 친서 전달
･ 한국의 대외정책, 북방외교,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유엔가입 문제, 걸프사태 등에 대한
입장 설명

●

평가
- 1989년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서구지역 국가의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 고조
- 한･소련 정상회담 이후 한･소련 관계의 추이, 남북총리회담 관련 남북한 관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관심 표명
- 서구지역 국가의 한국 통일정책 및 유엔가입 입장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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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93

이홍구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구주 순방,
1990.8.26.-9.1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0 / 10 / 1-143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인 이홍구 특사가 1990.8.26.~9.12. 구주 5개국(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을 순방함.
1. 파견 목적
●

한･소련, 한･미국, 한･일본 정상회담 후속조치, 북방외교 설명 및 유엔가입 추진

2. 독일 방문(1990.8.27.~29.)
640

●

Stavenhagen 수상실 국무장관(수상대리), 외무차관(외무장관대리), 대통령 비서실장, 내독성
장관 등 면담

●

대통령 친서 전달, 대외정책, 북방외교, 한반도 정세, 유엔가입 문제 등 설명

3. 오스트리아 방문(비공식)(1990.8.29.~31.)
●

외무부 정무국장, 수상 외교보좌관 오찬 간담회,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등

4. 이탈리아 방문(1990.8.31.~9.4.)
●

Andreotti 수상, 외무장관 등 면담

●

대통령 친서 전달, 대외정책, 북방외교, 한반도 정세 등 설명

5. 영국 방문(1990.9.4.~7.)
●

Lord Caithness 국무상, 부차관, 영･한 친선의원협회 소속의원 등 면담

●

친서 전달, 대외정책, 북방외교 등 설명

6. 프랑스 방문(1990.9.7.~11.)
●

Bianco 대통령비서실장, 구주장관, 외무부 국무장관 등 면담

●

친서 전달, 대외정책, 북방외교, 한반도 정세 등 설명

7. 평가
●

1989년 대통령 구주 순방 이후 구주지역 국가의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

서구권의 한국의 통일정책 및 유엔가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지입장 재확인

●

한･소련 정상회담 이후 한･소련 관계 추이, 남북총리회담 관련 남북한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 표명

90-0594

김운용 특사(IOC 집행위원) 동구 순방, 1990.6.12.-2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0 / 11 / 1-278

김운용 특사(IOC 집행위원)가 1990.6.12.~23.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국가를
순방함.
1. 파견 목적
●

방문국 국가원수에 대통령 친서 전달

●

최근 수교한 동구권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평화통일정책, 남북대화에 관한 입장, 북방외교
등 대외정책 설명

●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지지 및 협조 요청

2. 특사 활동내용
●

유고슬라비아(1990.6.12.~16.)
- Jovic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예방, Glumac 하원의장, Loncar 외무장관 면담, Bakocevic
유고올림픽위원장 면담 및 오찬
- 유고 대통령은 한국민 전체가 원한다면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폴란드(1990.6.16.~19.)
- Jaruzelski 폴란드 대통령, Kuratowska 상원의장대리 예방, Nowina-Konopka 대통령실
정무장관, Kwaesniewski 올림픽위원장 면담, Majewski 외무부차관 오찬
-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추진여건과 한반도의 여건은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며, 폴란드의
분할 및 재건 등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 추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언급

●

헝가리(1990.6.19.~22.)
- Goncz 헝가리 대통령 예방, Szabad 국회의장 대리, Ferenc Madle 국제기구담당 무임소
(정무) 장관, Ajan 헝가리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Jeszenszky 외무장관 오찬
- 헝가리 대통령,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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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95

김운용 특사(IOC 집행위원) 동구 순방, 1990.6.12.-23.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0 / 12 / 1-287

김운용 특사(IOC 집행위원)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국가 순방 관련 자료임.
1. 연설문
●

헝가리, 폴란드 방문 시 오찬사 및 유고 방문 시 만찬사

2. 대통령 특사 공통 방문자료
642

3. 대통령 특사 유고 방문자료
4. 대통령 특사 폴란드 방문자료
5. 대통령 특사 헝가리 방문자료

90-0596

권익현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 남미 순방,
1990.11.17.-2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0 / 13 / 1-192

권익현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가 1990.11.17.~26. 파라과이 방문 계기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공식 방문함.
1. 파견 목적
●

파라과이 정부의 한국인 체류자격 미취득자 합법적 체류 자격부여에 대한 사의 표명

●

1990.6.21. 한･파라과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방안 및 현안문제 등 협의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 방문, 교포 격려 및 양국 정부의 계속적인 보호와 배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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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사파견 교섭
●

외무부는 1990.10.30. 주파라과이대사에게 권익현 대통령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의 주재국
대통령, 외상 면담 등 일정 주선을 지시

●

외무부는 10.30. 주아르헨티나대사와 주상파울루총영사에 권익현 특사가 파라과이 방문 계기에
주재국을 비공식 방문 예정임을 통보하고, 교민업무와 관련한 고위인사 면담주선과 교민관계
행사준비를 지시

3. 특사 활동 내용
●

브라질(상파울루) 방문(1990.11.17.~21.)
- 상파울루 교민회 주최 만찬, 교민대표를 위한 만찬
- 한인회관, 노인회, 부인회, 한인상가 밀집지역 방문
- Luiza Erundina da Souza 상파울루 시장 면담

●

파라과이 방문(1990.11.21.~24.)
- Andres Rodrigues 대통령 예방
- Alexis Frutos Vaesken 외무장관, Orlando Machuca Vargas 내무장관 면담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방문(1990.11.24.~26.)
- 교민초청 만찬, 교포 기자단 초청 간담회

90-0597

권익현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 남미 순방,
1990.11.17.-2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0 / 14 / 1-104

권익현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의 남미 순방자료임.
1. 특사파견 개요
2. 항공일정 및 호텔
3. 특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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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별 방문자료
●

브라질(상파울루)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5. 주요 외교 이슈별 참고자료
6. 기타 참고자료

90-0598

Yahya F. Al-Sumeit 쿠웨이트 국왕 특사(주택담당국무상)
방한, 1990.11.18.-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20-41 / 1 / 1-116

Yahya F. Al-Sumeit 쿠웨이트 국왕 특사(주택담당국무상)가 1990.11.18.~21. 방한함.
1. 방한 목적
●

국왕 메시지 전달, 페르시아만 정세 설명, 이라크군의 쿠웨이트로부터 철군 지원 요청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면담

2.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친서 전달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 및 오찬

●

KBS TV 인터뷰, 대한상의회장 예방

3.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예방시, Al-Sumeit 특사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잔악한 행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바, 동 장관은 한국 정부는 쿠웨이트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화와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주일본대사는 1990.11.21. Al-Sumeit 특사를 수행한 후 귀임한 주일본 쿠웨이트대사가 “금번
특사 일행에게 보여준 한국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와 한국 정부의 정중한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고 전달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사우디대사는 12.23. 동 특사의 외무부장관 앞 감사서한을 주사우디 쿠웨이트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외무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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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99

Montealegre, Harold J. 니카라과 대통령 특사
(대통령경제고문 겸 외채협상대표) 방한, 1990.11.11.-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41 / 2 / 1-71

Harold J. Montealegre 니카라과 대통령 특사(대통령경제고문겸외채협상대표)가 1990.11.11.~14.
방한함.
1. 방한 목적
●

파리에서 1990.12.3.~4. 개최되는 니카라과 원조국회의에 한국의 참가 요청 및 한국업체의
대니카라과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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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일정
●

파라과이 측은 국무총리 예방을 요청하였으나 동 방한기간 중 총리가 방일하게 됨을 감안,
외무부장관 예방,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면담 일정을 추진

3.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예방 시, Montealegre 특사는 세계은행 주관하에 니카라과 원조공여국 회의가 개최
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는 Chamorro 니카라과 대통령의 국무총리 앞 친서를
전달함.

4. 후속 조치
●

외무부는 1990.11.21. 주멕시코대사에게 대개도국 경협을 양자관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다자
간 원조공여국 회의에는 불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Chamorro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
동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을 감안하여 주프랑스대사관 직원 1명을 참석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보함.

90-0600

Bhutto, Begum Nusrat 파키스탄 수석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41 / 3 / 1-87

1990년 중 Begum Nusrat Bhutto 파키스탄 수석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초청 경위
●

외무부는 1990.4월 파키스탄 신정부와의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부총리 명의로 Nusrat
Bhutto 수석장관을 방한 초청해 줄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함.

●

외무부는 주파키스탄대사에게 Bhutto 수석장관을 1990.8월 중 외무부장관 명의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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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hutto 수석장관 방한 연기
●

주파키스탄대사는 파키스탄 외무성 아태국장이 긴급 초치하여 Bhutto 수석장관이 Benazir
Bhutto 파키스탄 수상의 북구 3개국 순방 관계로 방한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전달하여 왔음을
보고함.

90-0601

Medvedev, Vadim A.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 방한,
1990.11.16.-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41 / 4 / 1-183

Vadim A. Medvedev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이 1990.11.16.~23.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제2차 한･소련 경제인합동회의시(1990.3.23.~28., 서울)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한･소련 경제
협력 및 과학기술협력 세미나 참석

2. 주요 방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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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외무부장관, 부총리, 과학기술처장관 및 상공부장관 예방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한･소련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협력 세미나 참석, 서울대학교 특강(주제: 페레이스트로이카의 철학)

3. 대통령 예방 시 면담요지(1990.11.17.)
●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시기와 관련, Medvedev 위원은 1990.12.14. 혹은 15일을 제시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감안하여 12.17.이 좋겠다고 언급

●

노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내년 극동지역 방문기회에 방한을 희망한바, 동 위원은
1991.4월 방일 예정이며 말씀하신 것을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발언

●

동 위원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40~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기대 의사 표명

●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위한 소련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바, 동 위원은 하루속히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다 같이 유엔에 가입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소련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

90-0602

국회(의회) 현대화 총회,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90.8.21.-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1 / 5 / 1-34

제1차 국회(의회) 현대화 총회가 1990.8.21.~2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됨.
1. 참석국
●

28개국 77명

●

한국은 아르헨티나의 초청으로 이종찬 의원, 황낙주 의원을 파견함.

2. 주요 의제
●

국회를 통한 시민의 참여, 국회기능의 현대화

●

사회와 국회의 관계, 국회 현대화 협력 방안

●

민주적인 컨센서스로서의 국회, 국회와 행정부 관계 등

3.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 연설요지
●

금번 총회의 개최 목적은 각국 국회의 경험과 지식을 소개하여 국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

중남미국가들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위기 극복은
민주적 제도의 정착에서 비롯됨.

●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되는 국회제도가 민주적으로 우선 정착되어야 하고, 국회가 행정부나 일개
정당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곳이 되어야 함.

●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현대화되어야 하며, 국회의 발전없이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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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03

한･중화민국 의회 교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41 / 6 / 1-157

1. 국회 측은 1989.1.16. 1989년 의원친선협회의 해외방문 목적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목적
- 방문국 의회 및 정부 지도자와 면담을 통해 상호이해증진 및 우호협력강화
- 방문국 의회 및 정부 현황과 운용을 시찰, 연구함으로써 의회 정치의 발전에 기여
- 한반도 정세 설명으로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
● 국회 8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원 5~6명)이 분담하여 2~3월 중 대만(구 중화민국) 및 파키스탄,
3~4월 중 구주 의회 및 아일랜드, 4~5월 중 캐나다 및 멕시코, 7~8월 중 방글라데시 및 뉴질랜드를
각각 방문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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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상공위 위원단의 대만 방문(1989.5.4.~7.)
●

한국 상공위 위원 6명은 입법자료 및 중소기업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대만을 방문하여 경제부
중소기업처, 신죽공업단지 공업기술연구원을 시찰함.

3. 민정당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1989.6.12.~16.)
●
●

대만 외교부 초청
한국 국회의원들은 유활재 대만 입법원장, 연전 외교부 부장, 정위원 국방부장들과 면담, 한국과
대만은 분단국가로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우호증진이 필요하다고 함.

4. 국회대표단의 ‘89 피압박민족주간 행사’ 참가를 위한 대만 방문(1989.7.18.~23.)
●

국회대표단은 이등휘 총통, 유활재 입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이 반공대열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동 총통은 양국은 형제지국으로서 평화적인 민주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유 입법원장은 대만은 삼민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한국은 오랜 친교를 통해 맺은
우방이라고 강조함.

5. 민주발전을 위한 국회법률개폐특위의 대만 방문(1989.7.24.~26.)
●

한국 특위는 유활재 입법원장을 예방하고 국민당 대륙 공작회를 방문함.

6. 대만 야당의 한국 방문(1989.8.19. 및 8.25.)
●

대만 최당 야당인 민진당 대표가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예방하고 ‘아시아반독재운동연맹’ 추진을
제의한바, 김대중 총재는 제의를 수락함.

90-0604

김재순 국회의장 중화민국 방문, 1990.2.7.-1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41 / 7 / 1-160

김재순 국회의장이 1990.2.7.~10. 대만(구 중화민국)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조정
●

대만 입법원장은 1989.8.28. 쌍십절 계기 김재순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초청장을 발송

●

국회, 방문기간을 1989.12.5.~8.로 수정 제의

●

국회, 국회일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

그 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1990.2.7.~10.로 방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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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단 구성
●

국회의장 내외, 국회의원 6명, 국회의장 비서실장, 수행원 4명, 기자단 7명

3. 주요 방문 일정
●

예방
- 이등휘(李登輝) 총통

●

면담
- 유활재(劉闊才) 입법원장, 연전(連戰) 외교부장, 황존추(黃尊秋) 감사원장, 하의무(何義武)
국민대회 비서장

90-0605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캐나다 및 미국 방문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1 / 8 / 1-162

1990.8.29.~9.6.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 캐나다 및 미국 방문을 추진함.
1.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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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격려 및 의원 친선 증진

●

멀루니 캐나다 수상 면담

●

부시 미국 대통령 면담

2.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은 1990.8.25. 이라크･쿠웨이트사태 등 긴박한 국제정세 전개와 국내
정국을 고려하여 캐나다 및 미국 방문을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함.
3. 김영삼 위원 미국 및 캐나다 방문 참고자료(1990.8~9월, 외무부)
●

국제 정세,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한･미국 양자관계, 한･캐나다 양자관계

90-0606

국회의원단 독일 방문, 1990.8.14.-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1 / 9 / 1-59

박관용 국회 통일특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대표단(의원6명, 수행기자단3명)이
독일의 통일과정 실태파악을 위해 1990.8.15.~22. 독일을 방문함.
1. 주요 면담인사 및 일정
●

Stercken 연방하원 외무위원장, Hans Modrow 전 동독 수상

●

아데나워 재단, 독일문제연구소, 동독 국제정치경제연구소, 동독 사회과학연구소 방문

2. 국회 통일특위 대표단은 독일 방문기간 중 동독 초중고 교과서 및 통독 군사자료 등을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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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07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일본 방문, 1990.3.19.-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1 / 10 / 1-114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은 1990.3.19.~20. 일본을 방문함.
1.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은 소련 방문에 앞서 1990.3.19.~20. 일본을 방문하여 가이후 일본
수상, 도이 다카코 사회당 위원장을 면담함.
●

가이후 수상 면담(3.19.)
- 배석자: 박철언 정무장관, 황병태 의원, 김용채 의원, 김수환 전 의원
- 면담내용: 대통령 방일 관계, 재일한국인 3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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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사회당 위원장 면담(3.20.)
- 참석자: 박철언 정무장관, 황병태 의원, 김우석 의원
- 면담내용: 사회당의 현실적인 남북한 정책 채택 요청 및 도이 위원장에 대한 방한 초청

2.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은 소련 방문 후 귀로에 1990.3.28.~29. 일본을 경유함.
●

주요 일정
- 다케시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 면담 및 일･한 의원연맹 주최 만찬
- 이시다 공명당 위원장 면담
- 주일본 특파원과의 조찬

90-0608

김재광 국회부의장 뉴질랜드 및 말레이시아 방문,
1990.7.24.-8.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41 / 11 / 1-53

김재광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1990.7.24.~8.1. 뉴질랜드 및 말레이시아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방문국 의회지도자와의 예방 및 면담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기존 유대강화

●

현지 교민 위로 및 조국애 함양

2. 방문국
●

뉴질랜드(1990.7.24.~29.), 말레이시아(7.29.~8.1.)

3. 주요 일정
●

Amin 말레이시아 하원 부의장 면담 및 Amin 부의장 주최 만찬 참석, 교민 및 상사대표 초청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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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09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소련 방문, 1990.3.20.-27.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41 / 12 / 1-280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 1990.3.20.~27. 소련 방문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선발대 방문
●

정무 제1장관실은 1990.2.9. 관련 부처에 정재문 의원 등 소련방문 선발대(3명)의 소련 입국
(1990.2.19.~24.) 관련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이의없음을 통보함.

2. 미국 측에 방문추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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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은 1990.3.5. Gregg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이
1990.3.20.~27. 모스크바를 방문 예정이며, 소련 측 초청은 IMEMO(소련최고국책연구기관)
명의이나 공산당도 호스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3. 주소련영사처장, 방문 문제 협의
●

공로명 주소련영사처장은 1990.3.7. 마르티노프 IMEMO 소장을 예방하여 김영삼 최고위원
방소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마르티노프 소장은 공산당 제2인자인 야코블레프가 카운터파트너가
되며, 야코브레프 서기는 소련의 대외관계의 책임자라고 언급함.

4. 자료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방소자료

●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소련방문(일정 및 대표단)자료

●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방소자료(IMEMO 연설안)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방소시 출발 및 도착성명(안)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방소 면담자료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방소 브리핑자료

●

박철언 정무장관 소련 언론기고문(안)

●

박철언 정무장관 방소자료

90-0610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소련 방문, 1990.3.20.-27. 전2권
(V.2 활동보고 및 결과)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41 / 13 / 1-221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이 1990.3.20.~27. 소련을 방문함.
1. 대표단
●

김영삼 최고위원 내외, 박철언 정무제1장관 등 공식대표단(13명), 비공식대표단(16명), 수행
기자단(30명)

2. 방문 결과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 국교정상화 문제: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그동안 서 있지는 말자고 언급
- 정상회담: 한국 측 제의에 불언급

●

야코블레프 정치국원
- 수교는 양국이 처해 있는 논리, 역사 및 조약상 의무 등과 관련되는 문제임에 비추어 경제
등 제분야가 충실히 진전되어 그 양이 질을 전환시키게 될 때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단, 그
시기는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함.

●

라베로프 부총리(기술･과학담당) 및 Martyuk 과학원 원장
- 소련 측: 과학분야 교류증진 제의
- 한국 측: 과학기술담당장관 상호교환 방문 및 회담 제의

●

시타랸 부총리(대외경제담당)
- 한국 측
･ 수교를 위한 정부간 협상 즉시 개시
･ 각료급 단장의 정부간 협의기구 구성
･ 관민 경협 합동위 설치
- 소련 측
･ 당분간 기존 경협기구 이용도 가능
･ 투자보장협정 대신 최혜국 대우 부여하는 법적･제도적 배려

●

부루텐스 당국제부 부부장
- 대통령 친서전달 요청
- 수교 및 경협문제 협의를 위한 각료급 대표단 파견 제의

●

사이킨 모스크바 시장
- 서울시와 모스크바시 간 자매결연 문제 협의

657

3. 평가
●

양국 정상간 친서교환을 통한 관계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확인

●

수교, 경협 문제 타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 합의
- 1990.5월경 정부차원의 사절단 파견, 본격 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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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11

국회의원단 소련 방문, 1990.9.1.-1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41 / 14 / 1-130

민주자유당 국회의원단이 1990.9.1.~10. 소련을 방문함.
1. 방문 협조 요청
●

제1정무장관실은 1990.8.23. 유학성, 이한동, 김한규 민주자유당 의원의 소련 방문 관련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
- 외무부는 8.24. 주소련영사처장에게 동 의원단 방문일정(잠정)을 통보하고 대표단 방문 시
협조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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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

9.3. 티타렌코 국동연구소장 면담

●

9.4. 나자르바에프 카자흐공화국 대통령 예방

●

9.5. 알마아타 시장 면담

●

9.6. 카피차 동양학 연구소장, 마르티노프 IMEMO(소련최고국책연구기관) 소장, 이그나텐코
New Times 편집장, 보론초프 ‘극동의 제문제’ 편집장 면담

●

9.7. 아가베간 대통령 고문, 브르텐스 공산당 국제부 부부장, 샤타린 대통령위원회 위원, 아발킨

●

9.8. 비자노프 공산당 중앙위 위원 면담

부수상 면담

3. 참고 자료
●

방소 의원단을 위한 참고자료(외무차관 주최 오찬 시 구주국장 브리핑 자료)

●

국회의원단 소련방문 참고자료

●

아발킨 부수상 예방자료

●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련 “카자흐스탄공화국” 방문 결과 보고서

90-0612

국회의원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1 / 15 / 1-228

1987~89년 중 국회의원의 미국 방문 내용임.
1. 최영철 국회부의장(1987.1.21.~29.)
●

방문 목적: 케네디 상원의원 등 미 의회지도자 면담

2. 김동영. 홍사덕 의원 등 신민당 의원단 9명(1987.2.11.~20.)
●

방문 목적: 아리조나대학 아시아문제연구소 주최 한국관계 세미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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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형 국회의장(1988.5.13.)
●

방문 목적: 미국 대선 및 총선동향 파악을 위한 미국 정계 및 의회 지도자 면담

4. 김종필 공화당 총재(1988.8.3.~5.)
●

방문 목적: 뉴욕 동포단체 방문 및 동포사회 주요 인사 면담

5. 김종필 공화당 총재(1989.1.30.~2.10.)
●

방문 목적: 상원 외교위 Cranston 위원장 초청에 의한 상원 외교위 의원단 면담

6. 이철 의원(1989.3.1.~2.)
●

방문 목적: 하바드대학 옌칭연구소 개최 세미나 참석

7. 권노갑 평민당 의원(1989.4.8.~22.)
●

방문 목적: 김대중 평민당 총재 미국 방문 추진 사전협의

8. 이덕호(민정), 김덕규(평민), 강신옥(민주)의원 등 국회의원단 7명(1989.6.10.~25.)
●

방문 목적: 워싱턴 소재 대의정부연구소 주최 세미나 참석

9.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위원장 김현욱 의원) 의원단 5명(1989.6.19.~25.)
●

방문 목적: 해외동포 실태조사 및 미국 의회 지도자 면담

10. 조세형 평민당 의원(1989.7.4.~20.)
●

방문 목적: 김대중 평민당 총재 미국 방문 추진 사전협의

90-0613

김재순 국회의장 아주 순방, 1990.1.30.-2.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41 / 16 / 1-193

김재순 국회의장이 1990.1.30.~2.15. 아주지역을 순방함.
1. 추진 경과
●

1989.9.29. 국회사무처는 1990년도 의원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1990.2월 초 호주 등 3개국
방문 가능성 타진을 외무부에 문의함.

●

1989.10.17. 외무부는 관련 공관에 접수가능 여부를 타진, 보고하도록 지시함.

●

1989.12.22. 국회사무처는 공관의 보고를 감안하여 1990.1.30.~2.15. 호주, 대만(구 중화민국),
태국을 방문하기로 외무부에 통보하고 제반조치를 요청함.

●

1989.12.27. 외무부는 방문 기간 및 수행원 명단을 관련 공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과 일정
협의를 지시함.

2. 순방 결과
●

수행원: 오한구 등 의원 5명, 수행원 5명, 수행기자 5명

●

방문국 및 기간
- 호주(1990.2.1.~6.), 대만(2.7.~10.), 태국(2.12.~15.)

●

방문 내용
(호주)
- 면담 인사: 헤이든 총독, 멕클레이 하원의장, 보우웬 수상대리, 그라이너 NSW주 수상
- 호주 측 언급사항: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안부전달,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한국의 역할
- 일정: 멕클레이 하원의장 주최 선상 만찬, 보우웬 수상대리 겸 법무장관 주최 오찬
(대만)
- 면담 인사: 이등휘 총통, 유활재 입법원장, 황존추 감찰원장, 하의무 국민대회 비서장
- 대만 측 언급사항: 노 대통령 방중 초청, 한국의 북방정책 성과 기대, 3당 합당 관련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 기대, 양국 의원교류의 중요성 강조
- 일정: 기자회견, 입법원장 주최 만찬
(태국)
- 면담 인사: 차티차이 수상, 완 상원의장, 판챠 하원의장
- 태국 측 언급사항: 3당 합당을 통한 노 대통령의 정치력 평가 및 정치안정 전망, 한국의 대
태국 투자진출 및 기술이전 요청, 한국의 동남아 내 역할증대 희망
- 행사: 상원의장 주최 오찬, 하원의장 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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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14

김재순 국회의장 아주 순방, 1990.1.30.-2.1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41 / 17 / 1-168

김재순 국회의장 아주 순방 관련 자료임.
1. 국회의장 아태 3국 방문(1990.1월, 외무부 아태국)
●

개요: 일행 명단, 방문국 및 기간

●

방문 일정
- 공식 방문국(호주, 대만(구 중화민국), 태국), 경유국(싱가포르,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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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장 아태 3국 공식방문 준비상황보고(1990.1.24., 국회사무처)
●

일반사항: 방문국, 방문 기간, 방문단, 주요 일정, 주요인사 약력

●

참고사항: 항공일정표, 호텔, 공항-시내 거리표, 시차표, 기후 및 복장, 주재공관 일람표

●

방문국 개황

3. 국회의장 아주 순방 브리핑 자료(1990.1.24., 외무부)
●

방문 일정: 공식방문국, 경유국, 면담인사 인적사항

●

지역 정세: 아세안, 캄보디아 정세, 남태평양 정세, 아태협력문제, 중국 정세

●

방문국 정세

●

아국과의 관계 및 주요현안

●

방문국 한국공관 현황

90-0615

Hewson, John Robert 호주 자유당 당수 방한,
1990.7.3.-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41 / 18 / 1-59

John Robert Hewson 호주 자유당 당수가 1990.7.3.~4. 방한함.
1. 방한 목적
●

관심국 순방(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PNG 포함)

●

예방일정 추진: 국무총리(당초 호주 측은 대통령 예방을 희망한바, 성격상 국무총리로 대체),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2. 방한 결과
●

Hewson 당수는 1990.7.3.~4.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면담, 재한 호주 실업인 초대
조찬 및 한국 실업인 초청(금진호 무역협회 상임고문 및 음영기 한･호주 민간경협위 회장 등)
오찬 일정을 가짐.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면담 시 동 당수는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을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구상으로 평가함. 한국 측은 동 당수가 관심을
표명한 남북대화 진전상황, 최근 한국과 일본, 소련, 미국 간의 3개 정상회담 결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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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16

브라질 국회의원 방한 초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2 / 1 / 1-21

1989~90년 중 브라질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Antonio Ueno 브라질 하원의원
●

1989.4.15.~18. 및 4.21.~23. 방한 희망
- Ueno 하원의원 4.15.~18. 방한 접수(국회 측 체재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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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방, 의원친선협회 의원 면담, 시찰 및 만찬 제공

2. Inocencio De Oliveira 하원 제1부의장 등 의원단 10명 방한 희망
●

최근 다수 브라질 의원단 방한 등으로 공식 접수가 어려움을 통보

●

Celso Dourado 하원의원 방한(1989.8.15.~27.) 희망에 대해서도 공식 접수 불가 회신

3. Paes De Andrade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초청(국회)
●

Andrade 하원의장은 1990.2.3.~15. 방한 추진 의사 표명

●

국회 측은 국회사정상 초청 영접시기가 적절치 않아 추후 초청 계획임을 알려옴.

90-0617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2 / 2 / 1-190

1989~90년중 콜롬비아 국회의원이 방한함.
1. 콜롬비아 상원의원단
●

방한 경위
- 국회의장 방한 초청에 따라 방한(1989.1월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장 전달)

●

방한 일정
-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콜롬비아 참전비 헌화, 삼성전자, 콜롬비아
명예영사 주최 만찬, 판문점 및 땅굴 시찰, 울산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시찰

2. Noberto Morales Ballesteros 하원의장 부부 일행
●

방한 경위
- 김재순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

●

방한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국회의장 내외 주최 만찬
-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시찰
-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Morales 하원의장은 4.19. 외무부장관 예방 시 콜롬비아 의회 대십자훈장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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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18

Fonka Shang, Lawrence 카메룬 국회의장 방한,
1989.7.18.-2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42 / 3 / 1-91

Lawrence Fonka Shang 카메룬 국회의장이 1989.7.18.~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Paul Biya 카메룬 대통령이 1990.5월 북한을 방문한 Fonka Shang 국회의장에게 방한 권유
및 허가로 카메룬 측은 공식 방문을 희망하였으며, 김재순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함.

2. 주요 일정
666

●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및 국회의장 주최 만찬

●

올림픽경기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판문점 등 시찰

3. 방한 의의
●

1985년 이래 한･카메룬 간 장관급 교류가 없었으나, 카메룬 공식서열 2위의 국회의장 방문으로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

1989.5.8.~15. 북한을 방문한 Fonka Shang 국회의장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계기가 됨.

90-0619

Docko, Michel 중앙아프리카 국회의장 방한,
1990.6.19.-25.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42 / 4 / 1-111

Michel Docko 중앙아프리카 국회의장이 1990.6.19.~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으로 1989.2월 Maurice Methot 중앙아프리카 국회의장을 초청

●

1989.3.24. Michel Docko 신임 국회의장 임명으로 동인에게 방한초청장 전달

2.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및 국회의장 주최 만찬, 건설교통부장관 예방

●

삼성전자, 올림픽경기장, 판문점 시찰, 비원 관광

3. 주요 방한 결과
●

Michel Docko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한국의 무상원조 제공 요청
- 50대 코란도 차량, 10대 소형 컴퓨터, 12대 워키토키, Audio-Visuals 지원 요청

●

동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을 중앙아프리카에 공식 초청하고 양국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안

●

1990.12월 중앙아프리카 국회의사당용 기자재를 1991년도 무상원조로 지원 예정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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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20

에콰도르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2 / 5 / 1-134

1988~90년 중 에콰도르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Efren Cocios 민주좌익당 당수 방한
●

1987.8.8.~12. 방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총선 관계로 연기되어 1988.5.15.~22. 방한

●

1988.5.8. Rodrigo Borja 민주좌익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

●

주요 방한일정
- 이현재 국무총리, 최광수 외무부장관 면담
- 판문점, 올림픽시설,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등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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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성향 에콰도르 신정부의 여당 당수의 방한으로 신정부와 관계강화에 기여

2. Wilfrido Lucero 국회의장 방한 추진
●

Lucero 국회의장 등 에콰도르 의원단은 1989.7월 세계청소년축전 기간 중 방북 예정

●

1989.4월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 전달

●

Lucero 국회의장은 1990.6월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국회의장 교체 시기와 겹쳐 접수 불가

3. Efren Cocios 외무위원장 방한 추진(계획)
●

1990.10월 국회는 Efren Cocios 에콰도르 외무위원장을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명의로 초청함.

90-0621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2 / 6 / 1-98

1987~88년 중 프랑스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Aymeri de Montesquiou 프랑스 하원의원 방한(1987.1.20.~23.)
●

방한 목적: 한･프랑스 관계 및 양국통상관계 조사

●

정부인사, 국회 외무위원장, 무역협회장 등 면담

2. Pierre Weisenhorn 프랑스 하원 생산교역위 부위원장 등 프랑스 의원사절단 방한(1987.3.3.~8.)
●

방한 목적: 한･프랑스 경제교역 현황 및 발전현황 조사

●

국회의장,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 차관보 등 면담

3. Germain Authie 상원 법사위 간사 등 프랑스 상원 법사위사절단 방한(1988.3.3.~7.)
●

방한 목적: 국회, 사법분야, 지방행정제도, 상법 관련사항 시찰 및 연구

●

국회의장, 외무부차관, 법무부차관, 내무부차관,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면담

4. Jean Faure 상원의원 등 프랑스 상원의원단 방한(1988.9.15.~27.)
●

올림픽 참관

5. Rene Monory 상원의원 방한(1988.10.18.~20.)
●

독립기념관 방문

6. Michel Ameller 하원 사무총장 방한 초청
●

1987.3월 이재환 국회 사무총장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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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22

Stercken, Hans 독일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1990.7.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2 / 7 / 1-87

Hans Stercken 독일 하원 외무위원장이 북한 방문 후 1990.7.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1.13. Stercken 서독 하원 외무위원장은 주독일대사 면담 시, 방북 후 판문점 경유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함.

●

1989.12.13. 한국 정부는 주독일대사에게 동 위원장의 판문점 경유 방한 허용 의사를 전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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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5.31. 주독일대사의 동 위원장 면담 시, 동 위원장은 4월 초 방독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무위원장의 동 위원장 방북 초청에 대해 판문점 경유 문제협의를 요청한바, 북한 측이 동의
입장을 통보하여 왔다고 언급함.

●

1990.6.21. 주한 독일대사관은 북한 측이 동 위원장의 판문점 경유 허용 방침을 철회하였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려옴.

2. 방한 목적
●

지역정세 시찰

3.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경제수석비서관, 국회외무위원장 등 면담

4. Stercken 위원장의 한국 측 인사 면담시 주요 언급내용
●

연형묵 정무원총리, 허담 외교위원장 등과 면담
- 김일성 면담을 제의받았으나 북한 측 홍보에 이용될 가능성과 독일 정부 입장을 고려하여 사양

●

북한지도자들과 면담 시 북한의 무력포기 정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역설
- 북한 당국자들은 동독 공산주의 소멸에 의한 동서독 통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인상

●

북한 총리 등이 통일독일과의 외교관계 수립 희망을 강력히 표명

●

독일 정부는 대북한 관계 문제를 전통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사전 협의할 예정임.

90-0623

Burke, Thomas Kerry 뉴질랜드 국회의장 방한,
1990.4.21.-2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42 / 10 / 1-75

Thomas Kerry Burke 뉴질랜드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뉴질랜드 의회대표단이
1990.4.21.~27. 김재순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함.
1. 경위
●

1989.4.20. Burke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4.19. 신임 주뉴질랜드대사의 부임인사차 예방 시
1987년 이재형 국회의장의 뉴질랜드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1990.4~5월경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주뉴질랜드대사는 동 의장의 방한을 위하여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을 발송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논의 내용
●

태평양시대 도래에 따른 한･뉴질랜드 협력 확대방안

3. 주요 방한일정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김대중 평민당 총재 예방

●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방문

●

판문점, 뉴질랜드 6.25 참전 기념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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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24

Aquino, Miguel A. 파라과이 하원의장 방한,
1990.3.18.-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2 / 11 / 1-36

Miguel A. Aquino 파라과이 하원의장이 1990.3.18.~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파라과이대사는 Aquino 파라과이 하원의장 부부가 1990.3.12.~19. 대만(구 중화민국) 정부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해 오면서 동 기회에 동 의장 부부를 방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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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의의
●

양국 의회간 교류에 기여할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한･파라과이 의원친선협회 재구성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범 여당내 친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3.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예방, 국회의장 내외 주최 만찬, 주한 파라과이대사 주최 리셉션

●

국립국악원,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방문삼성전자 및 기아산업 시찰

90-0625

Lello, Jose 포르투갈 사회당 원내부총무 방한,
1989.9.18.-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42 / 12 / 1-40

Jose Lello 포르투갈 사회당 원내부총무가 1989.9.18.~24.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7.18. 주포르투갈대사는 Lello 포르투갈 사회당(제1야당) 원내부총무가 9월 방한을
희망한바, 양국 국회간 관계강화와 한국에 대한 협조 등을 감안하여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나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장 명의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

1989.8.31. 주포르투갈대사에게 국회사무처가 송부한 김봉호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장 명의
초청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2.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 외무통일위원장,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

김영삼 총재, 외무부차관 예방

●

판문점 시찰, 삼성전자 방문 등

3. 방한 결과
●

Lello 사회당 원내총무는 외무부차관 면담 시 한국이 포르투갈을 EC(구주공동체) 시장에 진출
하는 기지(platform)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이 더욱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주포르투갈대사가 1989.10.3. 개천절 기념 리셉션에서 동 의원을 만났을 때 동 의원은 방한에
크게 만족하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회, 특히 정당간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포르투갈 Jornal De Noticias지는 동 의원의 방한사실과 Korea Herald 인터뷰 내용을 다루면서
1992년 EC 단일시장 발족에 대비한 한･포르투갈 양국간 경협 필요성과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동 의원의 긍정적 평가 등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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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26

스리랑카･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90.7.8.-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42 / 13 / 1-69

John Amaratunga 의원(외무담당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스리랑카･한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이 1990.7.8.~14. 방한함.
1. 경위
●

이민섭 한･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초청

2. 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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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양국 경제협력증진 방안 등

3.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노동부차관, 과기처차관 예방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찰

●

판문점 및 땅굴 시찰

90-0627

Lachmon, Jagernath 수리남 국회의장 방한,
1990.4.9.-1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42 / 14 / 1-118

Jagernath Lachmon 수리남 국회의장이 1990.4.9.~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3.30. 주수리남대사는 Jagernath Lachmon 국회의장이 오는 7월 말 인도와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동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방문 희망을 표시한바, 동인이 주재국 정계의 최고 실력자
임을 감안하여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89.4.26. 외무부는 주수리남대사관을 통해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을 송부함.

●

1989.9.21. 주수리남대사가 E.Bleau 국회사무총장 접촉 시, 동 사무총장은 무장난동사건 및
정부예산 심의 지연 등으로 방한시기 연기를 검토중임을 언급함.

●

1989.12.1. 주수리남대사는 Lachmon 국회의장 및 E.Bleau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방한과
관련하여 문의한바, 1990.4월 니코시아 IPU 총회 참석후 방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주내
방한일정을 결정, 통보해 주겠다고 말함.
- E.Bleau 사무총장은 주수리남대사에게 동 내용을 확인하는 1989.12.28.자 서한 송부

2.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대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과기처장관, 재무부장관, 수산청장 면담

●

판문점 시철,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3. 방한 성과
●

Lachmon 수리남 국회의장은 수산청장 면담 시 수리남 조업선에 대한 법인세 소급부과 과세
관련 한국 측 제기에 대해 한국에 와서 동 문제를 상세히 알게 된 만큼 귀국 후 원만히 해결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동 국회의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함.

●

동 국회의장은 귀국 도착 기자회견에서 한국 방문은 우호적이고 성공적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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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28

Slaheddine BALY 튀니지 국회의장 방한, 1990.9.20.-24.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2 / 15 / 1-74

Slaheddine Baly 튀니지 국회의장이 1990.9.20.~24.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5.11. 국회사무처는 1989.4월 총선 이후 국회의장으로 재선된 Baly 튀니지 국회의장에
대한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주튀니지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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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y 의장은 의원 3인을 포함한 튀니지 의회 대표단의 방한 일정에 동의함.

2. 방한 주요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

판문점, 제3땅굴, 올림픽 주경기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국립박물관 관람, 창덕궁 관광

90-0629

Erdem, Kaya 터키 국회의장 방한, 1990.5.14.-18.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0-42 / 16 / 1-53

Kaya Erdem 터키 국회의장이 1990.5.14.~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1.15. 주터키대사는 외교단의 대통령궁 신년하례식 참석후 동 리셉션장에서 Kaya
Erden 국회의장을 접촉, 방한 초청사실을 상기시킨바, 동 의장은 금년 중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방한을 희망하며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제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

1990.3.22. 주터키대사가 터키 국회의장 보좌관인 Behic Hazar 대사 면담 시, 동인은 터키
국회의장이 1990.5.14.~18. 방한 예정이라고 말함.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

부산 유엔군 묘지(터키군 묘역) 참배 및 산업시찰(포항제철)

3. 방한 성과
●

주터키대사는 Kaya Erden 국회의장이 귀국 공항 기자회견 시 “금번 방한중 대통령, 국회의장을
예방･면담했으며,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목격하고, 한국동란으로 맺어진 양국우호관계가
이제는 상호경제협력으로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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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30

영국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2 / 17 / 1-182

1987~90년 중 영국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Robert Jackson 의원(1986.2.22.~27.)
●

주영국대사가 1986.12.29. 한･영국 의회협력 증진, 영국 의회내 친한세력 확대 등을 위해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

●

국회의장 예방, 이종찬 한･영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외무부차관 면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산업시찰, 판문점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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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ter Emery 하원의원(1987.4.7.~9.)
●

김선홍 기아산업 사장 초청으로 방한

●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등 한반도 정세, 한･영국 합작투자 사업 등 경제협력 증대방안 등 논의

3. 영국 하원 교통위 소속 의원단(1988.3.8.~11.)
●

단장: David Marshall 의원(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

양국 해운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 정부의 해운 정책 등을 파악 목적

●

교통부장관 및 해운항만청장 면담, 해운기술원 및 선주협회 등 방문

4. Bernard Weatherill 영국 하원의장(1990.9.13.~17.)
●

박준규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및 삼성전자 시찰 등

90-0631

Levin, Carl M. 미국 상원의원 방한, 1989.1.8.-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42 / 18 / 1-21

Carl Levin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재래군비 및 동맹방위 소위원장이 1990.1.8.~11. 방한함.
1. 방한목적 및 일정
●

주한 미군사령부 및 주한 미합동군사지원단 방문, 현황 청취

●

외무부장관대리, 국방부장관 등 예방

2. 동 상원의원은 외무장관대리 면담 시 남북대화 전망,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 CFC 지휘체계,
CBM등에 관심을 표명함.
3. 동 상원의원의 외무장관대리 면담요록과 국방장관 면담 시 주요 협의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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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32

Inouye, Daniel K.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방한,
1990.4.9.-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2 / 19 / 1-111

Daniel K. Inouye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일행이 1990.4.9.~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Richard Collins 미국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전문위원은 주미국대사관 직원 면담 시 동 소위
소속 의원 일행이 1990.4.7.~17.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도쿄 등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옴.
- 동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AKRBR 의회가 주도하는데 대해 회의적이며, 한미 정부간
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방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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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국방부장관,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예방

●

포항제철 시찰

3. 방한 결과(1990.4.10. 외무부장관 면담 주요내용)
●

Inouye 의원 언급 요지
-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1950년 당시와 같이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 그러나 젊은 의원들은 한국전의 폐허현상을 본적이 없으며, 최근 유럽의 변화 등에 따른
행복감에 도취되어 평화배당금 운운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한국이 현재 미국의 7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세계 20대 교역국으로
꼽힐 만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음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방위비분담을
떠맡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음.
- 현저한 방위비 분담증액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위해 의회 내 동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북한이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남북한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현실임.
-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위해 능력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90-0633

미국 외교안보관계 의회 보좌관단 방한, 1990.8.18.-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2 / 20 / 1-182

미국 외교안보관계 의회보좌관단이 1990.8.18.~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는 1986~87년간 한･미국 의회 간 유대증진을 위해 2차에 걸쳐 세종연구소(구 일해재단)
주관으로 미국 의회 보좌관들의 방한초청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988~89년간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현안이 감소함에 따라 동 사업을 일시 중단함.

●

1990. 3.28. 주미국대사관은 동구권의 와해 및 미국･소련 간 군축협상 등으로 미국 의회 내
주한미군 감축 주장 및 방위비 분담 압력이 가열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의회의 한국 안보상
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미국 의회 외교안보 관련 의원 보좌관의 방한초청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수락하고 8월 방한을 추진하기로 함.
- 5.30. 외무부가 초청사업을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사업(Congressional Staff Foreign
Affairs Exchange Program) 초청기관으로 외무부를 USIA(미국공보처)에 정식 등록함.

2. 방한의원 보좌관(7)
●

상원의원(공화당) 보좌관 5명
- Robert McArthur, Jim Morhard, Timothy Trenkle, Lyric Wallwork, Gregory Stanko

●

하원의원 2명
- Jennifer Shaw(공화당), Warren Kirk Bell(민주당)

3. 방한 일정
●

외무부 제1차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안보원장 예방

●

여야 국회의원 면담

●

판문점, 포항제철, 국립박물관 시찰

4. 외무부가 작성한 미국 의회 보좌관 면담자료
●

동북아 정세, 한미 양자관계, 한국 국내정세, 최근 미국 의회의 한국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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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34

Lugar, Richard G. 미국 상원의원 방한, 1990.8.23.-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2 / 21 / 1-115

Richard Lugar 미 상원의원이 1990.8.23.~29. 방한함.
1. 방한 목적
●

동아시아 정세 파악을 위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대만(구 중화민국), 한국 순방

2. 주요 일정
682

●

대통령 예방(Gregg 주한 미국대사 동석)

●

박준규 국회의장, 박정수 외무통일위원장 예방

●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면담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용산 미군기지 방문

90-0635

미국 상원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 안보과

MF번호

2020-42 / 22 / 1-164

1989∼90년 중 미국 상원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John McCain 의원(1990.1.5.~9.)
●

수행원: Phil Gramm 상원의원 및 의회 전문위원 4명

●

방한 목적: 방위비 분담 및 통상문제 협의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 외신기자클럽 연설
- USFK 방문, DMZ 시찰, KAL 관계자 면담

2. Timothy E. Wirth 의원(1990.1.10.~14.)
●

수행원: 군사외교보좌관, 전문위원

●

방한 목적: 한반도 정세, 북한의 위협평가 및 주한미군 문제 자료조사

●

주요 일정
- 법제처장, 외무부장관, 동자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안보보좌관 예방

3. Daniel K. Inouye 의원(1990.4.9.~12.)
●

수행원: Ted Stevens 상원의원 등 8명

●

방한 목적: 주한미군 시찰 및 군사정세 평가

●

주요 일정
- 주한 미군사 브리핑 청취
- 대통령,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회외무통일위원장 예방
- 외무부장관 오찬
- 오산 공군기지 시찰, DMZ 및 미2사단 시찰

4. Frank Murkowski 의원(1990.11.26.~29.)
●

방한 목적: 통상, 에너지, 어업관련 논의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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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36

미국 하원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안보과

MF번호

2020-42 / 23 / 1-105

1990년 중 미국 하원의원단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Skelton 의원(1990.8.31.~9.2.)
●

대표단(총9명)
- Ike Skelton 의원(민주, 미주리) 부부
- Solomon Ortiz 의원(민주, 텍사스)
- Bob McEwen 의원(공화, 오하이오) 부부
- Archie Barrett 군사우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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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el Oban 소기업위원회 전문위원
- Donald Nash 국방부 연락장교
- Elaine Hogg 국방부 연락장교
●

방한 목적: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 및 주한미군 실태 파악

●

주요 일정
-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주한미군 시찰 및 DMZ 방문

●

방한 의원단은 중동사태 관련 한국 정부가 물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제공 등 협조에 사의를 표함.

2. Gary Ackerman 의원(1990.11.5.~8.)
●

수행단(4명)
- Michael Nussbaum 퀸스 트리뷴지 발행인
- David Springer 하원의원 보좌관
- PATRICA Cole 상원 노동위 전문위원
- 안범준 재미교포

●

방한 목적: 금년 중간선거에서 무경선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기간을 이용한 한국 및 대만
(구 중화민국) 지도급 인사면담을 위한 사적인 성격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세미나 참석
-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박정수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유창순 전경련 회장, 남덕우 무역협회장,
정주영 현대회장 면담

90-0637

Bello, David M.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방한,
1990.11.15.-1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2 / 24 / 1-73

David Morales Bell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1990.11.15.~1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10월 Bell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일본방문 계기에 방한을 희망해온바, 한국 정부는
박준규 국회의장 명의로 1990.11.15.~17. 동인의 방한을 접수하기로 결정함.
- 양국은 1965.4월 수교하고 1973.7월 주베네수엘라 공관을 개설함.

2. 수행원
●

R. Quiroz 국회사무총장, 의장부인 등 4명

3. 방한 일정
●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삼성전자, 용인민속촌 방문

●

부인은 별도로 창덕궁, 국립박물관, 서울시립 양로원 방문

4. 대통령 예방 시 협의 내용
●

노태우 대통령은 한･베네수엘라 간 실질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소련과의 국교수립 추진 등
북방정책과 남북한 정세를 설명하고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북한을 협력과 개방사회로 이끌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Bello 의장은 1990.10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리우그룹 정상회의 결과 등 중남미 정세를
설명하고, 쿠바는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이 여전하여 당장 동구와 같은 변혁의 조짐은 없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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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38

한･카메룬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42 / 25 / 1-40

1987~90년 중 한･카메룬 의원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카메룬 국회는 1986.11.18.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하고 1987.1.30. 주카메룬대사관을
통해 Ebongalame Thomas 회장 등 6명의 의원친선협회 명단을 국회에 송부해 옴.
2. 국회는 1987.4.2. 한･카메룬 의원친선협회를 아래와 같이 결성하고 7.6. Solomon Muna 카메
룬 국회의장 및 Ebongalame Thomas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장에게 의원 명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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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김식 의원(민정)

●

부회장: 정선호 의원(민정), 정시봉 의원(국민)

●

협회의원: 14명

3. 양국 의원친선협회의 상호방문 활동
●

한･카메룬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 신상식 의원), 1988.8.10.~12. 카메룬 방문

●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단장 카메룬 국회의장), 1989.7월 한국 방문

4. 한･카메룬 의원친선협회(회장: 신상식 의원)는 1990.6.25. 카메룬의 이탈리아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는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장 앞 축전을 발송함.

90-0639

한･구주 의회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2 / 26 / 1-32

1989~90년 중 한･구주 의회 의원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구주 의회는 1989.10.9.~13. 스트라스부르 본회의 기간 중 한･구주 의회 간 의원친선협회를
재결성하고 10.16.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친선협회 의원 명단을 송부해 옴.
●

회장: Gunther Rinsche(독일, 기민당)

●

부회장: Jose Fouz(스페인, 사회당), Carlo Galluzzi(이탈리아, 공산당)

●

협회의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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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주 의회 요청에 따라 국회는 1989.11.29. 한･구주 의회 의원친선협회 의원 명단을 주EC대표부를
통해 전달함.
●

회장: 김윤환(민정)

●

부회장: 이찬구(평민), 신영국(민주)

●

협회의원: 18명

3. 국회는 주EC대사 건의에 따라 1990.9.21. 박준규 국회의장 명의의 Enrique Crespo 구주 의회
의장 앞 방한초청장을 구주 의회에 송부함.

90-0640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18차. 동경, 1990.9.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3 / 1 / 1-142

제18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1990.9.5.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

한･일본 양국간 현안문제 협의 및 일본 정계 지도자와 양국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2. 대표단(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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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박태준 회장

●

일본 측: 다케시타 회장

3. 주요 일정
●

가이후 수상 예방, 나카야마 외상 주최 만찬

●

합동 총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

●

중･참의원 의장 예방, 후쿠다 전 수상 예방, 자민당 간사장 및 총무회장 예방

4. 회의 결과
●

양측은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을 채택함.
- 5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
-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총리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역사적 회담이라는데 의견일치
- 양국대표는 재일 한국인 3세 법적지위 향상,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90-0641

한･일본 의원연맹. 전2권 (V.1 활동 및 인사교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3 / 2 / 1-330

1990년 중 한･일본 간의 의원연맹 활동 및 동향임.
1. 일･한 의원연맹은 1990.3.9. 다케시타 전 일본 수상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단을 개편함.
●

개편내용
- 회장: 다케시타 전 수상, 회장대행: 하다라 켄 의원
- 간사장: 가토 자미당 정조회장
- 부회장: 쓰카모토 전 민사당 위원장 등 8명

●

사회당 의원 가입문제
- 사회당의 한･일본 기본조약 인정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가입을 보류하기로 결정

2. 다케시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은 회장 취임에 따른 한국 측 관계인사 예방차 1990.4.15.~17.
방한함.
●

방한 일행
- 하라타 켄 회장대행, 하세가와 부회장, 도쓰카 신야 운영위원장 등 9명

●

방한 주요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박태준 한일
의원연맹 회장, 전국 경제인 연합회장 예방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면담
- 대통령 주최 오찬

3.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가 1990.4.30.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정석모 한일 의련 간사장 등 22명
- 일본 측: 가토 무쓰키 일한 의련 간사장 등 10명

●

회의 목적
- 제18차 합동총회 일정과 의제 협의

●

일본 방문단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공동 기자회견

4. 일･한 의원연맹 운영위원회 일행이 1990.9월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합동총회 관련 사전협의차
1990.7.9.~11.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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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본 현안 후속조치로 한일･일한 의원연맹 특별위원회가 1990.11.30.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정석모 간사장 등 5명
- 일본 측: 도쓰카 신야 운영위원장 등 4명

●

주요 협의사항
-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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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국공립학교 교원채용 문제
- 경제･첨단기술 협력문제
- 사회･문화 문제
- 일본 대중문화 문호개방 문제
- 가네마루 신 의원의 방북 발언 문제

90-0642

한･일본 의원연맹. 전2권 (V.2 월별 업무활동 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3 / 3 / 1-146

1990년 중 한･일본 의원연맹이 작성한 월별 업무 활동보고서임.
1. 1990.2~3월 중 업무활동 보고서(예시)
●

일본･한 문화교류협회 방한단
- 기간: 1990.2.13.~17.
- 목적: 한･일본 간 문화교류 증진
- 인원: 가마오 요코 등 125명
- 주요 일정
- 협조 내용

●

야마나시현 트럭협회 청년부 방한단

●

시즈오카 현 체육지도위원 방한단

●

일본･한 문화교류협회 방한단

●

일본･한 안보세미나 방한단

●

하라다 켄 일･한 의원연맹 회장대행 방한

2. 12월 중 업무활동 보고서(예시)
●

일･한 의원연맹 특별위원 방한단
- 기간: 1990.11.30~12.1.
- 목적: 한･일본 양국 특별위원회 참석
- 주요 일정
- 주요 내용

●

종합농법연구회 방한단

●

일･한 문화교류협회 방한단

●

일본 공명당 방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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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43

한･수단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3 / 4 / 1-58

Hassan Abdel Gader 수단 국회부의장이 올림픽 개최 관련 주요 인사 초청계획에 따라
1988.9.16.~21. 방한함.
1. 방한 경위
●

서울올림픽 개최 관련 주요 의회인사 방한 초청(김재광 국회 부의장 명의 초청)

2.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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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올림픽 개회식 참석

●

국회부의장,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체육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장 예방

●

판문점, 제3땅굴,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90-0644

한･튀니지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3 / 5 / 1-96

이긍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튀니지 의원친선협회 소속 국회사절단이 1989.8.11.~13.
튀니지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남북 국회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 설명을 통한 평화통일정책 지지기반 확보

●

튀니지 의회 지도자 면담을 통한 한･튀니지 의회 협력 모색

●

튀니지 의원친선협회 회원 접촉을 통한 튀니지 의회내 친한 분위기 조성

●

Slaheddine Baly 튀니지 국회의장에 대한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 협의

2. 방문 일정
●

Slaheddine Baly 국회의장, Jouari 한･튀니지 의원친선협회장 및 Essebisi 외무위원장 면담

●

Amamou 외무장관 대리(마그레브담당국무상) 및 Hammamet 주지사 면담

●

동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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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45

이일규 대법원장 포르투갈 및 브라질, 미국 순방,
1990.8.30.-9.20. 전2권 (V.1 포르투갈)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 남미과

MF번호

2020-43 / 6 / 1-141

이일규 대법원장이 1990.8.30.~9.3. 포르투갈을 방문함.
1. 주요 방문일정
●

예방
- Mario Soares 대통령, Coelho 대법원장, Alvaro Lucio 법무장관

●

회담
- Coelho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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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 및 오찬
- 대사관저, Coelho 대법원장 주최, 오비도스 시장 주최, 나자레 시장 주최, 신트라 시장 주최,
Laborinho Lucio 법무장관 주최

2. 방문 결과
●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 예방(1990.8.30.)
- Soares 대통령은 최근 독일의 통일추진에 따라 한국의 경우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남북한 대화와 경과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이일규 대법원장은 최근 남북대화 경과를 설명하고 비록 어려움은 있으나, 현안인 남북총리회담이
잘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Coelho 대법원장 예방(1990.8.31.)
- 상호 양국 사법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및 양국 대법원장 교환방문을 계기로 상호 인적교류증진
합의 등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대해서 협의함.

90-0646

이일규 대법원장 포르투갈 및 브라질, 미국 순방,
1990.8.30.-9.20. 전2권 (V.2 브라질 및 미국)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 남미과

MF번호

2020-43 / 7 / 1-140

이일규 대법원장은 브라질(1990.9.3.~9.)과 미국(1990.9.10.~15.)을 순방함.
1. 브라질 방문(1990.9.3.~9.)
●

Collor 브라질 대통령 예방 시 동 대통령 언급요지
- 자국의 경제조치가 국민생활, 정신개혁 및 문화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혁신도 단행하고 있음을 강조함.
- Neri 연방 최고법원장과는 개인적 친분이 두텁고 Rezek 외무장관도 대법관 출신임을 들면서
양국 사법부 간의 협력증진에 가능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

Neri 연방 최고법원장 예방
- 양국 대법원장은 향후 양국 사법부 간 교류를 위한 신규임용 법관의 연수교환계획을 계속
연구해 보기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사법제도의 발전과정, 차이점, 기능 운영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Neri 연방최고법원장의 안내로 구내 각종시설을 시찰함.

2. 미국 방문(1990.9.10.~15.)
●

제5차 국제상고심 법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사법연수 및 법원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회에서
홍일표 부장판사가 한국의 사법연수제도에 관하여 발표함.

●

Rehnquist 미 대법원장 등 각국의 대법원장과 면담

●

백악관 방문 및 미국 법원 시찰

695

90-0647

주요인사 독일 방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3 / 8 / 1-158

1990년 중 주요 인사의 독일 방문 관련 내용임.
1.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1990.1.15.~19.)
●

방문 목적
- Bonn 개최 “남북 컨퍼런스” 참석

●

방문 일정
- 외무장관 및 내독관계성장관 면담
- 전독문제연구소 방문 및 베를린장벽 등 독일 분단 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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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1990.3.16.~21.)
●

방문 목적
- 독일적십자사 활동 시찰

●

방문 일정
- Bonn 서독적십자 본부 및 Dresden 동독적십자 본부 방문

3. 국회 상공위원회 무역소위 시찰단(단장: 이상득 의원, 1990.4.20.~22.)
●

방문 목적
- EC(구주공동체) 통합에 대비한 구주 및 동구권 시장 실태 파악

4. 중앙선관위 외국선거제도 시찰단(단장: 권오희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1990.11.27.~12.3.)
●

방문 목적
- 독일 연방의회 선거 투･개표 상황 참관

5. 국토통일원 통일자료 조사단(단장: 신덕수 통일정책과장, 1990.11.27.~12.4.)
●

방문 목적
- 통독 관련 자료조사, 전독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간 연구협력 협의

90-0648

주요인사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3 / 9 / 1-199

1990년 중 아래 주요 인사의 일본 방문 시 주일본지역 재외공관이 일정주선 등 협조를 제공한
행정사항임.
1. 아･태지역 산업재산권 회의 참가차 방일한 박흥식 특허청장 일행(1990.1.28.~2.3.)
2. 경기도 농업관계 공무원 24명(19990.2.19.~28., 3.5.~14.)
3. 제2회 한･일 환경심포지엄 참가 대표단 및 취재기자단 7명(1990.2.19.~21.)
4. 김영준 감사원장 부부(1990.3.25.~29.)
5. 1990년도 주요인사 일본 방문 현황
●

청와대 총무비서실 직원: 3.5.~7.

●

대구직할시 공무원단: 3.7.~9.

●

내무부 공무원단: 3.9.~12.

●

이현재 전 총리: 3.22.~27.

●

이희철 국회의원: 4.5.~8.

●

체신부장관: 4.18.~21.

●

김정열 전 국무총리 내외: 4.22.~24.

●

신시남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기회통제실장 일행: 6.13.~22.

●

법제처 법제연구관: 6.15.~24.

●

한･일 친선협회 회장단: 6.28.~7.2.

●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일행: 8.1.~13.

●

경기도지사: 8.29.~9.2.

●

이계순 정무 제2장관: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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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49

이시영 정특반장 미국 및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20-43 / 10 / 1-59

1989∼90년 중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의 미국 및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은 1989.5.31.~6.2.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미 국무부, 의회 관계자,
학계인사를 면담함.
●

방문 목적
- 동북아 안보정세 중장기 전망 의견교환(동북아 평화협의회 의제 포함)
- 아･태 협력관계 협의
- 유엔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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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인사
- Mark Borshwick 미 태평양협력위 사무총장 오찬
- William Clark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대리 예방
- 국무부 태평양협력 관계자 실무회의
- Douglas Pall Nsc 아시아담당관
- John Bonton 국제기구차관보 면담
- Harry Harding 브루킹스연구소 교수 면담

2.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은 1989.5.24.~27. 일본을 방문함.
●

방문 목적
- 5.25.~27. 개최되는 동북아 전문가 회의 참석
- 동북아 정세 중장기 전망 의견교환
- 아･태지역 협력문제 협의

●

면담 인사
- 후지다 일본 총리실 외정심의 실장 오찬
- 구니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면담
- 오키다 일본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면담

3. 일본을 방문 중인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은 1990.4.5. 미조구치 일본 외무성 아･태담당대사와
면담, 1991년도 서울 개최 예정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정특반장은 4.6. 오이소에서 개최된 한･일본 지적교류협의회에 참석

90-0650

오세응 의회정치연구소 이사장 소련 방문, 1990.2.11.-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43 / 11 / 1-72

오세응 의회정치연구소 이사장이 1990.2.11.~19. 소련을 방문함.
1. 방문단
●

오세응 전 정무장관(의회정치연구소 이사장) 등 13명
- 보도진(KBS) 4명 포함 총 17명

2. 방문 목적
●

소련 과학원 산하 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한･소련 학술회의 참석
- 회의 주제: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소련 관계

3. 방문 경위
●

1989.7월 Dr. Mikheev 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부소장 방한 시(김운용 IOC 위원 초청) 의회
정치연구소 측과 한･소련 학술회의 문제를 협의

●

1989.10월 Mikheev 부소장, 의회정치연구소에 한국 측 인사 10명 초청

●

1990.1월 Mikheev 부소장, 한국 측의 학술회의 참석 문제 협의차 방한

4. 방한 시 주요 일정
●

한･소련 학술회의 참석
- 한･소련 경협 전망, 분단국의 통일방향, 한국의 정치･경제발전 경험, 소련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한국의 인식,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입장 등 주제 발표

●

지방 시찰
- 레닌그라드, 타슈켄트, 블라디보스토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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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51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 미국 및 중남미 방문,
1990.12.12.-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0-43 / 12 / 1-200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이 1990.12.13.~20. 브라질, 멕시코, 미국 3개국을 순방함.
1. 브라질(12.13.~15.)
●

면담･예방
- 외무부 정무차관, 아주국장

●

방문 성과
-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의의 및 남북대화 등 남북한 관계 설명
- Rezek 브라질 외무장관의 1991.8월 방한 및 2~5월 중 한･브라질 공동위 개최 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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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12.16.~17.)
●

면담･예방
-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방문 성과
- Salinas 대통령 1991년 상반기 방한 추진 협의
- 제1차 한･멕시코 공동위(수석대표: 차관급) 개최에 대한 멕시코 측 의향 타진
- 미국･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 및 전망 파악

3. 미국(12.17.~19.)
●

면담･예방
-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국방부 동아태담담부차관보, NSC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

방문 성과
-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1년 아시아 순방(일본, 호주, 한국) 추진 협의
- 페르시아사태 전망 및 우방국들의 지상군 파견, 한국의 지원 공여액(5천만 달러) 협의
-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및 노무비 분담을 위한 특별협정 체결 협의

90-0652

주요인사 구주 방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MF번호

2020-43 / 13 / 1-168

1. 김영정 정무2장관의 스웨덴, 헝가리, 벨기에 방문(1990.3.6.~22.)
●

방문 목적
- 유럽국가 주요 여성지도자(각료, 단체장) 면담
- 유럽지역 여성문제･사회복지현황 파악

●

방문 일정
- 스웨덴: 국무장관, 노동장관, 보건장관 면담, 한국아동 입양기관 및 가정 방문
- 헝가리: 여성문제담당국무장관, 보건장관 면담
- 벨기에: EC(구주공동체) 집행위 사회문제위원, 환경장관, 유럽통합담당장관 면담

2. 이병석 감사위원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방문(1990.4.13.~24.)
●

방문 목적: 유럽 주요국가 감사제도 운영실태 연구 및 감사기관 시찰

3. 이병석 감사위원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방문(1990.10.4.~15.)
●

방문 목적: 유럽 주요 국가 감사제도 운영실태 연구 및 감사기관 시찰

4. 이계순 정무2장관의 프랑스, 스웨덴 방문(1990.10.29.~11.6.)
●

방문 목적
- 유럽국가 주요 여성지도자(각료, 단체장) 면담
- 유럽지역 여성문제･사회복지현황 파악

●

방문 일정
- 스웨덴: 노동장관 면담, 전문직업여성클럽 스웨덴연맹 방문
- 프랑스: 여성권리담당장관, 프랑스 국립여성협의회 방문

5.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의 이탈리아, 프랑스 방문(1990.11.1.~9.)
●

방문 목적: 유럽국가 헌법재판소 운영실태 파악 및 관련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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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53

Kung, Peter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극동대표부 단장 방한,
1990.2.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43 / 14 / 1-44

Peter Kung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 대표(홍콩 상주)가 1990.2.1.~6.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의 1990년 ICRC 분담금을 200,000달러로 증액 요청(1988~89년 150,000달러)

●

Corneilio Sommaruga ICRC 총재의 1990년 가을 판문점 경유 남북한 동시 방문계획 협의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은 1990.2.6. Peter Kung ICRC 동아시아지역 대표와의 면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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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이 동결된 상황으로 ICRC 분담금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증액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것임.

●

한국 정부는 ICRC 총재의 남북한 동시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나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허가 및 남북한 당국의 사전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90-0654

Suy, Eric 벨기에 외무장관 고문(전 유엔 법률담당사무차장)
방한, 1990.4.15.-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43 / 15 / 1-172

Eric Suy 벨기에 외무장관 고문(전 유엔 법률담당사무차장)이 1990.4.15.~21. 방한함.
1. 방한 경위
●

EC(구주공동체)의 한국 유엔가입 지지 확보를 위한 유엔 및 비동맹 외교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

2. 방한 주요 일정
●

4.16.
- 외무부차관, 서울대총장 예방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국제관계 전공 학생과의 간담회(주제: EC와 유럽의 장래)

●

4.17.
- 교통부 방문
- 김종호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 외교안보연구원 주관 국제법 학자와의 간담회(주제: 독일통일의 국제법상 문제점)

●

4.18.~19.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별 강연(주제: EC 통합에 따른 기업활동의 법적 문제점)

3. 방한 성과
●

벨기에 외무장관 방한 초청 협의

●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관련, EC내 주도국가인 벨기에의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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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55

브라질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3 / 16 / 1-168

1989~90년 중 브라질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Fernando Guimaraes Reis 외무부 아주국장(198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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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ney 브라질 대통령의 일본 국왕 장례식 참석 시 공식수행원으로 일본 방문 후 방한

●

한･브라질 공동위 설립 문제 등 양국 공동관심사 협의

●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KOEX 방문

2. Jose Cechin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1990.10.28.~11.8.)
●

SITRA 90(서울국제무역박람회)의 브라질 대표단장으로 방한(브라질대표단은 브라질인 13명,
교포상공인 16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

●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브라질 상공인의 밤
행사 개최, 부산ㆍ창원ㆍ인천 산업시찰

3. Jose Neri da Silveira 연방최고법원장(대법원장)(1990.12.2.~6.)
●

이일규 대법원장 방한 초청

●

대법원장 및 법무부장관 예방, 삼성전자 산업시찰

90-0656

캐나다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0-43 / 17 / 1-102

1990년 중 캐나다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Jack Klein 사스카츠완주 통상･투자장관(1990.1.30.~2.3.)
●

사스카츠완주 농축산물(유채기름, 소고기 등) 수출 홍보

●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면담, 한전, 남해화학, 조선맥주 방문

2. Perron 외무무역부 아･태국장(1990.4.22.~27.)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

유자망 조업 등 어업협력, 한･캐나다 경협 증진 문제 등 토의

3. John Ciaccia 퀘벡주 외무장관 겸 원주민업무장관(1990.5.31.~6.2.)
●
●

한･퀘백주 간 통상증진 협의 및 투자유치 활동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및 상공부 제1차관보 면담
- 코트라 사장 및 현대자동차 사장 면담
- 럭키금성, 현대전자, 삼미그룹 산업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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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57

에콰도르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3 / 18 / 1-105

1987~89년 중 에콰도르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German Carrion 대법원장 부부 및 Jaime Velasco 대법관 부부(1987.8.3.~7.)
●

한･에콰도르 사법부 간 교류 및 우호관계증진

●

주요 일정
- 대법원장, 외무부장관 예방
- 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산업시찰
- 판문점, 올림픽경기장, 국립박물관 방문

706

2. Jose Ignacio 외무부 아주국장(1989.6.22.~7.21.)
●

한국 정부 초청 경제기획분야 기술연수과정 참가

●

미주국장 주최 만찬 계기, 북한의 에콰도르 접근 동향 파악 및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

주요 일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관련 협의
-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및 만찬
- 한양대 경제연구원 경제기획분야 기술연수 참가
- 판문점, 경주 역사유적지 방문 및 포항지역 산업시찰

90-0658

Chirac, Jacques 프랑스 Paris 시장 방한,
1990.10.18.-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4 / 1 / 1-265

Jacques Chirac 프랑스 파리 시장이 1990.10.18.~22.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Chirac 파리 시장은 시사저널 창간 1주년 기념 특별강연을 위해 방한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회의장, 국무총리, 서울시장 예방

●

특별강연(주제: 소련 및 동구과 한반도 관계 변화, EC(구주공동체)･태평양국가 간 관계 전망

●

KBS 녹화, 고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판문점 시찰 등

3. Chirac 시장 면담자료
●

한･프랑스 관계 현황 및 현안사항

●

파리시･서울시 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협력관계

●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

●

유엔가입 추진동향

●

한국 정부 대외정책
- 한･소련 관계개선 추진 동향 및 정부간 교섭현황
- 한･중국 관계
- 북방 외교
- 일･북한 관계개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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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59

프랑스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4 / 2 / 1-125

1985~90년 중 프랑스 외무부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Gerard Julienne 아주국 부국장(1985.4.28.~5.3.)
●

KDI 주최 Pacific Economic Commission 참석

●

구주국장 및 아주국장 면담

2. Philippe Coste 정세분석예측실장(1985.11.24.~28.)
708

●

외교안보연구원장 초청

●

한･프랑스 외무부 연구기관 간 정보 및 자료교환

●

방한 일정
- 외교안보연구원･CAP(정세분석예측실) 업무회의 개최
- 외무부 제1차관보, 구주국장 면담
- KDI,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방문
- 판문점, 남침땅굴 시찰 및 대우중공업 산업시찰

3. Francois Gipouloux CAP 연구관(1988.2.16.~23.)
●

독일 및 이탈리아와 비교한 프랑스의 대한국 진출현황 파악

●

외무부 서구1과장, 동북아2과장, 경협1과장, 통상2과장 면담

4. Jean-Bernard Ouvrieu 경제국장(전 주한 프랑스대사)(1988.9.16.~23.)
●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비공식 초청

●

외무부장관, 제2차관보 예방 및 대한항공, 대우그룹 방문

5. Edith Cresson 외무부 유럽담당장관(EC(구주공동체) 통합업무 전담)(1990.9.23.~25.)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한･프랑스 경제협력(TGV 판매) 논의

●

대통령,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90-0660

Kupper, Vojtek Bela 헝가리 외무장관 특사(외무부
지역협력국장) 방한, 1990.4.15.-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4 / 3 / 1-43

Vojtek Bela Kupper 헝가리 외무부 지역협력국장이 헝가리 외무장관 특사 자격으로
1990.4.15.~20. 방한함.
1. 방한 목적
●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의 최호중 외무부장관, 박철언 정무장관, 강진구 한･헝가리 민간경제협력
위원회 회장 앞 친서 전달

2. 한･헝가리 대화협력재단 설립 추진
●

재단 개요
- 설립자: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 설립 장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 목적: 동서화해 및 헝가리･한국의 민주화 증진
- 기금 조성: 500만 달러 목표

●

쿠퍼 특사는 1990.4.18. 강진구 삼성전자 대표이사 예방 시 한･헝가리 대화협력재단 설립을
제의하고 협조를 요청함.
- 4.18. 외무부장관 예방 시 동 재단 설립 협조를 요망한바, 이에 장관은 재단 설립구상을
환영하고 가능한 협력 용의를 표명
- 4.19. 강진구 사장은 동건을 대한상공회의소에 검토 의뢰한 결과, 4.21. 대한상공회의소는
동건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한 헝가리대사관에 구두로 통보함.

●

상기 쿠퍼 국장은 1990.5월 주헝가리대사에게 한･헝가리 민간경제협력재단 설립 문안을 전달
하면서 양국간 상호 유익한 협력추진기구로서 동 재단의 설립에 한국 정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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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61

나가스 카즈지(長洲 一二) 일본 가나가와(神奔川)현 지사 방한,
1990.4.23.-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4 / 4 / 1-220

나가스 카즈지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경기도 초청으로 1990.4.23.~27. 방한함.
1. 방문 목적
●

경기도와 자매 우호협정 조인식 참석

●

양 도･현 간의 상호 교류증진 및 우호협력 방안 논의

2. 방한단 구성(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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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호대표단(18명)
- 우에노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 황창주 재일 거류민단 부단장
- 야스이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

현의회 대표단(11명)
- 현의회 의장 등

●

현민대표단(25명)

●

재일 거류민단: 이칠두 재일 거류민단 단장 등(9명)

3. 방한 주요일정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간 자매결연 우호협정 체결

●

경기도 지사 주최 만찬, 수원 상공회의소장 주최 오찬

90-0662

일본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0-44 / 5 / 1-221

1990년 중 일본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방한인사
●

효고현 일･한 친선협회 대표단: 5.24.~26.

●

후쿠오카시 합동 방문단: 6.11.~13.

●

도요오카시 이즈시정 농업위원회장 일행(19명): 7.1.~3.

●

도토리시 부시장 일행(5명): 7.17.~20.

●

운수대신 방한: 7.26.~29.

●

일본 의전장 부부 방한: 8.16.~18.

●

자민당 시가세츠 의원(전 환경청장관): 8.17.~21.

●

오카야마현 가와이 부지사 일행: 8.21.~25.

●

미야기현 창조회 방한단(120명): 8.22.~29.

●

하라다 겐 일･한 의원연맹 회장 대행 등(22명): 8.26.~29.

●

야마시다 도쿠오 의원 및 고모토파 초선의원(4명): 8.26.~29.

●

오키나와현 지사: 9.5.~8.

●

나라현 일･한 의원연맹 회장 등(19명): 9.6~8.

●

효고현 이즈시정 정장 등(3명): 10.22.~25.

●

일본 중의원 후원회 일행(23명): 11.9.~12.

2. 본 문서철에는 자민당 시가세츠 의원의 1990.8.20. 외무부장관 면담자료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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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63

리비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4 / 6 / 1-151

1989~90년 중 리비아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Bashir Hameda 리비아 Tripoli 주지사 방한 초청
●

1989.8.8. 외무부는 주리비아대사관을 통해 서울시장 명의의 트리폴리 주지사 방한초청장을
전달함.
- 8.30. 동인은 서울시장의 방한 초청을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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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ri Al-Madani 리비아 과학부장관(1989.11.14.~23.)
●

한전, KIST, 에너지연구소, 천문우주과학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농업진흥청, 삼성전자, 농업
진흥공사 등을 방문하여 상호관심사를 협의

●

과기처장관 주최 만찬 및 건설부장관 주최 오찬

●

과기처와 과학기술협력 합의의사록 서명

3. Al-Mangoush 대수로사업청장관(1989.11.20.~23.)
●
●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예방, 해외건설협회장, 신탁은행장 면담, 금탑산업훈장 수여
건설협력 증진방안 협의
- 제2차 대수로계약 관계 구체적 협의

●

원유도입 협의
- 동자부 측은 민간차원에서 리비아산 원유도입 호의적 검토의사 표명

●

합작은행 설립 협의
- 리비아 측은 양국 합작은행 설립을 강력히 요망
- 재무부 측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며 공동위에서 재협의하기로 양해

4. Mohamed Ibrahim Zuto 리비아 문공부 출판인쇄국장(1990.8.5.~9.)
5. Al-Tayari 리비아 외무부 아주국장(1990.9.28.~10.2.)
●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양국 협력강화 방안 논의), 중동아프리카국장 주최 오찬, 동아
건설 주최 만찬, 국군의 날 기념식(10.1), 경축 리셉션 참석,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90-0664

Walesa, Lech 폴란드 자유노조의장 방한 추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4 / 7 / 1-47

1989~90년 중 Lech Walesa 폴란드 자유노조 의장의 방한을 추진함.
1. 주폴란드대사는 1990.6.5. Walesa 폴란드 자유노조 의장 접촉 시 동인이 금년 가을 일본 방문
기회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인은 폴란드 공산체제붕괴에 기여한 중도우파
정치인이며 비폭력주의자라고 하면서 방한을 건의함.
●

주폴란드대사는 6.15. 박홍 서강대학교 총장이 7.2. 폴란드를 방문하여 김수한 추기경 명의의
Walesa 방한초청장을 전달 예정이라고 보고함.
713

2. 외무부는 1990.6.22. Walesa 방한 초청 계획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폴란드
대사관에 통보함.

90-0665

Coelho, Augusto V. 포르투갈 대법원장 방한,
1990.5.14.-1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44 / 8 / 1-72

Augusto Coelho 포르투갈 대법원장 내외가 1990.5.14.~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포르투갈대사의 건의를 수용한 대법원이 1989.11.8. 이일규 대법원장 명의의 방한초청장을
전달함.

2.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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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예방

●

대법원장 예방 및 만찬

●

헌법재판소장 예방 및 만찬

●

정재은 한･포르투갈 경협위원장 주최 오찬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민속촌, 경주 관광

●

삼성전자 수원공장, 울산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시찰

90-0666

페루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4 / 9 / 1-31

1987~88년 중 페루 외무성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Alberto Massa 페루 외무부 아주과장(1987.10.19.~25.)
●

방한 경위
- 주페루대사는 Alberto Massa 페루 외무부 아주과장이 1987.10.14.~18. 일본 방문 후 방한
의사를 표명해온바, 주페루대사는 동 과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동 과장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

●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외무부 남미과장 주최 만찬
- 올림픽경기장, 국립중앙박물관관장, 판문점,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시찰

2. Ricardo Luna 페루 외무부 국제기구 차관보 방한 추진
●

주페루대사는 1988.5.19. 한･페루 간 관계증진,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기구에서 페루의 협력을
얻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Luna 페루 국제기구차관보 부부의 방한 초청을 건의

●

주페루대사는 6.23. 동 차관보가 1989.4월,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하겠다고 했으며, 구체적
방한 예정일자는 추후 보고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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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67

루마니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4 / 10 / 1-166

1990년 중 루마니아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Vasile Baltac 전기전자산업부장관(1990.5.8.~12.)
●

수행원: 전기전자산업부 투자개발국장, 대외무역국과장, 기술주임, Electronum 사장, Electronica
사장

●

주요 일정
- 상공부차관 및 체신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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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rian Severin 수상실장관(부총리급)(1990.10.31.~11.4.)
●

수행원: 중앙은행 총재, 대통령 고문, 수상 고문, 개혁과 보도위원회 자문역

●

주요 일정
- 부총리, 외무부장관 면담
- KDI, KIET, 코트라 방문
- 산업시찰: 대우자동차 및 중공업, 삼성전자, 두산 OB맥주

●

목적: 한국 경제발전상 시찰 및 경제개발정책 조사 연구

3. Niculescu-Duvaz Bogdan 청소년체육부장관(1990.11.12.~16.)
●
●

수행원: 청소년체육부 체육기술지도국장, 국제과장, 섭외과장
목적
- 한･루마니아 체육교류 증진 방안 협의
-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의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동관심사 논의

90-0668

스페인 주요인사 방한계획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44 / 11 / 1-26

1990년 중 스페인 주요 인사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Don Anastasio Travieso Quintana 라스팔마스 주지사
●

방문단: 라스팔마스주지사외 3명

●

일정: 1990.8.27.~9.4
- 외무부, 수산청 예방
- 부산 방문
-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시찰

●

주요 현안
- 불법체류자들의 거주허가 문제

2. Lorenz Olarte Cullen 카나리아군도 자치정부 수반
●

카나리아군도 자치정부 수반은 1990.8.21. 주라스팔마스총영사 면담 시, 기업 투자유치활동
목적으로 10.12.경 방한(2박3일 예정)하여 경제부처 및 재계를 접촉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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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69

Karam Mohamed KARAM 수단 칼툼(Khartoum) 시장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4 / 12 / 1-74

Karam Mohamed Karam 수단 하르툼(Khartoum) 시장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경위
●

주수단대사는 1986.12.16. 서한을 통해 외무부에 Karam 하르툼 시장 방한 가능성을 제기함.

●

외무부는 1987.1.15. 주수단대사에게 동 시장의 인적사항, DUP 당내에서의 동인의 위치, 정치적
영향력 정도 등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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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목적
●

친한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

3. 추진 경과
●

외무부는 1987.1.30. 서울시에 하르툼 시장 방한 초청 계획을 알리고 서울시장 명의로 초청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주수단대사는 2.25. 하르툼 시장을 면담하여 초청의사를 전달한바, 동인은 10.20.~23.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세계수도권시장회의에 참석 후 귀로에 방한하면 좋겠다고 언급함.

●

외무부는 7.24. 주수단대사에게 방한초청장을 송부하고 전달을 지시함.

3. 주요 방한 일정
●

서울시장, 부총리, 외무부차관, 올림픽 조직위원장 예방

●

올림픽시설 시찰

4. 일정변경 및 방한연기
●

Karam 시장은 1987.10.8. 캐나다 회의 참석 계획을 취소하고 곧바로 서울향발 계획임을 알려옴.

●

주수단대사는 10.14. 하르툼시 측이 시장 방한 시 직무대행자인 Al-amin 부시장이 대통령 및
수상 친서를 휴대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및 UAE를 긴급 순방하게 되었고, 동 시장은 11.1.
방문하는 이집트 수상 영접계획이 있어 방한을 11.2.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급적 1988.5월 이후가 좋겠다고 방한연기를 요청한바, 동 시장은 5월
하순경으로 방한을 희망함.

90-0670

영국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4 / 13 / 1-68

1987~90년 중 영국 외무부의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Thorold Masefield 극동국장(1987.1.20.~23.)
●

방한 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아주국장, 경제국장,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면담
- 군사정전위, 통일원, 외교안보연구원 방문

2. Paul Dimond 극동 부국장(1987.9.21.~23.)
●

방한 일정
- 외무부 서구1과장, 경협1과장, 동북아2과장 면담
- 통일원, 체육부, 경제기획원, 국회, KBS 방문

3. Tony Millington 극동과장(1989.3.6.~10.)
●

외무부 국주국장을 면담하여 한･영국 관계증진, 한국의 북방외교 등에 관해 의견교환함.

4. Robert A. Burns 아주담당차관보(1990.9.12.~14.)
●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하여 한･영국 관계증진, EC(구주공동체) 통합문제, 북방외교, 걸프사태
등에 관해 의견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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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71

Runcie, Robert 영국 Canterbury 대주교 방한,
1990.9.28.-10.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4 / 14 / 1-43

Robert Runcie 영국 컨터베리 대주교가 1990.9.28.~10.1.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90.8.23.자 공한으로 Robert Runcie 켄터베리 대주교가 대한성공회
초청으로 1990.9.28.~10.1. 방한 예정임을 통보함.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주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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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방한 추진일정
●

대통령 예방

●

성공회 3개 교구장(서울, 대전, 부산) 면담

●

임진각 평화통일기원 미사

●

대한성공회 선교 100주년기념 대미사

3. 주영국대사는 1990.9.17. 방한을 앞둔 켄터베리 대주교를 1예방하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
외교 성과, 경제발전 전망 등에 관해 설명함.

90-0672

Bradley, Tom 미국 Los Angeles 시장 방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4 / 15 / 1-83

1989~90년 중 Tom Bradley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방한함.
1. 제1차 방한(1989.4.22.~25.)
●

방한 목적
-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관리들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을 인솔하여 한국과 통상증진방안을 협의
-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방문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주요 언급내용(대통령 예방 면담자료)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임 올림픽 개최 시장으로서 협조해 준데 대해 사의
표명(동 시장은 1988.9월 서울올림픽 참관차 방문)
- 로스앤젤레스 우정의 종각 옆 한국전 참전기념 동상 건립부지 제공에 대해 사의 표명
- 로스앤젤레스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시와의 우의 교류협력증진 기대

2. 제2차 방한(1990.5.18.~22.)
●

주요 일정
- 대통령, 서울시장 예방
- 항만청장 주최 오찬, 한진해운, 현대상선 방문

●

주요 언급내용(대통령 예방 면담자료)
- 대통령의 1989.10월 방미 시 Bradley 시장의 공항 영접 등 환대에 사의 표명
- 한･미국 간 관계의 중요성 강조, 긴밀한 경제･통상관계 기대
- 한･미국 간 유대강화, 통상･문화교류에서 로스앤젤레스시의 중요한 역할 기대, 로스앤젤레스
및 부산시 교류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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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73

미국 주요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북미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44 / 16 / 1-258

1989~90년 중 미국 주요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Robert Kennedy 추모회 인권대표단(1989.11.5.~11.)
●

대표단: Kerry Kennedy 등 6명

●

주요 일정: 인권변호사 오찬, 언론인 만찬, 김수환 추기경 면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회) 인권
담당자 오찬, 교도소 방문(이부영 등 면담), 법무부 인사 면담

●

방한 결과보고서 내용
- 제6공화국의 인권상황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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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상황 세부 평가: 정치범 수 증가,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교도소 여건, 재판 전
과도한 인권유린
- 결론: 인권개선 및 진전한 점이 있으나 후퇴가 많음.
●

외무부는 1990.5.3. 정부입장을 동 추모회에 전달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Edward Woods 볼티모어 시경 국장(1990.10.29.~11.2.)
●

방한 경위
- 1989.8월 한국일보 미주교포 실태취재반은 워싱턴지역 방문 시 현지 한인회 등 요청을 고려
하여 Woods 국장의 초청 의사를 표명함.
- 1990.2월 주미국대사는 초청 지연에 따른 현지 한인사회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교민의
자조적 권익향상지원 견지에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주요 일정
- 서울시경 국장 및 외무부 제2차관보 예방, 영사교민국장 주최 오찬, 서울시경 국장 주최 만찬,
한국일보사 방문 및 만찬, 경찰대학 및 판문점 시찰

3. Gerald Baliles 전 버지니아 주지사(1990.12.8.~13.)
●

방한 경위
- 변호사로서 한국 관련 기업들과의 업무협의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및 동자부장관 예방, 무역협회, 대우, 삼성 등 경제단체 및 기업체 대표 면담

90-0674

Ferraro, Geraldine 전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방한,
1990.5.15.-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4 / 17 / 1-34

Geraldine Ferraro 전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1990.5.15.~18. 방한함.
1. 방한 목적
●

평민당 초청으로 한국여성단체 연합회 강연 및 한국 실정 파악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면담, 김대중 평민당 총재 주최 만찬,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오찬, 정무 제2장관
만찬, 한국여성단체 연합회 강연, 판문점 시찰, 신동아 지와 회견

3. 외무부장관 면담 결과(5.16.)
●

최근 남북관계
- 한국 측: 남북 고위당국자 예비회담, 적십자회담 제의 등 각종 남북대화를 제의한 바 있으며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큰 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한･미국 관계
- 미국 측: 주한미군 감축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등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며 특히 미국 연방
예산 및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함. 또한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반미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한국 측: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통일노선 고수로 인하여 주한미군은 대북한 전쟁억지력, 한반도
평화유지, 동북아지역 안정에 긴요하여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역조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미군의 대북한 전쟁억제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임.

●

한･미국 통상관계
- 한국 측: 오징어 유자망 어업, 섬유협상 타결 등 통상 현안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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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75

Solomon, Richard H.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44 / 18 / 1-262

1990년 중 Richard Solomon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 방한함.
1. 제1차 방한(1990.5.8.~11.)
●

방한 목적
- 동아태지역 및 한반도 정세 파악
- 남북 관계, 미국･북한 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 협의

●

주요 일정
-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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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제1차관보와의 업무협의
-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예방
-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 이홍구 정치담당특보 면담

2. 제2차 방한(1990.8.7.~9.)
●

방한 목적
-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 결과 설명
- 남북 관계, 미국･북한 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 협의

●

주요 일정
-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 이홍구 정치담당특보 면담
- 미8군 사령부 방문

3. 제3차 방한(1990.11.14.~15.)
●

주요 일정
-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최 만찬
-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 면담

90-0676

박준규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 칠레 및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0.3.4.-2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4 / 19 / 1-254

박준규 의원(전 민정당 대표위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 및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칠레 및 브라질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박준규 의원(전 민정당 대표위원)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앨윈 칠레 대통령 및 꼴로르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칠레(1990.3.8.~11.) 및 브라질(1990.3.13.~20.)을 각각 방문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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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친서 주요내용
●

우호협력관계 만족 표명 및 실질협력 증진 희망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

한국의 유엔가입 타당성 설명 및 지지 요청

●

남극활동 관련 과학기술협력 강화 희망

3. 박준규 특사는 1990.3.11. 칠레 국회에서 거행된 앨윈 대통령 취임식 및 1990.3.15. 브라질
국회에서 거행된 꼴로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함.

90-0677

박준규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 칠레 및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0.3.4.-24. 전2권 (V.2 활동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5 / 1 / 1-254

박준규 대통령 특사(전 민정당 대표위원)의 칠레, 브라질 방문 주요 일정임.
1. 칠레 방문(1990.3.8.~13.)

726

●

앨윈 대통령 취임식(국회) 참석

●

신임 대통령 예방(대통령 친서 전달)

●

경축사절을 위한 앨윈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

Zaldivar 기민당 총재 예방

●

교민 대표 및 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2. 브라질 방문(1990.3.13.~20.)
●

꼴로르 대통령 취임식(국회) 참석

●

신임 대통령 예방(대통령 친서 전달)

●

경축사절을 위한 꼴로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

Andrade 하원의장 예방

●

교민 대표 및 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및 시국 강연회

90-0678

이등휘(李登輝) 중화민국 제8대 총통 취임식 경축사절단 파견,
1990.5.19.-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45 / 2 / 1-191

김정렬 특사(전 국무총리)가 이등휘 대만(구 중화민국) 총통 취임식 참석차 1990.5.19.~22.
대만을 방문함.
1. 경축사절단 파견 개요
●

파견 경위
- 대만 정부는 1990.5.20. 거행되는 이등휘 제8대 총통 취임식에 경축사절단 파견 요청
-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국무총리 파견이 어려워져 김정렬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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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

5.19. 이등휘 총통 예방, 이환 행정원장 주최 만찬 참석

●

5.20. 총통 취임식 및 총통 내외 주최 경축 연회 참석

3. 사절단 활동 결과 및 의미
●

사절단장은 이등휘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 전달
- 이등휘 총통은 한국 정부의 고위사절단 파견에 사의 표명

●

대만 정부는 한국대표단을 위한 별도 만찬 개최 등 각별한 예우를 하고 양국간의 전통우의를
다짐.

●

사절단장은 한국의 최근 대중국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만이 불만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간
인사교류 및 활동강화를 건의함.

90-0679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 페루 및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0.7.25.-8.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5 / 3 / 1-221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가 Fujimori 페루 Gaviria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페루(1990.7.25.~30.)와 콜롬비아(8.5.~9.)를 방문함.
1. 파견 개요
●

Fujimori 페루 대통령 취임식(1990.7.28.) 및 Gaviria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8.7.) 참석

●

파견 이유
- 페루: Fujimori 페루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남미국가에서
유일하게 북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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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 전통우방국임.

2. Fujimori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과
●

주요 활동내용
- Gaviria 전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7.27.)
- 대통령 취임식 및 만찬 참석(7.28.)
- 대통령 면담(7.29.)

●

신임 대통령 면담결과
- 특사는 대통령의 축하인사 전달, 한국 정부의 경협증진 의사 전달
- Fujimori 대통령은 특사 파견에 사의를 표명하고, 10~11월 중 극동 순방 시 한국 방문을 희망

3. 가비리아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과
●

주요 활동내용
- Barco 전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및 만찬(8.6.)
- Gaviria 대통령 취임식 및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8.7.)
- Gaviria 대통령 특사 접견 및 만찬(8.8.), Gaviria 대통령 개별면담(8.9.)

●

신임 대통령 면담결과
- 특사는 대통령의 축하 인사 전달 및 양국간 상호보완적 경협 필요성 설명
- Gaviria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1984.6월 하원의장 재직시
공식 방한하였으나,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

90-0680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 페루 및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0.7.25.-8.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0-45 / 4 / 1-146

노신영 특사의 페루 및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한 참고자료임.
1. 특사파견 관련 소관국 자료
●

국제기구조약국: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

정보문화국: 남북대화 및 북한 정세

●

국제경제국: 무상원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술협력 및 자원협력

●

영사교민국: 교민현황 및 현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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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신영 대통령 특사 페루, 콜롬비아 방문 브리핑 자료
●

일정, 방문국별 준비사항, 국별 현안 및 참고자료 등

3.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취임 연설문(1990.7.28.)
4. 콜롬비아 방문 시 대통령 특사 일정(콜롬비아 측 자료)
5.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 대교류를 위한 특별발표(1990.7.20. 영문자료)

90-0681

조순 특사(전 부총리) Calderon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남미 순방, 1990.5.5.-2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0-45 / 5 / 1-312

조순 특사(전 부총리)가 Calderon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90.5.5.~21.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순방함.
1. 파견 경위
●

코스타리카 정부는 1990.5.8. Calderon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사절단 파견 요청

●

조순 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대통령 경축특사로 파견

●

조순 특사는 취임식 참석 후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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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국별 주요활동
●

코스타리카(5.6~9.)
- 아리아스 전임 대통령 접견 및 니에하우스 외무장관 면담(5.7.)
- Calderon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동 대통령 접견(5.8.)
- 특사는 대통령 친서 및 취임축하를 전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함.
- 동 대통령은 경축사절 파견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높이 평가함.

●

아르헨티나(5.10.~13.)
- Cavallo 외무장관 주최 오찬
- 아르헨티나 CARI(국제관계연구소) 주관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경제성장, 그 특징과 문제점”
으로 주제 발표

●

브라질(5.15.~18.)
- Campos 상원의원(전 기획성장관), Silva 기간산업장관 면담
- 외무성 국제문제연구소 주관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그 특징과 문제점”으로 주제 발표

3. 조순 특사의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방문자료가 수록됨.

90-0682

박희도 특사(전 육군참모총장) Balaguer R.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0.8.13.-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45 / 6 / 1-242

박희도 특사(전 육군참모총장)이 Balagu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90.8.13.~19.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1990.8.16. Balagu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경축특사로
파견

2. 주요 활동내용
●

동 대통령 예방 및 면담(8.14.)

●

도미니카공화국 유력인사 초청 대통령 특사 주최 만찬(8.14.)

●

Balaguer 대통령 취임식 및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8.16.)

3. Balaguer 대통령 면담결과
●

특사는 한국 대통령의 축하인사 및 친서를 전달

●

특사는 7･7 선언 및 7･20 민족 대교류 제안 등 한국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설명
- Balaguer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노력에 지지 표명

●

특사는 한국업체의 현지 진출 및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설명
- 동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진출이 고용증대 및 기술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

4. 대통령 특사 파견 관련 자료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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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83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Azcona Hoyo, Jose Simon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1.24.-29.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45 / 7 / 1-61

문창화 특사(주과테말라대사)가 Azcona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1986.1.27.) 참석차
1986.1.24.~29. 온두라스를 방문함.
1. 파견 경위
●

온두라스 정부는 1986.1.27. 거행되는 Azcona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사절 파견을 요청
- 온두라스를 겸임하는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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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

꼬르도바 전임 대통령에게 특사 신임장 제정

●

Azcona 대통령 취임식 및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1.27.)

3. 주요 인사 면담내용
●

Jose Azcona Hoyo 신임 대통령
- 특사는 대통령의 친서와 축하인사를 전달하였으며, Azcona 대통령은 특사 파견에 사의 표명

●

Carlos Lopez Contreras 신임 외상
- 특사는 외상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간 다방면 우호증진 희망 표명, 외상은 조만간 다시 면담
하기를 희망

4. 온두라스 정세에 대한 특사의 관찰 내용
●

50년 만에 이루어진 민선 대통령간 정권이양으로 민주화 정착에 대한 기대

●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점, 침체된 경제, 많은 외채문제 해결 등이 관건임.

90-0684

조기성 주과테말라대사 Callejas Romero, Rafael L.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0.1.25.-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45 / 8 / 1-62

조기성 특사(주과테말라대사)가 Callejas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90.1.25.~29.
온두라스를 방문함.
1. 파견 개요
●

온두라스 정부는 1990.1.27. 거행 예정인 Callejas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사절 파견을 요청
- 온두라스를 겸임하는 조기성 주과테말라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

●

주요 일정
- 아스꼬나 전임 대통령에게 특사 신임장 제정 및 예방(1.26.)
- Callejas 대통령 취임식 및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1.27.)
- 신임 대통령 예방(1.27.)

2. 주요 인사 면담 내용
●

Callejas 대통령 예방
- 특사는 대통령의 친서 및 Callejas 대통령 취임 축하 말씀 전달
- 동 대통령은 친서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

아스꼬나 전임 대통령 예방
- 아스꼬나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자신의 고향에 한국의 봉제공장이 설치된 데 감사 표명

●

까리아스 신임 외무장관 면담
- 동 장관은 주한 온두라스 공관 개설여부를 곧 검토하겠으며, 한국의 무상원조 공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엠뷸런스, 의약품 등 무상원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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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85

권영각 건설부장관 리비아 혁명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1989.8.29.-9.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5 / 11 / 1-119

권영각 건설부장관이 리비아 혁명 20주년 기념행사 및 대수로 2단계 착공식 참석차
1989.8.29.~9.3. 리비아를 방문함.
1. 파견 경위
●

1989.8.22. 리비아 측은 총인민회의 명의로 한국 대통령의 혁명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초청

●

리비아 측은 혁명 기념행사 일환으로 대수로 2단계 기공식에 건설부장관 참석을 초청

●

이에 따라 권영각 건설부장관을 리비아 혁명 기념행사 경축사절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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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축사절 파견의 의의
●

혁명 기념행사에 경축사절을 파견하여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우호 관계강화 성과

●

대수로 공사 2단계 사업수주는 물론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 협의 계기

3. 방문 결과
●

리비아 혁명 20주년 기념행사 참석(1989.9.1.)
-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 주최 만찬, 총인민회의 경축식 행사, 군민 사열식 등에 참석

●

주요인사 면담
- 외무부장관, 과학부장관, 대수로사업 위원장 등
- 리비아 측은 한국업체의 1단계 공사 시공내용에 만족하며, 2단계 공사도 같은 수준 시공 기대

●

리비아 대수로 2단계사업
- 리비아는 3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수로 2단계 공사 계약의향서를 한국업체에 전달

90-0686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입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20-45 / 12 / 1-124

1989~90년 중 정부는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을 마련함.
1. 경위
●

1990.1.15. 외무부는 1988년 7･7선언을 구현하고 북한의 개방 및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정부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으며, 우방국은 한국과 사전협의함.
- 우방국은 북한이 한반도 무력적화 노선을 포기하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인정하도록 북한
측을 설득하도록 함.

●

1990.5.14. 외무부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노선 포기 등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주재국이
북한의 관계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주재국에 요청할 것을 재외공관에 지시함.

●

1990.11월 외무부는 북한의 개방화,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우방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북한 관계를 조정하도록 함.

2. 북한 측의 반응 및 평가
●

1990년 북한은 주중국 북한대사관을 활용하여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주재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함.
- 1988년 7･7선언 이후 북한은 페루, 콜롬비아와 수교 수립
- 1990년 초 북한은 EC(구주공동체)와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
- 1990.4월 북한은 주FAO(유엔식량농업기구)(로마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독일(구 서독)과
관계개선 시도
- 1990.9월 가네마루 일본 전 부총리의 방북 시 북한 측은 일본･북한 수교를 제의
- 베이징 주재 미국･북한 참사관급 13회 접촉, 베이징 주재 캐나다･북한 공사 2회 접촉

●

정부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 탈피 및 국내 경제적 난관 극복을 위해 주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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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87

북한･벨기에 관계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6 / 5 / 1-119

1985~90년 중 북한･벨기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벨기에 사회당 하원의원의 북한 관계 결의안 제출
●

Burgeon 의원 등 사회당 하원의원 4명이 1985.12.19. 하원 외무위에 대정부 북한승인 결의
안을 제출

2. 벨기에･북한 의원친선협회 결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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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Burgeon 벨기에 사회당 의원은 1986.8월 벨기에･북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기도
- 5월 국제의원연맹 의장단 회의에서 동 친선협회 구성제의가 부결된바, 비공식 차원에서
북한의 대벨기에 정계침투 책동의 일환으로 분석

3. 김용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벨기에 방문(1987.11월 하순)
●

벨기에 공산당 및 일부 사회당 인사 접촉활동
- 입국사증 발급조건에 따라 정부관리 접촉은 일체 없음.

4. 벨기에 의회대표단 북한 방문(1990.5.24.~30.)
●

Hofman 상원의원 등 벨기에 의회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면담
- 동구권 이탈에 따른 외교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이 서구 미수교국에 대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외교공세 일환으로 분석

5. E. Suy 벨기에 외무장관 고문 북한 방문(1990.9.20.~27.)
●

현재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는 남북대화 진전 및 결과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감 피력

90-0688

북한･불가리아 관계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6 / 6 / 1-44

1983~90년 중 북한･불가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일성 불가리아 방문(1984.6.15.~17.)
●

우호협력조약 및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6.16.)

2. 지브코프 불가리아 국가평의회의장(국가원수) 북한 방문(1985.5.30.~6.2.)
●

주요 일정
- 김일성과 2차례 회담
- 환영 연회 및 평양시 군중대회 참석 연설
- 불가리아 국가공업전람회 및 남포갑문건설회장 참관

●

협정 체결 및 기타
- 1986~90년 무역협정 체결
- 김정일에게 선물 전달(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인정 태도를 명백히 시현한 것으로 평가됨.)

3. 북한 무역대표단 불가리아 방문
●

단장: 김진섭 무역부 부부장

●

방문 시기: 1990.1.25. 평양 출발(북한중앙통신 보도)

●

방문 목적: 차기 장기 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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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89

북한･중화민국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0-46 / 7 / 1-53

1989~90년 중 북한과 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만 경제사절단 북한 방문 계획
●

1989.7월 대만성 수출입조합의 북한 방문 계획은 동 시찰단이 여행사를 통하여 북한 측과 교섭
하였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비자를 얻지 못한 관계로 좌절됨.

●

1990.5월 대만성 수출입조합 경제사절단의 북한 방문 계획은 북한 사정상 취소됨.
- 대만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 연합회 사절단(50명)은 북한 측의 비자발급 거부로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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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취소

2. 북한의 대대만 비자발급 허용 보도에 대해 1990.11월 외무부는 대만･북한 간 민간차원의 접근과
교류에 대하여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주대만대사에게 지시함.

90-0690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0-46 / 8 / 1-66

1990년 중 북한･코스타리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코스타리카 La Nacion지 북한 관련 언론보도
●

파나마의 노리에가, 카스트로, 카다피, 김일성은 동일 인물이며 동일 운명임.(1990.1.5. 사설)

●

1990.2.11. “북한의 벽” 제하 본문 기사를 통해 북한개방 촉구

●

1990.3.24. 본문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험성 규탄

2. 북한의 대코스타리카 외교관계 재수립 추진
●

주니카라과 북한대사는 1990.12.5.~7.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Niehaus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북한의 대코스타리카 외교관계 복원 희망 의사를 전달함.

●

주코스타리카대사의 북한･코스타리카 복교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 대해 Niehaus 외무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한과의 재수교는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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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91

북한･중국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 정보2과

MF번호

2020-46 / 9 / 1-168

1990년 중 북한･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 북한 방문(1990.3.14.~16.)
●

수행원
- 이석명(李錫銘) 당 정치국원, 주량(朱良) 당 대외연락부부장, 제회원(齊懷遠) 외교부 부부장 등

●

주요 일정
- 김일성과 2차례 회담(김정일 배석), 김일성 주최 환영연회 참석,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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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주최 환영 연회 시 연설 주요내용
(김일성 연설)
- 전통적 우호관계 강조
- 1989.6월 북경사태(천안문 사건) 진압 지지
-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성과 평가
(장쩌민 연설)
- 첫 외국 방문대상으로 북한을 택하였음을 적시하고 전통적 우호관계 강조
- 사회주의 노선 견지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입장 지지

●

관찰 및 평가
- 동구 및 소련 정세의 급변에 따라 사회주의 강경국간 연대강화 필요성에서 실현
- 소련 및 동구개혁 영향 파급에 대한 공동대처 및 한･중국 관계 문제가 주의제였을 것
-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견지의 필요성, 김정일 지위 강화 및 한･중국 관계발전을 억제하는
계기로 활용

2.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중국 방문(1990.11.23.~28.)
●

주요 일정
- 리펑 총리 면담, 양상쿤 국가주석 예방, 톈진 방문(외국합자기업 및 마쓰시타 TV브라운관
공장시찰), 선전 경제특구 방문(장쩌민 면담), 경제원조협정 체결

90-0692

북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46 / 10 / 1-164

1986~90년 중 북한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외교부 대표단 중앙아프리카 방문(1986.3.27.~29.)
●

대표단: 김용섭 북한 외교부 부부장 외 2명

●

방문 일정: 외무장관 면담을 희망했으나 주재국 임시공휴일로 인사면담 등 공식 활동 일체 없음.

2. 북한 대흥공사 사절단 중앙아프리카 방문(1986.4월)
●

다이아몬드개발회사 설립 문제 협의

3. 중앙아프리카 외무성은 1987.5.12. 주재국 농장에서 활동 중인 북한 농업원조요원 8명이 조만간
철수될 것이라고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알려옴.
●

중앙아프리카 정부가 북한요원에게 제공하던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농업원조요원을 철수시킴.

●

농업원조요원 전원 철수에 따라 1983.5월부터 4년간 추진되어온 농업원조는 종료됨.

4.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7.7월 북한을 방문한 주재국 과기처장관을 면담함.
●

동 장관은 7.8. 평양비동맹회의에서 한국 문제, 팀스피리트 문제 등은 취급 불가 입장을 견지

●

중앙아프리카･북한 혼성위에서는 주재국 국회의사당 건축 문제와 농장 문제 등 논의

5. 중앙아프리카 외무성은 1988.8월 북한 9･9절 행사에 외무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통보함.
●

방기-모스크바 간 항공권은 북한 측이 제공하고 모스크바-평양 간은 특별 전세기로 이동

6.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89.1월 신임장 제정차 평양을 방문한 베이징 상주 주북한 중앙아프리카
대사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외무부장관 겸 부수상 및 대외경제협력장관 면담

●

신임장 제정 및 김일성 면담
- 김일성은 콜링바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의 1986.6월 한국 방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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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93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46 / 11 / 1-68

1990년 중 북한과 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종옥 북한 부주석 에티오피아 방문(1990.3.1.~5.)
●

방문 목적
- 지속적인 군사･경제지원 등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면서 1989.12월 북한이 제의한 남남협력
정상회의 개최문제 등 협의

●

주요 일정
- 멩기스투 에티오피아 대통령 예방 및 김일성 친서,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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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의회 부의장 예방
- 수행한 최수헌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주재국 외상대리 면담

2. Desfaye Dinka 에티오피아 외상 북한 방문(1990.4.7.~10.)
●

김일성 예방
- 에티오피아･북한 간 사회주의 이념고수와 반제국주의 연대 투쟁을 강조

●

방문 경위
- 영국, 중국 방문에 뒤이은 외국순방의 일환
- 방문 주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New Policy Measure에 대한 설명과 이해촉구

3. 멩기스투 대통령 북한 방문(1990.8.3.~6.)
●

방북 경위
- 당초 Desta 부통령이 방북할 계획이었으나 멩기스투 대통령의 방북으로 변경 결정됨.

●

방북 목적
-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 중인 중화기 생산공장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자재와 기술 지원 요청
- 군사훈련을 위한 군사요원의 증원 요청

●

주요 활동
- 김일성과 2차례 회담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훈장 수여(김정일은 훈장 수여식에 나타나지 않음)

90-0694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 정보2과

MF번호

2020-46 / 13 / 1-141

1990년 중 북한･프랑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0.3월 부임한 김형률 주프랑스 북한대표부 수석대표는 프랑스 전 각료 40여 명에 대한 예방을
신청하였으나 프랑스 외무성 측이 북한 인사의 각료급 접촉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회람을 각 부처에 발송함.
●

신임 북한대표는 프랑스･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각료 등 정부인사 접촉을 시도

2. 1990.4월 북한의 대프랑스 채무잔액 현황
●

프랑스 공공기관 지불보증 채무(상업차관 및 금융차관 포함): 14.5억 프랑

●

기타 상업차관 및 금융차관: 3.5억 스위스 프랑, 1억 8천만 독일 마르크

●

북한은 1985~90년간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1985년 이후 상환 불이행

3. 유호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원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이 1990.5.18.~24. 프랑스를 방문함.
●

프랑스 공산당 소속 의원은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자 세습체제가
용납될 수 없다고 북한 의원들에게 피력함.

4. 1990.8.22.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에 예치된 북한자산 동결조치를 취함.
●

1970년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상환기간 재조정 교섭이 결렬된 후 차관제공 은행단이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바 있음.

5. 조평통 국제연락위 주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학술회의가 1990.10.21.~22. 파리 근교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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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95

북한･동독 관계
생산연도

1981-1988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20-46 / 14 / 1-38

1981~88년 중 북한･동독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H. Soelle 동독 대외무역상과 H. Reo-chelt 동독 환경보호 및 수자원담당상이 1982.3.19.
라이프치히 춘계박람회 북한전시장을 방문함.
●

양국간 상호 상품인도의정서 이행문제 및 경제･대외무역관계 심화문제 등 논의

2. 이종옥 동독 공산당대회 북한대표가 1986.4.19. 제11차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대회에서 연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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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핵위험을 강조하고, 미국의 핵무기 증강과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비난

3. W. Stoph 동독 수상이 북한을 방문함.
●

Stoph 수상은 1988.9.10. 김일성과 면담, 양국 및 국제관계에 관해 의견교환
- 양인은 현 국제관계에 있어 평화보장, 군축, 핵전위험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90-0696

북한･독일 관계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6 / 15 / 1-318

1985~90년 중 북한･독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G. Mueck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청 부사장 북한 방문(1985.8.18.~26.)
●

Mueck 부사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 근교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차관 및 기술지원 문제를
협의 예정

●

독일 외무부는 교통부를 통해 동 프로젝트 참여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고 관련 회사에 동 프로젝트
참여 및 방북을 포기하도록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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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독일 방문(1986.5.1.~5.)
●

제8차 독일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
- 1986.4.30. 브란트 독일 사민당 당수 접촉

3. Stercken 독일 연방 하원 외무위원장 방북계획
●

외무부는 1989.4.25. 주독일대사에게 한국 정부 입장을 독일 외무부 및 동 의원에게 전달
하도록 훈령
- 7･7선언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독일 외무위원장의 방북은 북한의 개방 및 남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

●

Stercken 의원은 중국사태로 방북 계획을 취소

4. 외무부는 1990.1월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 수립
●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립, 한국 단독수교국에게 훈령지시
- 7･7선언을 구현하고 북한의 개방화 및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 목적
- 무력적화통일 노선 포기, 평화공존과 상호교류협력 확대, 유엔 동시가입 인정 등

5. 외무부는 1990.9.12. 주독일대사에게 독일의 대북한 수교문제에 관한 정부방침 훈령지시
●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88년 유엔총회 시 천명한 바에 따라 통일독일의 대북한 수교에는
기본적으로 불반대
- 단, 북한이 적화통일정책 및 폭력행위를 포기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수락하는 등 통일
시까지 평화공존하는 정상관계를 갖도록 촉구
- 독일의 대북한 수교는 여타 EC(구주공동체)지역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여타국가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양해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90-0697

북한･헝가리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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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과 헝가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헝가리 유력 일간지 Nepszabadsag는 1990.2.15. ‘What can be seen by a Satellite above
Yongbyon’ 제하 영변 원자력발전소와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기사를 게재함.
2. 북한중앙방송은 북한과 헝가리가 1990.3.5. 평양에서 1990년도 상호 상품유통 및 지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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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함.
●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1990년도 무역거래 규모 및 품목에 합의하고 차기
장기무역협정 체결 관련 문제점 토의

●

양국은 1985년도 장기무역협정 체결 이래 무역 및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됨.

3. 주헝가리대사관은 1990.10.26. 이인규 북한 외교부 구주담당차관보가 1990.10.27.~31. 헝가리
방문 예정임을 보고함.
●

이인규 차관보의 헝가리 방문 목적은 한･헝가리 수교 이후 악화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사급
관계 복원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관측됨.

90-0698

북한･이탈리아 관계, 19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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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북한과 이탈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이탈리아 북한통상대표부 설치 동향
●

1989.2월 북한의 이탈리아 공산당 및 Piccoli 이탈리아 하원 외무위원장을 통한 주이탈리아
북한통상대표부 설치노력이 감지됨.
- 북한과 이탈리아 간 통상대표부 설치협정은 1977.7월에 체결

●

한국 측은 북한･이탈리아 간의 경제, 통상, 문화교류 및 비정부간 무역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남북 관계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부 수준의 통상대표부 설치 승인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이탈리아 측에 전달함.

●

이탈리아 측은 통상대표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으며 한국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다만 정치적 차원에서 Bonalumi 등 이탈리아 좌파의원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함.

2. 북한 노동당대표단 이탈리아 방문(1989.3.15.~25.)
●

단장: 허담 북한 노동당 중앙위 비서

●

방문 목적: 이탈리아 공산당 초청으로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

●

주요 일정
- Ochetto 공산당 서기장, Jotti 하원의장, Ruggiero 대외무역성장관, Bonalumi외무차관을
예방하여 주이탈리아 북한통상대표부 설치허가를 요청
- 한국의 북방정책 비방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

방문 결과
- 이탈리아 측은 정치적 결정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과 우호관계에 유의하여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3. 북한 노동당대표단 이탈리아 방문(1989.5.10.~18.)
●

단장: 이창익 중앙인민위 서기장

●

방문 목적: 제45차 이탈리아 사회당 전당대회 참석

4. Piccoli 이탈리아 하원 외무위원장 북한 방문(1989.12월)
●

Piccoli 위원장은 김일성 면담 시 관광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유럽에 개방할 것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김일성은 최근 동구권의 변화는 동구국가의 선택이며 북한은 자주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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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외무성은 동 위원장의 금번 방북은 사전협의 없이 취한 결정이며, 공식사절단은 아닌
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과의 교류 프로그램 참석의 일환이라고 해명함.

5. ICE(이탈리아 무역공사) 직원 방북(1989.12.17.~28.)
●

이탈리아 측은 동 방문은 무역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차원이며 북한과의 관계는
한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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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99

북한･이탈리아 관계,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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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이탈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F. Lanciotti 이탈리아 무역공사 직원(중국 심양시 주재원)이 1989.12.27.~28. 북한을 방문,
북한 대외 관련 부처와 금융기관 인사들과 면담함.
●

북한 측은 주이탈리아 북한 무역사무소 및 주북한 이탈리아 무역공사사무소 상호설치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심을 표명함.

●

이탈리아 외무성 측은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는 남북한 대화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2. 이종혁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대표부대사는 1990.1.26. 이탈리아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면담, 통상대표부의 수개월내 설치 실현을 기대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3. Orlando 이탈리아 상원의원 및 아시아연구소 사무총장은 1990.2.24.~27. 북한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함.
●

북한 측은 동인에게 통상대표부 설치 및 외교관계 수립에 지원요청

4. 유호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1990.5.14.~17.
이탈리아를 방문함.
●

주요일정: 외무장관, 상･하원 외무위원장, 하원의장 면담, IPU(국제의원연맹) 사무국 방문

●

북한 측은 통상대표부가 조속 설치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기를 희망함.
-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간 대화재개에 응
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포기 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함.

5. 이종혁 대사는 1990.6.19. 트리에스테 항만 공단사장과 트리에스테･남포 간 항만활용 촉진 협약에
서명하고 트리에스테 북한 무역대행사무소를 개소함.
6. 이탈리아 무역공사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공동주관으로 이탈리아 통상사절단이 1990.9.21.~28.
북한을 방문함.
●

초청자: 북한 합영부 국영상사

●

방문결과
- 트리에스테 박람회 당국은 향후 3년간 북한을 트리에스테 박람회에 참가 초청하기로 합의
- 트리에스테･남포항 간 해운항로 개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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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00

일본 내에서의 북한선박 동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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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일본 내 북한선박 동향 관련 일본주재 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1990.1.9. 북한에 기항한 파나마국적 선박의 요코하마항 입출항 상황을
보고함.
2.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90.1.25. 니가타항에서 출항한 북한 방문자의 국적별 인원을 보고함.
●

조선적: 41명, 한국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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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90.2.8. 1990년도 만경봉호 및 삼지연호의 니가타항 입출항 계획을 보고함.
4.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90.4.2. 북한선박 삼지연호가 오사카 중앙부두에 입항하였다고 보고함.
●

입항 시 조총련 각급 학교 학생 500명 참석, 환영 집회를 개최함.

●

동 선박은 4.5. 400여 명의 조국방문단을 태우고 출항함.

5.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90.5.16. 북한 화물선 청봉호가 홋카이도 구시로항에 입항하여 흥남으로
출항하였다고 보고함.
6.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90.8.1. 북한선박 삼지연호가 하카타항에 입항하였다고 보고함.
●

입항 시 조총련 학생 150명과 사회당 의원 등이 참석한 환영식이 개최됨.

●

동 선박은 8.3. 승객 369명을 태우고 원산항으로 출항함.

7.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91.1.23. 니가타항에 출입국한 북한선박의 1990년도 동향을 상세 보고함.
●

만경봉호(15회 취항)
- 방북자: 1,211명

●

삼지연호(14회 취항)
- 방북자: 4,285명

90-0701

북한･네덜란드 관계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47 / 8 / 1-139

1985~90년 중 북한･네덜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네덜란드 방문(1985.2.17.~18.)
●

양형섭 의장은 2.21. 네덜란드 공산당 인사 면담
- 네덜란드 외무성은 2.26. 정치활동 금지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하였으며 정례적인 네덜란드
공산당 방문이라고 반응함.

2. E. Izeboud 네덜란드 공산당 의장의 북한 방문(1985.5.24.~29.)
●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 논의

3. 1986년도 북한･네덜란드 간의 교역현황
●

네덜란드의 대북한 수출: 약 424만 달러(1985년 대비 368% 증가)
- 주요 수출품: 질소 화합물, 섬유 및 피혁용 기계, 동식물성 유지, 코코아 등

●

북한의 대네덜란드 수출: 약 17만 달러(1985년 대비 62% 감소)
- 주요 수출품: 원광석, 비섬유류 의복 장신구류, 수제편물

4. 권희경 주소련 북한대사, 네덜란드 방문기도
●

권희경 대사는 1987.3월 외교단장 자격으로 네덜란드 입국을 기도함.
- 네덜란드 외무성은 사증발급을 거부

●

Gitz 네덜란드 외무성 한국담당관은 8.6. 북한 측의 접근이 있더라도 소련, 중국 및 동구지역
국가가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한 네덜란드가 북한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

5. 네덜란드 좌익계 학생단체의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움직임
●

Gitz 한국담당관은 1988.12.22. 네덜란드 내 청년 학생단체 및 개인의 동 축전 참가문제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6. 북한대표단 네덜란드 방문
●

주프랑스 북한대표부 참사관 등 일행이 1990.11.14. 네덜란드 무역진흥위원회 측과 양자 경제
관계 증진문제를 협의함.
- 네덜란드 외무성은 외교특권과 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무소 개설 허용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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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02

북한･니제르 관계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47 / 9 / 1-25

1988~90년 중 북한･니제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계세 주니제르 북한대사는 1988.3.23. Ali Saibou 니제르 대통령을 예방함.
●

동 면담에 Issaka Diambella 외무부차관이 배석하였으며, 북한대사는 1987년 초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Niamey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건립 지원문제를 거론함.

2. 북한의 니제르에 대한 경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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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제르 북한대사는 1989.11.8. 농업용 소형 트랙터 20대, 이양기 20대 및 기타 3대의 소형
농기계, 부속품 등 총 7,067만 프랑세파(23만5천 달러) 상당의 장비를 니제르 관개농업
개발청에 제공함.
- 동 농기계 원조는 1986.9월 고 룬체대통령 방북 관련 후속사업인 농업협력의 일환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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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동향 및 북한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1. 북한대사 부임 및 활동
●

1990.1.16. 신임 북한대사는 바르샤바 도착 40분 전에 폴란드 외무부 측에 부임사실을 통보
하여 주재국을 당황하게 함.

●

신임대사는 3.2. 기자간담회를 갖고 팀스피리트 훈련, 휴전선 장벽 비난 등을 언급함.

●

북한대사관은 4.12. 바르샤바 시내 구 공산당 별관에서 베를린장벽 개방 관련, 한반도 문제
강연회를 개최함.

●

김일성 생일기념 및 동구 개방 계기, 4.15. 한국 비방목적의 강연회를 개최함.

2. 북한 관계 언론보도
●

일간지 Zycie Warszawy는 1990.5.25. “The Great Leader still at the Head” 제하 김일성의
주석 재추대 사실을 보도함.

●

일간지 Sztandar Mlodych는 1990.8.4.~5. 북한대사의 한반도 문제 인터뷰를 게재함.

3. 북한 공관원 증원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외교관 수는 1990.3월 현재 1년 전 11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됨.

●

북한 중앙통신 기자 1명을 폴란드에 상주하기로 하고 명단을 외무성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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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0년 중 북한과 포르투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황장엽 등 북한 노동당대표단이 1986.3월 포르투갈을 방문함.
●

방문 목적: Cunhal 포르투갈 공산당 서기장의 1989년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

주요 일정: Cunhal 서기장과 함께 Almada 집회 연설(3.21.)

2. 북한 사진 및 공예품 전시회(1986.4.15.~24.)
754

●

고려호텔 등 평양 소재 선전물 부각
- 김일성 생일 선전의 일환

3.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북한 의회대표단이 1986.5.5.~9. 포르투갈을 방문함.
●

포르투갈 국회의장, 부의장 면담, Porto 등 지역 방문

4.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북한 노동당대표단이 1988.2.15.~19. 포르투갈을 방문함.
5. 전인철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90.5.4.~9. 포르투갈을 방문함.
●

포르투갈 외무부 경제담당부총국장 면담
- O Diario, Diario de Lisboa와 같은 친공좌경 언론과 회견, 고려연방제 등 주장

6. 친북단체 주관 김일성 생일행사(1990.4.7.)
●

김일성 생일 78회 기념 주체사상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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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북한･르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르완다 북한대사 부임
●

1975년 주르완다 북한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1989.6월 렴운옥 주르완다 북한대사가 이임하고
9월 전영운 주르완다 북한대사가 부임함.

2. 북한･르완다 협력사업
●

1987.4월부터 가동된 르완다 Mukamira 옥수수공장 기술지원 관련 북한･르완다 간 기술원조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2차례 개최되었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실패함.

●

북한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르완다 Bugarama지역 관개수로사업에 진전이 없자 르완다 측은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을 검토함.

3. 북한 외교관의 불법 밀렵
●

르완다 외무부는 1988.12.18. 주르완다 북한대사관 직원 6명에 대해 르완다 국립공원 내에서
주재국 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밀렵하였다고 엄중 경고하고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촉구 및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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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세네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세네갈 북한대사관 동정
●

북한대사관은 1990.2.16. 김정일 생일 축하 리셉션을 개최하고 평양 집회 영화를 상영함.

2. 양형섭 북한 국회의장 방문
●

양형섭 국회의장이 1990.7.26.~28. 세네갈을 방문하여 Diouf 세네갈 대통령 예방 및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우호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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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10.25.~27. 세네갈에서 개최된 제2차 혼성위원회에서 아래 요지의 북한･세네갈 간의
협력의정서가 서명됨.
●

양국은 1974년 체결한 통상협정에 따라 통상관계증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양국은 세네갈 카자망스지방의 6,138헥타르 개간을 위하여 1990.11월 중 차관계약을 체결
하기로 함.

●

북한은 다카르 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해 세네갈에 기자재를 공급하며, 세네갈의 요청으로 건축
분야 전문가, 의사, 핸드볼, 농구, 집단체조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함.

●

제3차 혼성위원회는 1992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4.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세네갈 민속박물관의 착공식이 1990.3.12. 개최됨.
●

북한은 1986.6월 Diouf 대통령의 방북 시 동 공사를 위해 철근 천 톤, 시멘트 만 톤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1988.3월 물품 일부가 세네갈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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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0년 중 북한･스위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최정근 북한 무역부장 등 대표단 스위스 방문(1985.3.3.~9.)
주요 일정
- 경제성 차관보와 실무회담 및 국무상 예방
- Sulpice 소재 용접전문기술업체 Castolin Sa 시찰, 바젤 소재 화학회사 Ciba Geigy 및
Sandoz 회사 방문, 취리히 소재 스위스 기계공업협회 및 스위스 화학공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기계 및 화학공업현황 브리핑 청취
● 북한 측 주요 발언내용
- 부채상환 불이행에 대한 사과 및 불이행 이유로 농업생산 부진 언급
- 합영법 제정 사실 강조, 1986~90년간 5개년 경제개발계획 설명
●

2. 북한의 외국 차관도입 추진
●

주스위스대사는 1987.4.10. 북한이 서구로부터 1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1986.7.30. 리히텐슈타인 소재 Univerimpex Anstalt에 차관도입 주선을 의뢰하는 전권위임장을
발급하고 10개 사업의 차관도입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보고함.

3. 스위스 외무성 정무국장은 1987.11.24. 주스위스대사 면담 시 방북 소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평양은 대외선전을 위해 집중투자한 결과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임.
● 평양 외곽지역의 공장 등 산업시설의 낙후성, 극심한 빈곤이 눈에 띰.
● 스위스에 대한 부채 중 북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채만은 상호간 합의에 따라 불원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기타 외채의 전반적인 변제문제는 극히 비관적임.
●

4. 스위스와 북한 간 통상협력
스위스 회사 MFC는 북한산 형석 3천~5천 톤 구입을 위해 북한 비철금속 수출입공사에 가격
오퍼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함.
● MFC는 1986.2.19. 서한에서 북한의 비철금속, 금속과 금속장비의 바터제 교역, 북한 측의
스위스 내 북한 상품 유럽판매 합작회사 설립 제안에 대해 50:50 지분율의 합작투자회사 건립용의
및 알루미늄 생산분야에서의 대북한 기술제공에 용의 표명
●

5.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9.4.3. Felber 스위스 외상을 예방하고, Jacobi 외무성 부장관
주최 오찬 및 면담을 함.
●

양측은 남북대화, 통일문제, 중립국 감시단 인원보강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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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우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북한 공식 방문(1990.5.28.~6.1.)
●

방문 목적: 무기도입을 위한 차관 교섭

●

주요 일정
- 북한･우간다 정상회담
- 대안 중기계연합소, 순천 비닐론 연합기술소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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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합의 사항
- 북한의 대우간다 680만 달러 상당 군사차관 제공
- 북한･우간다 군사협력 비밀협정 체결(군사고문단 파견 및 군사 유학 등)

2.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정송남 대외경제부장) 우간다 방문(1990.8.14.~22.)
●

방문 목적: 김일성･Museveni 회담 후속조치 사업 논의

●

방문 결과
-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 Kilembe 동광산 개발 및 수력발전소건설사업 북한참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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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영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Cook 영국 노동당 의원은 1990.2.8.자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방문단 파견을 제의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4.4. 북한 측의 판문점 통과 허용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하고, 한･영국 의원친선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

2. 호주 석유회사 런던 현지 법인 회장과 직원 2명이 이성록 북한 무역부 부부장 초청으로
1990.4.3.~5. 방북함.
●

북한 해저유전 탐사 관련 협의가 목적이지만 영국 외무성은 개인자격 방북이어서 아무런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주영국대사관에 알려옴.

3.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 등 5명의 방영단이 1990.4.4.~8. 영국을 방문함.
●

Cook 의원이 영･북한 의원친선협회를 대표하여 방영을 주선함.

●

노동당 외교담당자를 면담하고 영･북한 관계개선, IMO(국제해사기구) 북한대표 파견문제,
EC(구주공동체) 통합 관련 EC･북한 간 교류증진에 관해 노동당의 협조를 요청함.

●

영국 외무성은 북한 측이 상기 문제에 관해 직접 영국 정부 측에 제안해 오지 않았다고 밝힘.

4. 주한 영국대사는 1990.8.10. 북한이 7월 말경 Lord Blackburn 상원의원을 통해 런던 주재
통상사무소 설치를 제의해 왔다고 알려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

북한 측은 초기에는 민간사무소를 설치하여 점차 통상대표부로 발전시킬 것을 제의함.

●

외무부차관은 영국 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 개시는 이의가 없으나, 협의과정에서
한국과의 평화공존, 유엔가입 문제 등을 거론,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5. 북한은 1990.10월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대사를 통해 IMO 사무국에 파견할 대표부 직원 명단을
통보함.
●

IMO 사무국은 북한이 통보해온 북한대표부 직원 명단을 10.29. 영국 외무성에 통보

6.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 등 4명이 1990.10월 Welsh Nationalist Party 당 대회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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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10

북한･소련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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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불가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손성필 주소련 북한대사는 1990.4.2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소련은 북한에 연간 1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고 북한은 물품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북한의 물품공급이 협정액의 60~65%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소련의 대북한
원유 공급량 감소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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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련 외상 북한 방문
●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이 1990.9.2.~3.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짐.

●

소련 측은 소련의 정치･경제 개혁정책 및 대외정책 방향 설명과 한･소련 간의 관계를 통보함.

●

소련･북한 국경의 제도(섬)에 대한 조약 및 소련･북한 국경설정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

4. 소련의 대북한 원자로 판매
●

주소련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 및 당 관계관으로부터 파악한바에 의하면, 소련의 대북한
원자력 협력은 1984.5월 김일성 방소 시 일차적으로 협의되어 1985.12월 강성산 북한 총리의
소련 방문시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고함.

5. 소련･북한 무역 결제 변경
●

주소련대사관은 소련 외무성 관계자가 1991년부터 원유공급을 포함한 모든 무역거래는 경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90-0711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3권 (V.1 1-3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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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3월 중 미국･북한 간의 학술교류 추진 내용임.
1. 추진 배경
●

한국은 1988년 7･7선언 정신에 따라 미국･북한간의 학술교류를 용인하되 북한 측 참석자의
정치선전을 불용한다는 입장

●

미국은 1988.10.31. 대북한 제재 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미국･북한 간 민간차원의 학술교류를
허용

●

북한은 미국･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양국간 베이징 외교접촉 이외에 비공식 접촉채널로 학술
교류를 희망

2. 미국･북한 간 학술교류 연기
●

1990.1~3월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와 하와이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북한학자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북한 측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학술회의 불참을
통보해 옴.
- 스탠포드대학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남북한 학술회의(3.26.~30.)에 최우진
IDP(북한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 등을 초청하였으나 북한학자의 불참 통보로 연기됨.
-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는 한반도 통일 6개국 학술회의(3.26.~27.)에 황장엽 북한 사회과학
원장, 박창곤 주체사상연구원 등을 초청하였으나, 북한학자 참석없이 개최됨.

3. 1990년 미국･북한 학술교류 계획(1990.3.29., 주미국대사관 보고)
●

Atlantic Council 주최 학술회의(5.14.~16., Washington D.C.)
-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부대사 초청

●

조지워싱턴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5.17.~19., Washington D.C.)
-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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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12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3권 (V.2 4-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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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4~6월 중 미국･북한간의 학술교류 추진 중 조지워싱턴대학교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가 동북아 전문가 회의(5.17.~19., Washington D.C.)를 공동 주최함.
1. 개요
●

주제: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

참석자: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말레이시아 등 7개국 학자
- 미국: Gaston Sigur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5명
- 한국: 김경원 사회과학원장(전 주미국대사)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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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H. Mitsuzuka 전 일본 외상 등 8명
- 북한: 최우진 IDP(북한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 등 3명

2. 주요 발표 요지
●

미국･북한 관계 및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문제
- 북한 측은 미국･북한 관계개선 용의를 표명하고, 미국 측은 미국･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제반조건에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함.
- 북한 측은 미국의 대북한 핵선제 불사용 보장을 요청하였으며, 미국 측은 기존의 NSA(핵선제
불사용 원칙)이 북한에게도 적용된다고 함.
- 북한 측은 미국･북한 간의 접촉 장소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미국 측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후에 검토가능하다고 함.

●

남북한 교차 승인 및 한반도 문제
- 북한 측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고려
연방제를 주장함.
- 북한 측과 소련 측은 남북한 교차승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소련 측은 미국･북한 관계개선과 무관하게 한국･소련 수교 추진이 가능하며 북한･소련
상호원조협정은 북한이 외부 침입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함.

●

동북아 협력 다자회담
- 북한 측은 6자회담에 반대하나 6개국 이외 몽골,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다자형태에 참여
용의를 표명

90-0713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3권 (V.3 7-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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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7~12월 중 미국･북한 간의 학술교류 추진 내용임.
1. 미국 스탠포드대학 주최 군비통제 학술회의(1990.7.5.~7.)
●

참석자: 남･북한, 미국, 일본 학자
- 최우진 IDP(북한평화군축연구소) 실장 등 3명

●

주요 발표 요지
- 한국 측: 유럽에서의 선례를 감안하여 우선 남･북한 당사자간 정치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기초로 한 군비통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북한 측: 남･북한 간 병력 감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 실현 후 남･북한 간 불가침 선언,
북한･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미국 측: 신뢰구축, 관계개선,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확대, 통일로 이어지는
5단계 군축 및 통일방안을 제시

2. 하와이대학 평화연구소 주최 학술회의(1990.8.19.~21.)
●
●

참석자: 남･북한, 미국, 중국, 소련 5개국 학자
김병홍 IDP 부소장은 발표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북한･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
북한의 입장을 주장

3. 미국학자의 방북
●

서대숙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1990.7.4.~20.)
- 북한 사회과학연구소 초청으로 방북하여 미국･북한 학자간 학술회의 정례화 문제를 협의

●

J. Holdridge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10월)
-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초청으로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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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14

미국･북한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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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미국･북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FBI(미연방수사국)은 1990.1.18. 방북 알선 한인여행사인 전금관광을 방문하여 북한 방문사업의
동기, 배경, 현황 등을 확인함.
●

현행 미 관계법은 연방 재무부의 특별인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여행을 주선, 장려할 수 없으나
전금관광 측은 매월 2회 정도(30명) 방북 교포 모집을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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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상무부는 1990.1.19. 미국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1989년 미국의 대북한 수출허가액이 840만
달러라고 발표함.
●

북한은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인도적 물자의 기증만 허용되어 왔으나 1989.4.18. 대북한
수출완화 조치에 따라 인도적 물자의 경우 상업용 수출도 허용됨.

3.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90.2.1. 미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의 5대 외교정책 목표를 발표하여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 미･북한 간의 관계개선 전제조건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 조치 등 태도변화를 촉구함.
4. 이우근 전 남가주 음악가협회장은 1990.2.18. 북한은 평양예술제(1990.4월)에 재미교포 예술가
들을 대거 초청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5. 미 국무부는 1990.3.16. 북한 여행제한 완화 후속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미국인 여행자는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과 필요한 비자를 소지해야 함.

●

미 재무부 통제규정에 따라 미국인 여행자는 북한내에서 숙박료, 음식비 등 여행에 따른 직접
경비만 사용이 가능함.

●

숙박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함.

●

북한여행 알선을 위한 여행사의 활동을 금지함(재무부 특별인가 여행사 제외).

6.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은 1990.9.22. 뉴욕에서 시거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접촉,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소련 관계수립 전망에 따라 북한･소련 간 실질관계는 끝났으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테러행위에 대한 공개적 입장 천명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미･북한 간 비공개 대화가 필요함.

90-0715

북한･바누아투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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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북한･바누아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

주피지대사는 1990.11.20. 한봉하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1990.11.10.~17. 바누아투에 출장
하여 신임장을 제정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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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16

북한･아프리카 관계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0-48 / 11 / 1-72

1990년 중 북한･아프리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사절단 아프리카 방문
●

1990.2월
- 에티오피아

●

1990.3월
- 부르키나파소, 토고, 에티오피아, 부룬디,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가봉, 감비아
(미확인), 바보베르데(미확인), 가나,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콩고, 기니(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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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아프리카 순방(1990.6.30.~7.28.)
●

방문국: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기니, 세네갈

3.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

1990.5.19. 김순제 부르키나파소 주재 신임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1990.6.7.~12. 부르키나파소 외무장관 북한 방문

4. 북한･말라위 관계
●

1990.4.4. 손명순 주잠비아 북한대사(말라위 겸임)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

5. 북한･소말리아 관계
●

1990.10.2. 김룡수 주소말리아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

90-0717

북한･중동 관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 마그레브과

MF번호

2020-48 / 14 / 1-98

1989~90년 중 북한과 중동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알제리
●

1990.9.8. 북한대사관은 9･9절 행사 리셉션을 개최한바, 알제리 외무차관, 아주국 부국장,
의전차장 등이 참석함.

●

주알제리대사는 주재국 외무부 관계자 면담 시, 부르키나파소 장관급의 주최로 범아프리카지역
친북단체 회의가 개최되어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파악하여 보고함.
- 결의안 내용: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연대강화,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김일성 찬양 등 북한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

2. 이집트
●

이종옥 북한 부주석이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1990.3.31.~4.3. 이집트를 방문하여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과 외무장관 면담을 가짐.

●

무바라크 대통령은 1990.5.13.~14. 북한을 방문함.
- 경위: 중국 및 소련 방문계획에 북한은 예정되지 않았으나 김일성이 직접 전화로 간청하여 수락
- 방문 일정: 김일성과의 2차례 회담 및 공식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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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18

북한･구주 경제 관계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정보2과 / 서구1과

MF번호

2020-48 / 15 / 1-40

1987~90년 중 북한･유럽국가 간의 경제 관계 동향임.
1. 북한･독일(구 서독) 경제 관계
●

북한은 1987년부터 독일 내 보험회사 설립 및 잠수함 수입 등을 기도함.
- 주독일대사관은 독일 정부를 접촉하여 북한･독일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

1989.3.5.~8. 김종문 대외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경제사절단 4인이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하여 Helm Ag(화학제품회사), Siemens 등 기업 방문 및 항만시설을 시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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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스위스, 북한･오스트리아 외채 관계
●

스위스 외무부 정무국장은 1987.11.24.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스위스 채무변제를 협의함.
- 대스위스 채무액 중 북한 프로젝트 관련 채무지불에 합의함.(대스위스 채무액의 절반수준)

●

1987.11.30.~12.1. 오스트리아 Kontrol Bank와 북한 간 은행보증 채무상환 교섭을 실시함.
- 1988.1월부터 매월 일정액(100만 실링), 1989년은 월 상환액 2배, 1990년은 월 상환액
3배 증액방식으로 채무변제에 합의함.

3. 주이탈리아대사는 1990.6.27. 북한이 1987.9월부터 이탈리아 북부 Bergamo지역에 인삼판매
합영회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합영회사명: Xilo S.R.L
- 북한 측 합작사: Korea Ginseng Co.(북한인 2명 상주 활동)
- 자본금: 9천만 리라(약 7만 달러)
- 취급 상품: 홍삼

90-0719

북한･유고슬라비아 관계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0-48 / 18 / 1-29

1984~90년 중 북한･유고슬라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고 정치 주간지 NIN의 북한 관계 보도
●

북한은 아들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국가와 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

●

혁명과업은 한 세대에 성취 불가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 과업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하나, 동
세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명확하지 않음.

●

북한에서와 같이 터무니없는 논리로 인민에게 권력이양을 강요한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불의가
합법을 가장하여 판을 칠 것임.

●

1983.9월 평양 개최 세계기자 회의는 김정일이 잠재적 후계자임을 세계에 밝히기 위한 것이었음.

2. 유고 대통령 북한 방문(1986.3.29.~4.2.)
●

라도반 블라이코비치 유고 대통령이 김일성의 초청으로 방문

●

주요 일정
- 김일성 공항 영접
- 김일성 주최 환영 연회, 2차례 회담
- 남포 갑문 및 만경대 시찰

●

평가
- 유고 대통령의 방북은 유고 국가원수로서는 1977년 티토 유고 대통령 방북 이래 최초의
방문이며 1984.6월 김일성 유고 방문에 대한 답방임.

3.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 유고 방문(1990.10.23.~25.)
●

주요 협의내용
- 북한 측은 유고의 대북한 기술연수생 초청확대, 유고 외상, 외무차관 등 고위인사의 방문
조기실현을 희망함.
- 유고 측은 7백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유고 채무(선박모터 수출대금 약 12년 동안 미상환)의
조기상환 선결을 강조하고, 요비치 유고 대통령의 방한계획을 통보한바, 북한 측은 신중한
대처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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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20

북한･자이르 관계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48 / 19 / 1-212

1985~90년 중 북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85~86년도
●

북한대사 교체
- 권성철 대사가 김봉운으로 교체된바, 1985.3.7.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김봉운 신임 북한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김봉운은 6.20.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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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술사절단 콩고민주공화국 방문(1985.11.21.~86.1.6.)
- 콩고민주공화국 철도건설 및 금광 탐사문제 협의를 위해 안계륵 제3수출입상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Aneza사의 Benber 회장과 사금 채취를 위한
합작투자 문제 등을 협의함.

●

북한 연수생 추방
- 1986.4월 콩고민주공화국 국가문서부는 불어와 Lingala어를 수학하고 있는 북한 연수생
4명을 시계 밀수 및 밀매혐의로 강제출국 조치함.

●

정준기 정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사절단이 1986.8.7.~14.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Mpinga MPR당 중앙위 제1부위원장, Kengo 수상 및 Kabala 외무차관을 면담함.

2. 1987~88년도
●

북한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절단이 1986.12.31.~87.1.5.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1989년 여름 제13차 사회주의국가 청소년축제 평양 개최를 위한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함.

●

1988.8월 북한대사관 외교관 2명이 밀수혐의로 추방됨.

3. 1989~90년도
●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88.11.15. 아래 요지의 콩고민주공화국 외상 앞 서한을 송부함.
- 평화보장 4원칙 및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대한 지지협력을 요청함.

●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훈장 수여
- 전승기념비 설치 시 동상기술자를 파견하여 모부투 군인상과 4개의 병사상을 조립, 설치하여
준 데 대한 치하 표시로서 북한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90.3.23.~24.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Nguz 외무장관과 면담함.
- 5월 방한 기회에 북한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
-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북한입장 지지 요청

90-0721

남북문제센터 설립 검토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48 / 20 / 1-43

1987~88년 중 정부는 남북문제센터 설립 시 한국의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함.
1. 경위
●

주제네바대사는 1987.12.15. ILO(국제노동기구) 남아시아지역 사무국장을 역임한 Bimal
Qhosh(인도인)가 남북한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협상 등을 연구하기 위해 남북문제
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 동인은 한국의 재정지원 및 국내 유관기관(또는 연구소)과의 장기적 협력관계 수립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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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8.6.9. 남북문제센터 설립에 대해 국내 주요부서 및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른 외무부 검토의견을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함.
●

동 센터는 국제기구 또는 정부간 기구에 의해 추진되는 기구이며 또한 현재 설립 모색 중에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국이 처한 선진･개도국 간 중간적 입장에서 볼 때 동 센터의 설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내 연구기관은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동센터에 상당규모의 창립기금출연을 검토할 수는
없으며 공식적 기관 차원에서의 협력은 시기상조이나 학술교류적 차원에서 또는 남북문제의
정보 수집원으로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공동국제회의 개최 등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임.

90-0722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1 기본문서(1988.7.5.-14.))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1 / 1-321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 관련 조치 및 주요국 반응임.
1. 7･7 특별선언 관련 외무부 조치사항
●

주요 조치사항
- 주한 외교단: 선언의 내용과 배경, 의의 등에 관해 사전 설명하고 적극적 지지를 요청
- 주한미국, 일본대사 초치 사전통보(7.5., 외무부차관)
- 주요 우방국 대사에게 사전설명(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 주한 외교단(49개국) 및 주한 외신기자단에 사전설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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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선언의 개요, 배경 등을 사전 통보, 대주재국 지지교섭 훈령 및 홍보지침 시달

2. 대통령 특별선언 관련 주요국 반응
●

주한 미국대사(외무부차관 면담 시): 금번 선언은 적절한 내용이며, 미 국무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것임. 또한 동 선언 내용을 중국･소련에 대해서도 전달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음.

●

주한 일본대사(외무부차관 면담 시): 금번 선언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이므로 환영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건의하겠음.

●

미 국무부 대변인
- 노태우 대통령의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환영함. 이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계획은 없으나 한국 정부와 함께 추가 방안 검토를 계속할 것임.

●

일본 관방장관
- 매우 건설적이고 유연한 제안으로서 이를 환영함. 북한 측이 동일한 유연성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에 적극 응할 것을 기대함. 한국과 중국･소련 간 교류와의 균형을 배려하면서 일본･
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90-0723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2 기본문서(1988.7.15.-11월))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2 / 1-318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7･7 특별선언 제4, 5, 6항 실천을 위한 외교시책 발표(1988.7.16., 외무부장관 성명) 요지
●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의 북한과의 비군사 물자교역 불반대

●

북한과 소모적 경쟁 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의 비동맹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정상화 불반대

●

북한의 유엔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간 지역협력 및 개발기구 가입 불반대

●

모든 국제사회에서 남북대표가 상호접촉 및 대화를 갖도록 능동적 대처

●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의 북한과의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분야 교류 불반대 및 필요 시 협조 용의

●

7･7선언 제1항 관련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후속조치 발표(7.19.)

2. 1988.7.12.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는 7･7 특별선언에 대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성명을
안보리에 배포 요청한바, 7.15. 안보리 문서(S / 20008)로 배포됨.
●

Batista 안보리 의장은 상기 북한 성명 배포 note를 통해 동 문서배포가 안보리 의장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힘.

3. 1988.7.20. 슐츠 미 국무장관은 7･7 특별선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소련 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에게 송부함.
●

셰바르드나제 외상은 답신을 통해 7･7 특별선언이 한국의 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막연한 형식만 제시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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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24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3 자료(198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3 / 1-275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관련 자료임.
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안)(1988.6월, 외무부 정보문화국)
2.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국무총리 보고용)(1988.7월, 외무부)
3. 7･7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외교조치 검토(안)(1988.7.9., 외무부 국제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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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 특별선언 실천에 관한 외무부장관 발표문(1988.7.16., 외무부)
5. 대통령 특별선언 및 외무부장관 성명에 따른 세부 외교지침(1988.7.22., 외무부)
6. 대통령 특별선언 외무부 실천사항 관련 참고자료(1988.7월, 외무부)
7. 대통령 특별선언 실천을 위한 외무부 후속조치사항 보고(1988.7월, 외무부)
8.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외무부 세부지침(1988.7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9. 7･7 대통령 선언 관련 대남미 주재 공관에 대한 외무부장관 훈령(안)(1988.8월, 외무부 미주국)
10. 7･7 대통령 특별선언 관련 대중남미지역 외교 기본방향(1989.4월, 외무부 미주국)
11. 대남미 실질관계 강화방안(1989.5월, 외무부 남미과)

90-0725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4 후속조치(198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4 / 1-214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관련 자료임.
1. 대통령 특별선언 실천 내용과 전망(1989.6월, 외무부)
●

1988.7.7. 대통령 특별선언 1주년을 맞아 동 선언의 외교분야에서의 실천내용과 전망 정리

2. 7･7선언 1주년 외무부장관 기자회견 자료(1989.6월, 외무부)
3. 7･7선언 이행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 및 북한의 반응(1989.9월, 국제기구조약국)
남북한 경쟁･대결외교 종결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
- 소모적 경쟁･대결외교 종식 및 국제무대에서 남북대표의 협력
- 한국의 대사회주의국가 관계개선 및 북한의 한국 우방국과의 관계개선
●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 사례
-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한국 비방 및 억지 주장
●

4. 북한 개방화를 위한 외교추진 방향(1990.7.24.)
대중국 및 소련 관계개선
- 한･소련 정상회담 후속조치 적극 추진(경협문제와 수교문제 연계하 추진, 가급적 금년
내 외무장관회담 실현 추진)
- 북경아시안게임 계기 대중국 관계개선 단계적 추진(영사기능이 부여된 민간무역사무소(대표부))
설치를 중간단계로 추진
●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재정립
- 단독 수교 우방국의 외교적 협력 적극 활용
●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발전
- 북한의 개방화를 북방외교와 상호 연계하 추진
-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남북한의 유엔가입 추진
●

5. 소련 언론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방안 평가
●

모스크바 방송은 1989.10.10. 소비에츠카야 로시야지가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방안 제안에 대해
논평기사를 게재했다고 보도함.
- 동 대통령은 지난해 특별성명을 발표, 남･북 양측의 폭넓은 대화 발전 촉구
- 금번 제의의 기초에는 민족공동체라는 구상이 존재
-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본다면 금번 제의는 평양의 입장을 고려하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건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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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26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8 남북한 자유왕래(기타))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8 / 1-149

1988~90년 중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남북 학생회담,
문익환･임수경 방북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반응 등에 관한 내용임.
1. 이산가족 찾기(1988~89년)
●

LA 한인회, 해외동포 이산가족 찾기 운동본부 정식 발족(1988.8월)

●

뉴욕 이산가족 찾기 후원회 동향
- 1988.9.26. 동 후원회에 의하면 생사확인 신청 건수가 총 1,400건이나, 그 중 북한 측에 요청
건은 1,200건, 북한 측으로부터 회보 총 건수는 200건 정도에 불과함.

776

2. 남북 학생회담(1988~89년)
●

미주 청년조국통일협의회 측은 1988.8.15.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학생회담에 참가할 미주대표로
육대성 및 박진아 등 2명을 북한에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북한 학생대표 250명과 함께 판문점에
도착했다고 발표함.

3. 문익환, 임수경 방북(1989~90년)
●

LA 교민사회는 일반적으로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실에 대해 “절차와 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행동”
이라고 비난함.

●

호놀룰루 재향군인회 하와이지회는 1989.3.30. 문 목사의 방북 행위 및 발언에 대한 항의
성명서 및 결의문을 호놀룰루 교포 TV 방송 및 신문에 게재함.

●

외무부는 1990.2.5.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동 지역 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 및
한인연합교회의 문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 및 안기부에 송부함.

●

미주 반정부 단체는 1990.2.13. 워싱턴포스트에 “임수경과 문규현을 석방하라” 제하의 광고를
게재함.
-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의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 대통령, 미국 의회 및 유엔사
무총장에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및 미군과 핵무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함.

4. 남북한 우편교류 추진(1988년)
●

Botto De Barros UPU(만국우편연합) 사무총장은 1988.10.12.자 오명 체신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남･북한 우편교환협조 용의 표명 내용을 전달함.

90-072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9 남북한 자유왕래(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9 / 1-98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재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관련자료임.
1.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후속조치(1988.7.19.)
2.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 배경
3. 7･7선언 후속조치에 대한 반응(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1988.11.1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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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7선언 이후 해외교포 북한 방문자 현황(1989.1.11. 현재)
5. 교포 방북 허용 관련 교민선도 대책(안)
6.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조치 및 현황(1989.3.28.)

90-0728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전10권 (V.10 남북교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 아프리카1과 / 재외국민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49 / 10 / 1-181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남북교역 관련 내용 및 자료임.
1. 7･7선언 제3항 “민족내부교역” 검토(1988.7.23., 외무부 통상국)
2. 대통령 7･7 특별선언 후속조치(남북한 교역)(1988.10.7. 나웅배 경제부총리 공식발표)
●

남북한 교역개방조치를 선언하고 특히 동 선언 제5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민간
경제인의 북한 경제인 접촉(제3국)과 북한 방문 허용 및 북한 경제인의 방한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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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선언 제7항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거나
별도로 민간상사의 대북거래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기로 결정함.

3. 7･7선언 경제부문 조치사항(해설)(1988.10월, 경제기획원)
4. 남북한 교역 개방조치에 대한 북한 반응
●

북한은 1988.10.17. 평양방송을 통해 10.7. 경제부총리의 남북한 교역개방조치 선언을 거부함.
- 남북한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와 군사문제이며 교류와 교역은 부차적임.
- 남한은 남북 경제회담이 남한의 군사책동 때문에 중단된 사실을 알아야 하며, 경제교류 등
어떤 문제도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불가침선언 채택 등이 해결된 후에야
가능함.

5. 외무부는 1988.11.19. 전 재외공관에 남북 경제인의 상호접촉 및 방문 절차를 통보함.
6. 7･7 특별선언 후속조치 관련 자료(1988.7.20., 외무부 국제경제국)
●

서방국가의 대북한 경제교류 현황, 남남협력 현황, 국제경제기구에의 북한가입 문제

7. 남북 물자교류 추진대책(1988.10월, 상공부)

90-0729

노태우 대통령 민족교류 선언(1990.7.20.) 관련 후속조치.
전3권 (V.1 7.19.-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 동북아1 / 2과 / 북미과 / 서구1과 / 유엔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49 / 11 / 1-193

1990.7.20.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교류선언’에 대한 외무부의 조치사항과 외국 반응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민족교류선언’ 관련 조치사항(1990.7.20. 외무부)
●

사전조치(7.19.)
- 국무총리 사전보고(주아일랜드대사 경유)
- 전 재외공관에 대주재국 정부, 언론 및 교민 적극 홍보 및 주요 반응 보고 지시
- 주미국대사에게 미 국무부를 접촉하여 미국 측의 공개지지 표명 및 대북 호응 촉구 협조
요청을 지시
- 주한 미국대사, 주한 일본대사대리 및 주소련영사처장대리에게 사전 설명

●

사후조치
- 주한 외교단에 브리핑 실시(7.20., 제1차관보)
- 주한 외신기자단에 브리핑 실시 예정(제1차관보)
- 재외공관을 통한 지속적 홍보 및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한 외교노력 전개 예정

●

검토 필요사항
- 판문점 통과절차 문제(유엔사와의 협조)
- 우방국과의 관계
- 중국･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에 한국입장 전달 및 측면지원 요청
- 국제기구에 대한 홍보문제
- 해외교포 방북문제
- 기존 관련법과의 조정문제 관련 해외홍보
- 불법밀입국자의 사법처리 관련 해외홍보
- 외국인 판문점 통과 시 출입국 관리문제

2. 7･20 민족교류선언 관련 외무부 조치사항 및 외국 반응 보고(1990.7월)
●

외국정부 반응
- 금번 선언은 한국민의 민족화합 염원에 부합되는 매우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로서 환영
하며 남북한 간 실질적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소련 정상회담 성공 등 한국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금번 선언은 한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도 호소력이 있는 선언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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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30

노태우 대통령 민족교류 선언(1990.7.20.) 관련 후속조치.
전3권 (V.2 7.24.-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 동북아1 / 2과 / 북미과 / 서구1과 / 유엔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50 / 1 / 1-238

1990.7.20.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교류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국제기구를 통한 7･20 민족교류선언 홍보 및 북한 측 수락 촉구(1990.7.24.)
●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 활용(정부차원)
-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 회의에서 7･20 민족교류선언을 홍보하고 북한 측의 수락을 촉구
- 7·20 민족교류선언 홍보 및 북한 측 수락 촉구 발언이 가능한 주요 계기(인권문제가 취급
되는 회의): 유엔총회 제3위원회,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제1차 회기, 유엔 ECOSOC
산하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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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제기구 활용(민간차원)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남북한 간 민족교류선언을 북한 측이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범국민 편지쓰기 운동 등 전개 가능
- 기타 A.I.(국제사면위원회),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보고위원회 등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구에도 국내인권 관련 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호소문 발송, 청원 제청 등을 통해 남북이산
가족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금번 선언의 실현을 위한 협조 요청 방안 강구

2. 외무부는 1990.7.25. 대통령의 민족교류선언(7.20.) 관련, 각국 정부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동
선언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위한 정부각서를 관련 공관에
송부함.
●

7･20 선언이 한국 측의 남북 관계개선 의지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인도적 고려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 표명

3. 7･20 민족교류선언 관련 주요국 정부 반응 보고(1990.7.26.)
●

대다수 국가는 금번 선언이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로서 이를 환영
지지하고, 동 선언과 일련의 후속조치를 북한을 개방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함.

●

또한 다수 국가는 북한의 거부반응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함.

90-0731

노태우 대통령 민족교류 선언(1990.7.20.) 관련 후속조치.
전3권 (V.3 8-10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 동북아1 / 2과 / 북미과 / 서구1과 / 유엔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50 / 2 / 1-257

1990.7.20.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교류선언’에 대한 홍보활동 관련 내용임.
1. 민족대교류 홍보활동 전개
●

외무부는 전 구주지역 공관장에게 민족대교류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 기본지침을
통보, 적극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 홍보방향: 7･20 민족교류선언 홍보 및 국제적 지지 확산, 우방국을 통한 대북한 설득, 민족
교류선언의 인도주의적 성격 부각, 민간중심의 호소문, 서한 발송, 청원 제청 등 활동 전개
(각 언론사, 국제 인권기구 등 대상)

2. 외무부, 주홍콩총영사관에 대중국 조치 관련 지시(1990.8.2.)
●

주홍콩총영사는 신화사와 접촉하여 1990.7.25.자 정부각서를 전달하고 특히 북한 측의 무성
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북한의 호응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부각 설명, 중국
정부의 호의적 반응을 요청함.

●

중국 정부에 영향력 있는 홍콩 주재 친중국계 인사에 대해 중국 정부의 호의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협조 요청함.

3. 7･20 민족교류선언 홍보 관련 주요 조치사항 및 반응(1990.8월, 외무부)
●

주요 조치사항
- 각국 정부에 대한 홍보 및 지지 요청: 정부각서 배포
- 대미국 의회 홍보: 주미국대사 명의 서한을 미국 상･하원 지도부, 상원 외교위, 하원 외무위,
상･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 등 총 60명에 발송
- 인권관계 국제기구에 홍보 및 협조 요청
- 전직 각국 정부수반에 대한 지지 요청

●

미국 의회 주요 반응
- 대통령의 7･20 선언문 의회의사록에 수록(7.27.)
- Jim Leach 하원의원(공화, 아이오와) 지지 발언 및 동 발언의 의회의사록 포함(7.27.)

●
●

Ortiz 하원의원(민주, 텍사스) 지지 발언 및 동 발언의 의회의사록 포함(8.1.)
주요 교민반응
- 한인회 및 평통자문위원 등 지지 성명
- 각 단체 지지 서한 및 언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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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32

김일성 신년사 관련 북한 측 안보리문서 배포에 대한 대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50 / 3 / 1-180

1990년 중 김일성 신년사 관련 북한 측 안보리문서 배포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임.
1. 주유엔 북한대표부 요청으로 김일성의 1990.1.1. 신년사 중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부분이 1.2.자
안보리문서로 배포되었는바, 동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7･4 공동성명 3대원칙,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 등 합리적 통일방안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간섭과 남한의 유엔가입 등으로 통일 미실현

●

통일 관련 제의
- 남북간 장벽제거(군사분계선 남측 콘크리트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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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각계 각층 인사의 자유왕래 실현
- 남북간 전면 대화 및 협력

2. 상기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

통일원 당국자는 1990.1.3. 김일성 신년사 관련 논평
- 군사분계선 남한 측 지역에는 콘크리트장벽이 없음.
- 북한이 베를린장벽처럼 남한 측이 장애물을 설치한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하여 남북한 긴장
대결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의도임.

●

국방부 대변인은 1.6. 김일성 신년사 관련 성명

●

외무부는 1.20. 전재외공관장에 북한의 콘크리트장벽 제거 주장 대응홍보 자료 배포
- 한반도 휴전선지역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베를린장벽 같은 콘크리트장벽이 없으며 인적교류
차단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장벽도 없음.
- 콘크리트 시설은 북한 기계화 부대의 기습남침에 대비하여 주요 접근로 상에 설치한 대전차
방어장애물뿐이며, 그 외 북한의 침투저지를 위한 철책 장애물이 있음.
- 북한은 콘크리트, 돌 등을 이용하여 1,000~4,000m의 대전차 장애물을 10여 개소 이상
설치했으며, 전기철조망을 포함한 3~5중의 철책을 전전선지역에 구축하고 있음.
-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해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북 측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여행조차 허용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북 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

90-0733

북한의 남북한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대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20-50 / 4 / 1-222

1990년 중 북한의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남북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

북한은 1990.1.1.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한국이 설치한 콘크리트장벽 제거 조건 하에 남북 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위한 남북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제의
- 연형묵 정무원 총리의 1990.1.13. 및 2.15. 한국 당국 및 정당 대표 앞 서한을 통해 상기
협상회의를 위한 예비 접촉 제의

●

북한은 3.23. 콘크리트장벽의 유무 조사를 위한 남북한 당국과 정당 대표들을 망라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지조사 제의
- 공동조사단은 당국, 정당 대표 10여 명, 군사 전문가, 기자 등 100명으로 구성

●

안병수 조평통 서기국장은 5.7. 통일원장관 앞 전화통지문을 통해 콘크리트장벽 제거 및 공동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2. 정부의 북한 제의 분석
●

북한은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소련 및 동구권의 민주화 추세에 따른 대내외 개방압력에 대응함과
동시에 남북한 자유왕래 및 개방이 실현되지 않는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할 의도임.
- 상기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단에 정당 대표 포함 주장은 한국 내부분열 및 혼란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일관된 책략임.

3. 정부의 대응
●

국방부 대변인 성명(1990.1.6.)
- 북 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 측의 주장은 남북한 긴장책임 전가를
위한 기만 술책임.

●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1.10.)
- 북한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남북한 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제기를 환영
하며, 남북한 간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 가능함.

●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13. 및 2.21., 5.8.)
- 북측의 남북협상회의 제의 저의를 비판하고 남북 당국자회담 재개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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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34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서울, 1990.9.4.-7. 전5권
(V.4 해외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50 / 10 / 1-195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1990.9.4.~7., 서울) 개최 관련, 주요국 반응 및 현지 언론 보도
내용임.
1. 미국
●

남북 고위급회담이 남북통일 과정상 중요한 단계가 되길 희망하며 남북 간 평화회담은 미국이
바라던 것임(미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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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며 제2차 회담에서의 결실을 기대함.

●

적십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함.

2. 소련
●

평양에서 개최된 소련･북한 외상회담이 남북 총리회담에 유용했을 것으로 평가함.

●

소련은 1990.9.2.~3. 김영남과의 회담 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만이 소련 측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

●

한국 측에서 신중히 다루기를 희망하는 유엔가입 문제를 1~2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북
관계개선이 더 중요함.

3. 중국
●

남북 총리회담은 바람직한 일이며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남북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임.

4. 일본
●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진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상황의 변화가 북한이
회담에 임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

●

남북 관계에서 한국 측이 보다 유연하고 관대하게 대처함이 중요하며 민족대교류와 같은 급격한
교류 실시는 북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남북 관계를 역행시킬 우려가 있음.

5. 기타 미주, 아주, 유럽, 중동아프리카 국가
●

45년간의 분단 해결을 위한 제1차 남북 고위급(총리)회담의 서울 개최 사실을 소개

90-0735

남북고위급회담, 제3차. 서울, 1990.12.11.-14. 전4권
(V.3 해외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20-51 / 6 / 1-80

1990.12.11.~14.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해외 언론 보도내용임.
1. 제3차 남북 고위급회담, 회담 의제 마련에 실패(멕시코)
2. 제3차 남북 고위급회담, 본질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결실 없이 종료(헝가리)
3. 제3차 남북 고위급회담 참석 북한대표단 서울 도착, 고무할 만한 성과의 징조는 없음(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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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 남북 총리회담 특별 진전 없음(대만(구 중화민국)).
5. 서울 개최 제3차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한은 불가침선언 재차 주장, 한국은 자유왕래, 상호무역,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신뢰구축 주장(이집트)

90-0736

남북경제회담(대책 및 자료), 제1-2차. 판문점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51 / 9 / 1-148

1984~85년 중 제1~2차 남북경제회담 대비 대책회의 내용임.
1. 제1차 남북경제회담 시 북한 측 입장 및 태도 분석
●

유연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 대서방 접근 및 3자회담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정치적
의도가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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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이 용이한 교역 우선실시에 대해 실현이 어려운 합작사업의 우선실시를 주장함.

2. 제1차 회담 이후 북한 측 태도
●

양측 제의내용에 공통점이 많은 사실에 당황하여 제2차 회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판문점 사건,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연기함.

●

계속된 연기로 국제여론 불리 및 중국의 대화 압력을 받고 있던 중 국회회담을 제의, 순조로운
회담 진행을 방해함.

●

국회회담에 대한 남 측 반응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회담의 연기 또는 경제회담의 정치회담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3. 제2차 회담 시 북한 측 예상태도
●

회담 연기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보장 요구 등 정치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4. 한국의 전략목표
●

회담의 조기결렬 방지로 올림픽 개최 분위기 조성 및 회담의 정치화 방지에 최대한 노력

●

‘선 교역, 후 협력’ 목적 달성

●

구체적 합의의 조기 유도로 국내외 지지 기반 확대

90-0737

남북경제회담(대책), 제3차. 판문점, 1985.6.20.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51 / 10 / 1-208

1985년 중 제3차 남북경제회담 대비 대책회의 내용임.
1. 1985.6.5. 대책회의
●

제2차 경제회담 시 북한 측 태도
- 제1차 회담 시 비교적 타협적인 자세에서 돌변하여 의제 및 실직문제 토의보다는 북한 측이
제시한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우선토의를 주장
- 3개항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재거론
-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설치 주장
- 선 기구설치 후 실질문제토의 주장으로 남 측 입장과 정반대

●

제2차 경제회담 분석 및 평가
-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자체로 국제적 신뢰회복의 1차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 남북 경제교류의 실현이 ‘3자회담’을 위한 대미 접근보다는 남 측의 대중국 접근 가속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려
-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계속 지연 획책

●

제3차 회담 시 북한 측 예상 태도
- 북한은 남북 공동위원회 설치 토의 계속 고집

●

한국 측 대응전략
- 당초 입장 견지하에 의제 및 실질문제 우선 토의
- 북한 측의 선 기구설치 입장을 수용하고 한국 측 안을 제시하여 기구설치 문제를 우선 토의

2. 1985.6.10. 대책회의
●

토의 내용
- 경제회담은 극히 남북 정치차원의 회담인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공세적 태도가
필요(문공부)
- 신축적이고 긍정적인 대응 입장이 필요(재무부)
- 상대의 정치공세에 의연히 대응(국토통일원)
- 제3차 회담에서 한국 측 안은 제1, 2차 회담 결과를 종합한 포괄안이라는 논리에서 설명(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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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38

남북경제회담(대책), 제4차. 판문점, 1985.9.18.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51 / 11 / 1-210

1985년 중 제4차 남북경제회담 대비 대책회의 내용임.
1. 제3차 회담 시 북한 측 태도 및 평가
●

북한 측 태도
- 남한 측은 북한 측이 제의한 부총리급 협력기구 설치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 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하자,
북한 측은 크게 당황해하면서 준비된 기조발언문을 전부 낭독하지 못한 채 제2차 회담 시
제의한 바 있는 공동위설치안을 합의서 형식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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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및 평가
- 북한 측은 제2차 회담 시와 마찬가지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회담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경제회담을 정치화할 의도를 분명히 함.
- 북한 측이 남한 측의 무연탄 구입 및 경의선 연결을 위한 실무자 접촉 제의에 대하여 소극
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경제회담에서는 가급적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고 기구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함으로써 조기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입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2. 제4차 회담 시 북한의 입장 전망
●

북한 측의 기본입장이 ‘선 기구설치안, 후 실질문제 토의’로 토의순서에 있어서도 기구설치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큼.

3. 한국의 대응 전략
●

회담의 주도 및 남한 측의 적극성 과시

●

선 교역 후 협력의 실질적 달성

●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정치화 방지

●

경제회담의 실질적 성과 거양

90-0739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침. 전2권 (V.2 1989.6월-1990)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정보2과 / 재외국민과

MF번호

2020-52 / 2 / 1-192

1989.6월~90년 중 남북교류협력 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 세부시행지침 관련 내용임.
1.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

대통령 특별지시로 1989.6.12.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은 7･7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 시행방침: 목적, 용어,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협력사업, 재외국민의
인적왕래 등
- 시행절차: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협력사업

2.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
●

1989.6.2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침안 논의

●

1989.7.20. 제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

목적,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협력사업, 남북협력사업의 관리 지원 등 포함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

1990.2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

국가보안법 적용 일부 배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남북한 인적왕래 등

4.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 세부시행지침(1990.4월, 외무부)
●

적용대상국가,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여행허가, 여행신고, 특정국가 여행, 무단방문자 제재

5. 해외동포 북한 방문 사후 결과보고제도 폐지
●

1990.6.4.부터 남북교류협력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거주여권 소지 교포의 북한 방문 결과보고
제도 폐지 결정

●

7･7 특별선언 이후 해외동포의 북한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등 실현,
북한의 개방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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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40

이북 5도민 대표단 인권관련 국제기구 방문, 1990.8.26.-9.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52 / 3 / 1-143

1990.8.26.~9.6. 중 이북5도민 대표단의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방문 내용임.
1. 이북5도민회는 북한의 불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재회 문제를 국제적 여론에
호소, 민족교류에 대한 북 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북5도민회 대표들의 주요
국제 인권기구 순회 방문을 추진하고자함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협조를 요청함.
●
●

대표단: 조영식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장, 이근태 평안남도 도민회 회장 등 12명
방문 국제인권기구: 4개국 6개 기구
-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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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십자위원회, UNHCR(유엔인권위원회)(스위스, 제네바)
-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영국, 런던)
- Int'l League for the Rights of Man(미국, 뉴욕)
- Asia Watch(미국, 워싱턴)

2. 외무부는 1990.8.14. 해당 공관에 이북5도민회의 국제인권기구 순방 계획을 통보하고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한 방문 협조, 관련 인사 면담 주선 등을 지시함.
3. 이북5도민회 대표단은 아래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를 방문, 관련 인사를 면담하고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 해결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

유네스코(Portella 사무총장 대리)

●

국제적십자위원회(Caratsch 부총재)

●

UNHCR(Stoltenberg 고등판무관)

●

Amnesty International(McClintock 아태연구부장)

●

Int'l League for the Rights of Man(Felice Gaer 사무총장)

90-0741

한국 국민(한필성) 북한 방문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20-52 / 9 / 1-105

1990.2~5월 중 한국 국민(한필성)의 북한 방문 관련 내용임.
1. 경위
●

한국 국민 한필성은 1990.2.14. 통일원에 북한주민 상봉을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요청함.
- 피접촉인: 한필화 조선스케이트협회 서기장(신청인 동생)
- 접촉 목적 및 방법: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상봉

●

통일원은 2.16. 외무부에 동 건에 관한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동 접촉승인이 7･7선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과 부합되므로 이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통일원은 승인 조치함.

2. 경과
●

1990.3.8. 한필화와 한필성은 일본 삿포로 치도세공항에서 상면한 후 각자 별도의 자동차로
한필화 투숙호텔(선수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한바, 이산가족회담이 성사되면 서로 남북을 왕
래하면서 만날 것을 약속함.

●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한필성도 참석하여 한필화와 인사를 나누고, 한필화 부부가 한필성
투숙호텔의 별도의 방에 투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면함.

3. 북한 방문을 위한 접촉승인
●

한필성은 1990.3.2. 통일원에 북한 방문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요청한바, 통일원은 승인
조치함.

●

한필성은 3.28. 동생 한필화 앞 서한에서 모친 방한 초청 및 자신의 방북 희망 의사를 표명함.
- 한필화는 4.19. 회신 서한을 통해 방북을 환영하면서 어머니가 오빠가족과 북한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한필성 부부는 4.24. 통일원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허가를 얻고 북한으로부터
무사귀환 보장을 얻어 5.12.~22. 방북을 계획함.

●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4.30. 한필성 부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적십자사에 방북을 통보하고 무사
귀환 보장을 요청함.

4. 북한 반응 및 결과
●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대리는 1990.5.9.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 전통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함.
- 한필성의 어머니는 한 씨 부부가 자녀들도 모두 데리고 와 함께 살기를 염원하니 모두 방북
시켜 줄 것을 요구
- 한 씨의 귀환문제는 한 씨 부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

●

한필성은 5.9. 기자회견을 갖고 무사귀환 보장이 없는 한 방북할 수 없음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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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42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생산연도

1983-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2 / 10 / 1-71

1983~90년 중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 현황임.
1. 판문점 시찰
●

미국 상하원 의원 및 보좌관(32명)은 1983.9.3. 한･미국 안보관계 학술회의 참석 계기에 판문점
및 제3땅굴을 시찰함.

●

송민순 외무부 안보과장 등 2명은 1989.12.2. 유엔군사정전위원회 체제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관련 판문점을 시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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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문점 경유 방한 추진
●

Stercken 독일(구 서독) 외무위원장은 1989.11.13. 주독일대사 면담 시, 북한 방문 후 판문점
경유 방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정부는 12.13. 허용 의사를 전달함.
- Stercken 외무위원장은 1990.4월 초 독일을 방문한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외무위원장에게
방북 시 판문점 경유 관련 협조를 요청한바, 북한 측은 5.28. 동의입장을 표명함.

3. 판문점 개방 추진
●

외무부는 1990.7월 ‘판문점 및 남한 전지역 개방조치 관련 검토’ 문건을 통해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인적교류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한 휴전체제 유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함.
- 정전협정 제7조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
선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규정

●

북한은 1990.7.5.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8.15.부터 개방한다고 선언

90-0743

남북교류협력 사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20-52 / 11 / 1-165

1990년 중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침임.
1. 1990.2월 건설부는 북한이 참석하는 아시아지역 하선유사 심포지움 개최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해옴.
●

외무부는 2.5. 상기 회의에 북한대표가 참가하는 것은 7･7선언 정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부합되므로 이의 없음을 건설부에 통보함.

2. 남북교류협력 실적(1990.5월 기준)
●

남북한 인적왕래: 신청 113건, 승인 71건(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로 성사 건 수는 5건)

●

남북한 물자교역: 반입 2,585만 8천 달러, 반출 6만 9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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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44

한반도 비핵지대화 대응방안 검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2 / 12 / 1-218

북한은 1989.11.9.자 외무성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관련 남･북･미 3자회담을 제의함.
1. 북한 외교부 성명 발표
●

북한중앙방송은 1989.11.9. 북한 외교부가 국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관련
남･북･미 3자회담 제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2. 안보리문서 배포
794

●

주유엔 북한대사는 1989.11.13.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서 북한 외교부 성명을 안보리문서로
배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성명은 11.13. 안보리문서(S / 20964)로 배포

90-0745

한반도 군비통제. 전3권 (V.1 1989.10-90.3)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안보과 / 정보2과

MF번호

2020-53 / 6 / 1-106

1987.7~90.3월 중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관련 내용이 수록됨.
●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1990.3.16. 유엔 군축회의 문서를 통해 한반도 군축 관련 3.5.자 북한
외교부 성명을 배포함.
- 1987.7월 제의한 3단계 병력감축방안 등 북한의 기존입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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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46

한반도 군비통제. 전3권 (V.3 1990.7-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안보과 / 정보2과

MF번호

2020-53 / 8 / 1-230

1990.7~12월 중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관련 내용이 수록됨.
●

1990.5.31. 북한은 아래 요지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발표하고 6.7. 유엔
안보리문서(S / 21343)로 배포함.
- 외군과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및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
-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남북한은 3-4년간 각 30만, 20만, 10만 수준으로 병력을 3단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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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외군군대 철수를 위한 공동 노력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방안으로 비무장지대 내 중립국 감시군 배치, 남북한 간 불가침
선언 등

90-0747

국토통일원 주관 공산권 연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53 / 9 / 1-63

1990년 중 국토통일원 주관 공산권 연수에 관한 내용임.
1.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공산권 연수 시 문제점 문의 및 회신
●

국토통일원은 외무부에 사업 주관부서를 국토통일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및 연수대상자 중
공무원이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문의함.

●

외무부는 헝가리, 폴란드, 유고는 수교국이며, 체코는 수교 예정국이고, 소련, 중국 및 불가리
아의 경우 미수교 상태이나 이들 국가와의 관계진전에 비추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신함.
- 동독의 경우도 개방정책 및 통일독일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알바니아는 체제의 폐쇄성 및 교류실적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국비자
취득 및 연수단의 신변안전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연수대상지역 포함을 재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2. 국토통일원고문의 동구권 국가 시찰
●

기간 및 대상국가: 1990.5.22.~ 6.4., 소련, 중국, 유고

●

방문자: 국토통일원 고문 7명, 수행원 2명 등 9명

3. 남북대화 실무요원 소련 출장
●

기간 및 방문국가: 1990.4.28.~5.9., 소련, 폴란드, 서독

●

목적: 서독의 동서독 관계정상화 및 통독정책 추진현황 파악 및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개방
실태 관찰

●

출장자: 김달술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등 4명

4. 사회여론 지도층 인사들 대상 공산권 연수
●

인원: 중국반 63명(중국1반 32명, 중국2반 31명), 동구반 56명(동구1반 28명, 동구2반 28명)
- 통일･북방정책, 이념문제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통일원 산하 등록단체 및 유관단체 간부 등

●

기간: 1990.6.19.~7.16. 지역반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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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48

북방정책 연구기관 설립 관련 검토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53 / 10 / 1-84

1988~90년 중 북방정책 연구기관 설립 관련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북방정책 관련 연구소 설립 및 지원 문제 관계부처 회의(1988.11.7.)
●

참석범위: 청와대(정책보좌관실), 외무부, 경제기획원, 문교부, 통일원, 상공부 및 코트라

●

의제 및 토의결과
- 국가차원의 공산권 연구기관 설립문제 :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보다는 기존연구소(세종연구소)를
활용, 육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되, 신규 연구소 신설 시 소요예산, 인력 등 종합검토안을
제2안으로 함께 상부보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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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문제: 예산상 제약을 감안하되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 북방자료센터 설립문제: 통일원, 코트라,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 등 그 기능에 따라 다원
적으로 자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로 추진

2.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 계획
●

지시 사항
- 소련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있는 정부･학계･민간연구소 등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연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자료와 지식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각 기관, 단체별로 자료 협조를 할 경우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구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행 방안
- 외교안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소련 사정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및 세종연구소 활용방안 강구
- 국내기관의 외국에 대한 자료요청은 외무부로 창구일원화

3. 소련문제연구소 파악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 등 주요국 주재 대사에게 주재국의 저명한 소련문제연구소 및 그 중점
연구분야 현황 파악･보고를 지시

90-0749

북방외교정책 추진 방향 및 대책 검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0-53 / 11 / 1-188

1989~90년 중 북방외교정책 추진방향 및 대책 검토에 관한 자료임.
1. 1989년도
●

북방외교정책 추진방향 및 대책

●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북방외교

2. 1990년도
●

국무총리 당부사항

●

미국 고위인사의 북방정책 관련 공개발언

●

북방외교 추진방향과 계획

●

성숙단계의 북방외교

●

북방외교백서 발간자료

●

북방외교 추진현황 및 대책

●

북한 개방화를 위한 외교추진방향

●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북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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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5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3권
(V.1 198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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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1989.4.29. 개최된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의결
-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운영세칙도 의결

●

1989.5.2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국무총리령 제232호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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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방교류협력 업무 관련 문제점 및 대책회의(1989.10.31.)
●

회의 목적
- 대공산권 교류 시행상의 무질서를 정리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보완

●

결과
- 안기부가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반영, 조정안을 마련하여 북방외교추진협의회에 상정

3. 제4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1989.12.18.)
●

공산권 인사 초청사항 사전심사 강화를 위하여 현행지침에 공산권 인사 초청 시 관계부처의
사전허가 조항 보완

●

방문 초청 시 충분한 사전심사를 위해 신청서 제출기한 조항 신설

●

폴란드(1989.11.1. 수교)를 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90-075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3권
(V.2 1990.1-3)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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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3월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제2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회의 개최(1990.2.28.)
●

회의 결과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훈령 제232호, 1989.5.27.) 개정령(안) 및 북방교류
협력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안) 의결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안) 중 개정내용
- 제3조 중 “14개 미수교국”을 “12개 미수교국”으로 하고,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를 삭제
- 제4조 나항 (5)호를 “외무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필요 시 여행자에게 여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
- 제4조 중 다항을 라항으로 하며, 동 조에 “다.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의 초청”을 신설
･ 국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는 초청 관련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부처장은 허가에 앞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함.

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1990.3.16. 국무총리 훈령 제239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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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5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3권
(V.3 1990.4-1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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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4~12월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제6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1990.4.17.)
●

주재: 외무부 제1차관보

●

안건
- 고위 당정 대표단 소련 방문 결과 보고
- 한･소련 정부간 교섭제기 의제 협의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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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1990.4.17.) 의결에 따라 적용대상국가 일부 조정(체코,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 적용 배제) 내용을 5.1.부터 시행

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대상국에서 동독의 제외
●

1990.10.3.자로 동독이 서독으로 완전 흡수 통합됨에 따라 동 일자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훈령 제239호, 1990.3.16.) 대상국에서 제외

90-0753

비동맹 15개 개도국 정상회담(G-15).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1990.6.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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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15개 개도국 정상회담(G-15)이 1990.6.1.~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정상 참석: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베네수엘라, 유고, 짐바브웨,
말레이시아

●

고위급 대표 참석: 알제리, 이집트, 자메이카, 페루, 브라질, 멕시코

2. 회의 배경 및 성격
●

1989.9월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유고)에서 개도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G-15 개최 결정

●

비동맹 또는 77그룹과 별개로 남남협력 차원에서 전체 개도국의 이익을 위한 협력 모색

3. 회의 결과
●

개도국 외채문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정립

●

남남협력 증진을 위해 11개 제안 사업중 3개 사업 추진 합의

●

선진･개도국 간의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적 대화 희망

●

환경 및 마약문제 등 협의

●

차기회의는 1991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 합의

4. 회의 개최 평가
●

개도국 정상들의 세계경제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정립, 남남협력사업 추진 결정 등

●

개도국간 이견도 노정되었으나, G-15의 정례화로 국제관계에서 개도국 입장 정립의 중요한
포럼 역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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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54

비동맹 각료급회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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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8년도 비동맹 회의 개최 일정
●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 일정
- 1988.7.16.~20. 관개 및 배수관계 비동맹 전문가 회의
- 1988.7.23.~27. 전통의학기술 및 정보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비동맹 전문가 회의

2. 비동맹 각료회의에 한국의 게스트 참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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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게스트 참여문제 제기
- 유엔 경제특총기간 개최되는 비동맹 각료회의(1990.4.24.)에 한국의 게스트 참여 검토 권유
- 한국의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존재 과시 및 유엔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호기 제공 예상

●

의장국인 유고는 동 회의가 하루동안만 개최되는 비정기적 성격의 회의로 개최 시기가 촉박하고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예상되어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반응

●

한국은 게스트 참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 비동맹의 성격, 비동맹과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게스트 참여 추진을 조급히 실현
해야 할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고(유엔가입 분위기 조성 등) 판단하여 참여 추진을 보류

3. 제4차 비동맹 및 개도국 노동장관회의 참가 문제
●
●

1990.11.20.~23. 튀니지 튀니스 개최 노동장관회의에 한국 노동부장관 참석 초청
비동맹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 현재 ILO(국제노동기구) 가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도국의 일원으로
옵서버로서 회의 참가 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참

90-0755

비동맹 관련 북한 동향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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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0년 중 북한과 비동맹국가 간 동향임.
1. 박성철 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1985.11.26.~30.)
●

주요 일정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우말 부통령 예방

●

방문 배경
- 말리크 부통령의 방북(1983.2월)에 대한 답방
- 비동맹 회의에서 동티모르 문제 재론방지를 위한 북한의 지지 확보

2. 김영남 외교부장 아주 순방(1985.11.27.~12.6.)
●

방문국가
-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순방 배경
- 88 비동맹 외상회의 평양 유치

3. 황장엽 노동당 비서 인도 방문(1985.12.21.~86.1.13.)
●

주요 일정
- 간디 인도 수상 예방 및 인도식량및조달담당국무상 면담 등

4.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방북(1986.3.8.~11.)
●

주요 일정
- 김일성과 회담, 우호조약체결, 평양시 환영 군중대회 등

5. 김일성은 1986.5.20. 유고신문 ‘오스로브지에네’지 책임주필과 회견
●

주로 비동맹운동에 관해 언급

6. 외무부는 김영남 외교부장이 짐바브웨 방문을 위해 1986.7.16.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파악한바,
동 방문 목적은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 대책 협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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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56

비동맹 아프리카 기금회의, 제6차. Lusaka(잠비아),
1990.5.14.-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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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5.14.~18.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됨 제6차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회의에
김태지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개요
●

남아공과 접경하고 있는 전선국가(frontline states) 6개국(앙골라, 보츠와나,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86년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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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기금 공여
●

기금 의장국 인도의 라지브 간디 수상의 지원 요청에 대해 비동맹 외교기반 강화 및 아프리카
미수교 전선국가와의 관계개선 도모를 위해 1988~92(5년)간 100만 달러 상당 현물공여 약속
- 1988년 및 1989년 각각 20만 달러 상당 현물을 모잠비크에 공여

3. 파견 목적
●

기금회의 참석 및 미수교 전선국가를 접촉하여 관계개선 문제 협의

4. 전선국가들과의 경협 협의 결과
●

공여국 대표로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제6차 아프리카기금 회의 참석 전선국가 대표들과 수교문제,
아프리카기금 이용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

전선국가의 관심 및 요청사항
- 잠비아: 농업(관개), 교통 및 통신(공항시설 확장, 운수장비, 도로확장), 방송분야 협력
- 모잠비크: 한국의 기금 미사용분도 계속 모잠비크 지원 희망
- 앙골라: 한국의 경제조사단 접수에 문제없으며, 농약지원과 농업기술연수 희망
- 보츠와나: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습득 희망

5. 한국대표단의 잠비아와 수교문제 협의
●

제6차 아프리카기금 회의 참석 대표단은 잠비아 측과 수교문제 집중 협의
- Masheke 수상, Kaunda 외무차관 대행 등을 접촉한 결과, Kaunda 잠비아 대통령은 한국과
수교를 통한 관계증진을 결심하고, 신중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한국 측은 수교 실현을 위해 외무장관이 조속히 방한하여 양국 협력문제 논의 필요성 강조

●

잠비아 측은 외무장관 방한 후 한국에 상공장관 파견 예상(주케냐 잠비아대사 언급)

90-0757

외국 군함 입항 및 허가
생산연도

1979-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4 / 4 / 1-64

1979~90년 중 국방부와 교통부의 외국 군함에 대한 한국 항구 입항허가 관련 내용임.
1. 영국 군함 입항허가
●

1979.7.3.~6. 영국 해군소속 초계정 2척의 부산항 방문 허가
- 영국 측, 동 초계정 2척 방문 취소

●

1980.9.4.~8. 영국 해군 소속 프리기트함 2척과 왕실 함대보조함 3척의 부산항 방문 허가

●

1981.5.20.~24. 영국 해안경비정 2척 인천항 방문 허가

●

1990.4.27.~5.1. 영국 군함(구축함 외 2척)의 인천항 방문 허가

2. 터키 군함 입항허가
●

1990.5.29.~31. 터키 프리기트함 1척 부산항 방문 허가

3. 캐나다 군함 입항허가
●

1990.5.29.~6.1. 캐나다 군함 4척 부산항 입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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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58

소련의 군사･안보 동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구1과 / 안보과

MF번호

2020-54 / 7 / 1-195

1990년 중 소련의 군사･안보 관련 동향임.
1.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당사국 군 수뇌 세미나
●

1990.1.16. 오스트리아에서 CSCE 31개 당사국 군 수뇌 세미나가 개막되어 3주간 예정으로
개최됨.

●

개최 목적
- 바르샤바조약이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중동부 유럽의 정치개혁 바람속에서 유럽에 있어서
CFE(재래식무기감축)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가을에 개최되는 구주 정상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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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협조분위기 조성

2. 1990.1.18. 소련 외교부 대변인의 베트남 캄란만 주둔 소련 군사력 일부 철수 표명과 관련,
일본 외무성은 소련의 경제 문제, 미국의 아태정책 수정 촉구 의도,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대아시아 평화공세를 배경으로 분석함.
3. 1990.2.22. 미 하원 외무위 아태 소위 청문회 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소련 중소
국경에 배치된 군대를 감축했으나, 전반적으로 ‘신사고’는 아시아지역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함.
4. 주미국대사는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부터 미소 동아태지역 협의회 시 토의 결과를
청취한바, 소련 측은 중소국경, 몽골, 캄란만 등에서 소련군을 감축시키고 1992년까지 전략적
군배치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고 보고함.
5. 외무부는 1990.9월 ‘소련의 아태 안보 및 협력 협의체 구상(각국 동향분석 및 한국의 입장)’ 제
하의 보고서를 작성함.
●

동 보고서는 소련의 ‘전 아시아태평양 회의’ 제안과 배경, 각국 반응, 한국의 고려사항, 향후대책
등으로 구성됨.

90-0759

미국의 국방예산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4 / 8 / 1-245

1990년 중 미국의 국방예산 관련 사항임.
1.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0.1.29. 미국 의회에 제출한 91회계연도 예산 중 국방예산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1991년도 국방예산 요청액은 전년도보다 명목상으로는 1.9% 증가하였으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1% 감소된 것임.

●

체니 국방장관은 1991년 국방예산이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이고 현재 예산상의
삭감은 필요하나 방위 전략상 변화는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함.

2. 부시 대통령은 1990.3.20.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특징
- 미국의 세계적 위치 및 전세계적 전략 수행 필요성 확인
- 미･소련 관계, 동구 변화 인식 및 냉전의 전반적 재발 가능성 배제
-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 개념 도입
- 제한된 가용 수단으로 효용의 극대화 추구를 위한 접근 방법 제시

●

대한국 안보공약 확인
-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재확인

3. 미 상원은 1990.8.4. 91회계년도 국방예산으로 2,890억 달러를 통과시킨바, 동 예산 심의 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

SDI(전략방위구상): 행정부 요구액 4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하여 37억 달러 배정

●

미병력 감축: 유럽 주둔 5만 명을 포함하여 총 10만 명의 병력 감축

●

MX 미사일: MX 미사일 및 Midgetman 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 승인

4. 미 하원은 1990.9.19. 91회계년도 국방예산으로 2,380억 달러를 통과시킨바, 동 예산 심의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

SDI: 행정부 요구액 4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를 삭감하여 23억 달러 배정

●

B-2 폭격기: 행정부 생산계획 75대 중 기생산중인 15대만 승인

5. 미 하원 본회의는 1990.10.5.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 간 합의된 91회계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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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정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4 / 9 / 1-144

1988~90년 중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내용임.
1.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
●

3개 분야에 관해 언급
- 대내경제분야: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경공업부문에 투자증가, 공작기계공업 등
발전 추진, 발전소 건설 등 중요대상건설 적극 추진
- 대남 및 통일관계: 남한 내 통일운동이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방안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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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분야: 사회주의 옹호를 위한 투쟁, 비동맹운동의 발전
●

분석
- 경공업의 해 설정을 통한 경제정책 실패 만회 및 주민 불만 해소
- 남북정치협상회의 실현을 위한 예비회담 제의 등 대남선전책동 전개 예상

2.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Baker 미 국무장관 앞 서한이 1989.3.10. 소련 외무부를 경유하여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전달됨.
●

서한 요지
- 미국은 데탕트와 군축으로 향하는 국제동향에 반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
- 미국은 무모한 핵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함.

●

미 국무부 측에 의하면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직접 회신하지 않고 주소련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입장을 중국, 소련 외교부에 전달 예정

3. 1988.10월 미국의 대북한 제재완화 이후 미국･북한 간 교류현황
●

인적교류
- 미국인의 북한 여행: 여행사의 재무성 허가 취득 시 여행 주선 가능, 개인의 사적 여행은 제한
없이 계속
- 북한인의 미국 입국: 학술 교류를 위한 북한학자의 미국 입국 허용(1989.2월 기준 3명)

●

물적 교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 수출은 개별심사를 통해 허가

4.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1989.6.2. 안보리 의장 앞 서한으로 북한 외교부의 각서를 안보리문서
로 배포하여 주기를 요청함.
●

6.6.자 안보리문서로 6.12. 배포

●

동 문서는 한반도의 핵위협 등 3개 소제목으로 구성

●

주유엔 미국대표부 측은 북한의 선전용 문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계획

5. 미국 CSIS 연구소는 McCurdy 하원의원 및 Rowland 하원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Conventional Combat 2002 Project의 연구보고서를 1990.5월 작성한바, 그 중 한반도 관련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반도는 북한의 재침에 의한 Mid-Intensity Conflict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한반도 전쟁 재발 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의심이 없으나 한국의 안보가 유럽이나
서남아시아만큼 중요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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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기동훈련(PACEX-89 및 RIMPAC-90) 참가문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4 / 10 / 1-78

1988~90년 중 태평양 기동훈련(PACEX-89 및 RIMPAC-90) 참가문제 관련 내용임.
1. 태평양 기동훈련(PACEX 89)
●

배경
- 미국은 지금까지 아･태지역 각 동맹국들과의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쌍무훈련을 1989년에는 같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름을 PACEX로 명명함.

●

한국 참가문제
- 한국은 종전부터 매년 미국과 동해안에서 소규모의 해상 및 상륙훈련(한국 측 명칭: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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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명칭: Valiant Blitz)을 실시해 왔음. 금년의 경우에도 한국은 예년 규모의 쌍용훈련을
실시예정인바, 일부 언론에서 이를 PACEX라는 대규모 합동훈련에 한국이 새로 참가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상이함.

2. 환태평양 해상기동훈련(RIMPAC)
●

배경
- 미국은 1971년부터 매년 중부태평양해역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환태평양 해상
훈련을 실시해 오다가 1978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있음. 1980년부터는 일본이 동
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되었고, 1990.6~8월 실시 예정인 제13차 훈련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참가할 예정임.

●

한국 참여문제
- 한국은 동 훈련 참가가 한･미국･일본 3각 안보협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1989.3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1990년도 훈련에
소규모로 참가하기로 결정함. 한국의 참가 배경은 합동훈련 참여 성격보다 동 훈련에서 한국
해군의 사격 정확도 측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활용의 목적임.

3. 주유엔대사 보고에 의하면 주유엔 북한대사는 1989.10.4.자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서 10.3.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안보리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요지
- PACEX89, RIMPAC90 군사훈련 비난, 미국과 남한당국은 군사적으로 북한과 사회주의국가를
봉쇄하고자 기도하고 있음. 만약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당국이 상황을 고조
시킨다면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

90-0762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4 / 12 / 1-135

1988~90년 중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관련 내용임.
1.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1988.5.19. F-20기 대한국 판매를 위한 Northrop사의 한국 정부
관리에 대한 로비 의혹을 보도함.
●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산하 감독소위원회는 Northrop사가 1984년 합작투자를 통한 호텔 건립을
위해 한국에 투자한 자금(625만 달러)이 F-20 전투기의 한국판매를 위한 한국 정부 관리
로비용인지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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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은 1988.6.14. 기자회견을 통해 전 대통령이 Northrop사 F-20기 구매
상담을 위해 1985.4월 동 회사 회장 면담 시 800만 달러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부인함.
3. 미국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조사감독소위원회는 1988.9.28. 청문회를 개최함.
●

Northrop사의 한국 내 호텔건설 계획을 위한 625만 달러 합작투자는 F-20기 대한국 판매판
촉활동 중 부정거래법을 우회하기 위한 기도 혐의가 짙음을 지적하고 집중 추궁

●

Northrop사는 한국 내 호텔건설 계획이 투자목적에 의해 추진됨을 주장하고 동건 관련 자체
조사보고서는 공개 거부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8.11.3. 미 국무부로부터 Northrop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수사현황을
파악･보고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5. 미국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조사소위원회는 1988.12.22. Northrop 사건 관련 구속에 대해
한국검찰의 조사내용을 제공하여 줄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요청함.
6. 법무부는 1989.1.5. 외무부에 검찰의 Northrop 사건 수사 결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1988.12.19. 이민하 사장을 구속하였음을 통보함.
7. 미국 언론인 Jack Anderson은 1989.1.9.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서 Northrop 사건으로
구속된 이민하 사장이 Northrop사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달러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한국
검찰에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함.

8. 미국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은 1989.2.1. 주미국대사 앞 서한에서 동
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방한 예정이며 방한 시 조사기록 열람 및 관계 검찰관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함.
9. 법무부는 1989.3.7. 외무부에 사건 조사 관련 기록열람과 이민하 사장의 면담은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없어 허용하기 어렵지만, 검찰관 면담은 가능함을 통보함. 외무부는 3.13.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한국입장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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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4월 중 KFP(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관련 내용임.
1. KFP 관련 대미 홍보 조치
●

주미국대사는 1990.1.25. 미국 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KFP에 관한 MOU 서명 이전이라도 미국
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홍보활동 조기 시행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를 1.31. 국방부에 요청

●

Frank Murkowski 미 상원의원은 2.8. 주미국대사와의 오찬에서 한･미국 양국간 공동 관심
사항과 한･알래스카 경제협력 증진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고 일부 상원의원이 일본과의
FSX 문제제기 연장선에서 KFP 관련 MOU 체결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함.

●

외무부는 2.19. 국방부(KFP 사업단)에서 작성한 대미 홍보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 주요 내용: KFP 사업과 FSX(일본) 사업의 주요 차이점, KFP 사업의 상호 유익성

2. KFP 관련 의회 동향
●

미 상원 상업위 소속 John McCain 의원 및 Christopher Bone 의원은 3.22.자 동료 의원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한･미국 간의 KFP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

●

McCain 의원은 별도의 News Release를 작성, 배포

3. KFP 관련 청문회 개최
●

미 하원 군사위 조사소위는 4.4. KFP 관련하여 국방부, 상무부 등 대표를 초치, 비공개 청문
회를 개최

●

청문회 내용
- 참석 위원: Mavroules 위원장 등 4명
- 행정부측 인사들은 KFP 관련 일관된 지지입장을 개진하고 GAO 측도 KFP와 FSX의 차이점
등 공정한 입장을 표명

●

동 위원회는 4.5. 청문회 관련 News Release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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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10월 중 KFP(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관련 내용임.
1. 미국･일본 간 전투기 구입 관련 자료
●

주일본대사관은 1990.5.8.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F-15 전투기 구입시의 교환각서 및
미국･일본 간 FSX 공동개발에 따른 교환각서를 외무부에 송부

●

자료: 전투기 구입 관련 1978년, 1984년, 1989년도 교환각서, FSX 공동개발 관련 1988년도
교환각서

816

2. KFP 양해각서 협상대책
●
●

실무작업반 구성
대미 협상팀 구성 및 파견
- 국방부는 1990.5.31.~6.9. 워싱턴 개최 협상팀 참가 추천을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
- 외무부는 국방부, 외무부, 과기처 등 관계부처 실무자 15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수석대표:
KFP 최동환 소장) 파견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외무부의 양해각서안 검토

●

양해각서 협상 대책회의(5.31., 워싱턴)

3. KFP 관련 미국 의회 동향
●

미국 행정부는 1990.7.19. 미국 의회에 KFP 관련사항을 서한형식으로 비공식 통보하고 동
의회는 승인여부에 관한 심의에 착수 예정

●

Dixon 상원의원은 8.3. 1991년도 국방예산에 KFP 사업 관련 기술이전 등 금지를 포함하는
수정안 제출을 추진하였으나 국방예산 심의에 우선하도록 하는 다수의견을 수용, 수정안 제출을
포기하고 동 수정안을 동일자 의사록에 남김.

●

미 국방부는 KFP 관련 한국 정부와 합의한 Letter of Offer를 첨부하여 9.8. 동 의회에 공식 통보

●

Dixon 의원은 9.8. 미국 행정부의 동 의회에 대한 통보 이후 30일간의 의회 심의 일정 관련,
10.2. 법안을 제의
- 법안 요지: 사업의 의회 인가를 위해 MOU 상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

Bond 상원의원은 10.3. 주미국대사관 주최 개천절 리셉션에서 KFP 사업의 성사를 위한 노력 표명

●

Dixon 수정안은 10.15. 상원 본회의 국방지출법안 논의 시 통과

●

Dixon 의원은 10.23.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기술이전 및 계약위반 등 KFP 사업상의 문제는
있으나 동 사업저지를 위한 의회 내 노력의 중단을 표명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기술이전 약속의
준수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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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원 세출위 대외활동 소위 청문회(1990.3.15.)
●

‘정치안정, 민주주의 및 경제자유’ 제하로 개최

●

증언: Bartholomew 미 국무부 안보지원담당차관 등

●

Mrazek 의원은 한국의 경제력, 인구 등으로 보아 충분히 자체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어 주
한미군 철수도 무방하다고 피력

2. 상원 세출위 군사시설 소위 청문회
●

미군기지 폐쇄 청문회(1990.3.26.)
- 증언: Berteau 미 국방부 군수담당수석 부차관보 등
- Berteau 부차관보는 태평양지역 미군기지 폐쇄 관련, Cheney 미 국방장관의 발표보다 10%
추가 감축 언급

●

FY91 육군예산 관련 청문회(1990.3.29.)
- 증언: Stone 미 육군성장관 등
- Stevens 의원은 미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한 사기 저하의 문제를 지적

3.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 미 국방장관 발언
●

Cheney 국방장관은 1990.3.22. National Press Club에서 미국의 국방정책 연설 후, 주한
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갖지 못한 공군력 및 정보능력을 통해
한국방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

●

동 장관은 2월 방한 관련 주한미군 조정계획 등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자국 및 동맹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방배치전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3.28.자 이상훈 국방장관 앞 서한을 발송

4. 주한미군 감축 문제 관련 국회 공청회(1990.3.14., 국회외무통일위)
●

참석: 김현욱 위원장 및 외무위원,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정종욱 교수 등 학계인사 3인

●

주제
-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반도 안보
-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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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원 군사위 청문회(넌-워너 수정안 관계)(1990.4.19.)
●

증언: Wolfowitz 미 국방차관 등

●

증언 요지
- 동아시아 주둔 미군 재조정 시의 대전제: 미군 철수 오해의 신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한반도 안보위협의 상존: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군사적 도발 등 긴장상태 고조 예상
- 방위비 분담 증대: 미군의 보조적 역할 전환 추진, 한국의 방위비 증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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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 1990년대에 3단계로 구분, 시행
●

주미국대사관 평가
- 대다수 군사위 의원들은 행정부의 보고서에 긍정적 평가
- 한국의 경제발전 고려, 방위비 증대 필요성 인식
- 일부 의원의 작전통제권 조속 이전 주장

2. 미국 행정부는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1990.4.19. 미국 의회에 주한미군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 요지
- 미국의 아태지역 역할과 전략목표: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보호를 위한 전진배치 지속,
역내 세력균형자 역할 중요성 증대
- 주한미군 장래문제: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 상황,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 방위비 분담: 분담계획 원칙 사항 표기, 한국의 노무비 분담 및 군사건설 자금증액이 2대 핵심
- 용산기지 이전: 한국 측 비용부담으로 조기합의 도달
- 주한미군 역할변경: 군정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 JSA의 한국군 경비책임 증대

●

평가
- 1990.1월 이후 양국간 협의 결과를 최대 반영
- 미국 의회는 넌-워너 보고서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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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하원 아태소위는 1990.5.8. 주한미군 감축 결정 관련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안보공약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 요지
- 한반도 정세 평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응 조치 결여,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필요
- 결의 사항: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준수 및 한반도 안보
증진에 기여할 계획

●

결의안 배경
- 솔라즈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인한 한국민의 우려 불식과 북한의 오판방지 목적을
설명

●

평가
- 결의안은 주한미군의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 주류세력의 견해를 대변
- 넌-워너 보고서 후속조치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천명 등을 권고해 온 한국 측 입장 반영

●

하원 외무위는 5.17. 아태소위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동 결의안은 6.12. 하원 본회
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는 1990.6.12. Cheney 미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91 회계연도 국방
예산 감축조정에 따른 무기체계와 기지 재조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함.
●

Cheney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10% 감축이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증가를 통한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감 도모를 언급

●

스티븐즈 의원은 아태지역 내 군사대국 집중에 비추어 미군 감축의 우려를 환기

3. 미 국방장관의 병력 감축계획 발표
●

Cheney 국방장관은 1990.6.19. 향후 5년간 미군병력 25% 및 국방예산 10% 등 군사력
감축계획을 미국 의회에 제출

●

계획 요지
- FY91~95년간 병력 25% 감축, 210만에서 166만으로 감축(소련의 근사위협 감소를 고려
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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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68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6권 (V.6 7-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 북미과

MF번호

2020-55 / 8 / 1-135

1. 북미지역 한국 인권연합은 1990.7.5. 하원군사위 소속 의원 앞 서한에서 국방비 지출법안 논의
시 주한미군 감축 뿐 아니라 전면철수 및 한반도의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정착 노력을 촉구함.
●

동 서한에는 6.15. 서울 개최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인사 312명의 서명과 한반도의 비무장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안 및 5.15. 북한의 한반도 군축제안이 첨부되어 있고 미 하원 본회의의
FY91 수권법안 논의 시 주한미군 수준을 영구히 동결하는 요지의 Mrazek 수정안 지지를 촉구

2. FY91 국방 수권법안 Mrazek 수정안이 부결됨.
820

●

1990.9.12. 하원 본회의에서 Mrazek 수정안이 압도적 다수로 부결

●

수정안 토론에서 제안자를 제외하고 지지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으며, 일부 의원은 반대의견을 표명

●

동 수정안은 표결 전 대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의원은 수정안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

3. 미 국방부는 1990.9.18. 10개국에 걸쳐 150개의 미군기지를 폐쇄 또는 축소할 방침을 발표함.
●

기지 폐쇄: 한국 9개소 등 127개소

●

기지 축소: 한국 3개소 등 23개소

●

한국내 12개 기지 조정계획

90-0769

한･미국 합동군사훈련(Team Spirit)에 대한 북한의 반응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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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한･미국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임.
1. 북한은 팀스피리트 89 훈련을 비난하는 1989.1.9.자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
3.13.자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안보리문서로 배포시킴.
●

외무부는 3.23. 미국 측 의견 및 주유엔대표부 의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 측 안보리문서에 대응하지 않기로 함.
- 주유엔대표부는 북한의 유엔문서 배포에 반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보고함.

2. 북한은 팀스피리트 90 훈련을 비난하는 1990.1.22.자 북한 외교부 성명에 이어, 2.27.자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안보리문서로 배포시킴.
3.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주한미군 및 한반도 군축문제에 관한 북한 외교부 성명(1990.3.5.)을
3.7.자 안보리문서로 배포를 요청함.
●

동 북한 문서는 미군의 부분적 철수 환영 의사 표명, 군사적 신뢰조치 언급 등 과거보다는
긍정적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기됨.

●

한국 측은 팀스피리트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유발, 남북한 간의 논박전 초래 등을 고려하여 북한
문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에 따라, 금번 문서에 대하여도 별도대응을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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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70

한･미국 합동군사훈련(Team Spirit). 전2권 (V.2 3-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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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미국 합동군사훈련 관련 내용임.
1. 팀스피리트 훈련 참관
●

1990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에 폴란드 정부는 본국으로부터 2명의 대표단(유즈비크 대령,
페트리카트 대령)을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2인은 1990.3.12.~21. 체한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참관함.

●

여타 중감위 3개국 중 스위스는 주한 스위스대사관 무관(도쿄 상주)을 파견하기로 하고, 체코
및 스웨덴은 별도의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함.

822
●

폴란드 측 대표단은 3.19. 기자회견 시 금번 참관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공격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동 훈련실시에 관해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함(국내언론 및 외신에도 보도).

2. 팀스피리트 훈련(1991년) 조정 검토(1990.9월, 외무부 미주국)
●

검토 배경
- 남북대화의 가시적 장애요인으로 부각
-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미국의 팀스피리트 훈련참가 축소 가능성

●

추진 방향
- 한국이 주도적으로 팀스피리트 훈련규모 및 방식조정 추진
- 미국 측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협의

●

조정 방안
- 1안: 팀스피리트 91 대폭(50% 이상) 축소
- 2안: 상징적 규모의 팀스피리트 91 실시
- 3안: 팀스피리트 91 중지
- 4안: 팀스피리트 90 비율로 재축소(10~20% 정도)

●

건의
- 제2차 총리회담 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1, 2안 중 택일

90-0771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 제4차. Kuala Lumpur,
1990.6.17.-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정특반 / 안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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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6.18.~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이영호 전 체육부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25개국 150여 명의 대표 참석
- 북한은 오창림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이 참석

2. 주제 및 토의 제목
●
●

주제: 태평양지역 신뢰구축 및 분쟁해결
토의 제목
- 태평양지역 강대국 관계 및 미래 방향
- 태평양지역 군비감축과 통제
- 캄보디아 문제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상문제
- 한반도 평화장애 요소: 국제적 차원

●

워크숍: A. 태평양지역 군비통제 및 감축, B. 캄보디아 문제, C. 한반도 평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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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7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옵서버 참가 문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56 / 4 / 1-175

1989~90년 중 한국의 NAA(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옵서버 참가 문제 관련 내용임.
1. NAA 옵서버 참가문제
●

1989.10.6.~12. 로마 NAA 총회에서 Lello 포르투갈 의원이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공식 제안
- Duffy NAA 의장은 동 제안문서를 의장단이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

●

호주, 일본 2개국이 옵서버로 참가

●

옵서버 참가 시 예상 효과
- NATO에 관한 정보입수 및 국제안보정세 파악에 기여

824

- NATO 회원국과 친선유대 강화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2. NAA 사절단 방한(1990.5.28.~31.)
●

방한 경위
- 1990.1월 주포르투갈대사는 NAA 사절단의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 시 방한 초청 건의
- 1990.4월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

●

방한 인사
- 패트릭 머피 NAA 의장 등 9명 의원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예방
-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등

3. 제36차 NAA 연례총회 초청
●

NAA 측은 1990.11.26.~30. 런던 개최 제36차 NAA 연례총회에 한국의원단을 초청

●

NAA 측은 처음으로 한국, 소련,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를 옵서버로 초청

●

국회 측은 잔여 정기국회 일정상 연례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통보

90-0773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3권 (V.1 1-3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 동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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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Open Skies(영공개방) 회의와 NATO 방위산업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창설 제안 관련 내용임.
1. Open Skies(영공개방) 회의(1990.2.12.~14., 오타와)
●

참석자
- 베이커 미 국무장관,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을 비롯한 23개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

주요 협의 내용
- Open Skies 문제와 더불어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협상 진척상황, CSCE(유럽안보협력
회의) 정상회의 개최 및 준비문제, 독일 통일문제 등이 협의 되었으며, 주요 합의내용을 Open
Skies 코뮤니케와 CFE 및 CSCE 코뮤니케로 발표
- 전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Open Skies 체제가 참가국들의 상호개방 및 신뢰강화, 분쟁위험의
축소, 군사활동의 예측가능성 제고, 군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표명

●

독일 통일 문제 협의
- 동･서독 외무장관 및 독일 점령 4대국(미･영･프･소) 외무장관은 동･서독이 미･영･프･소
4대국과 협의하여 독일 통일문제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독일 통일에 관한 “2 Plus 4” 구상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회담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2. NATO 방위산업 GATT 창설 제안
●

William Taft NATO 주재 미국대사는 1990.3.15. 독일(구 서독) Bonn의 한 강연회에서
“NATO 방위산업 GATT” 창설을 제안함.

●

Taft 대사는 “미래의 방위와 NATO의 산업협력” 제하 연설에서, 구미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래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함.
- NATO 회원국 간의 1) 방위산업 개발에 대한 조기 협의 2) 기술이전 제한 완화, 3) 방위산업
기반 국제화 확대, 4) GATT형의 방위산업 무역체제 구축 등 4가지로 구성

●

미 국무부는 상기 Taft 대사의 제안은 국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견이며, 미국 측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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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74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3권 (V.2 4-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 동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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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단 및 국방기획위원회 국방장관
회의와 NATO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NATO 핵기획단 국방장관 회의(1990.5.9.~10.,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

회의 결과에 대한 언론 평가
- 최근 중유럽 및 동유럽의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NATO는 지상배치 최단
거리 전역 핵무기 철폐 및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기할 듯하나 핵무기에 대한 전쟁억지는
NATO 정책의 요체로 불변임.

826

- 최단거리 핵무기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유연성(Flexibility)과 보다 긴 사정거리를
제공하는 하위전략 핵무기 체계(Sub-strategic Nuclear Systems)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2. NATO 국방기획위원회 국방장관 회의(1990.5.22.~23., 벨기에 브뤼셀)
●

회의 후 발표된 최종성명 요지
- NATO는 계속 집단안보의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및 군비통제
과정 등이 협력적 안보강화를 위한 제조치 개발의 중대한 보충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동서 관계변화를 활용한 첫 단계로 전 회원국의 매년 실질 방위비 3% 증가목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

●

집단안보체제 필요성이 상존하고 억지와 방어를 통한 전쟁예방의 기본원칙을 고수

3. NATO 이사회(외무장관회담)(1990.6.7.~8., 영국 턴베리)
●

회담 관련 언론보도
- NATO 외무장관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군사동맹체제로부터 정치적 기구로 성격이 변화하기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1990.6.6-7., 모스크바)의 결정을 환영하고, NATO도 소련
및 동구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NATO 외무장관들은 범 유럽적인 정치기구로서 CSCE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였으나, 동
기구가 NATO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양 기구는 상호 보완체계에 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소련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
- 유럽의 안정을 위해 통일독일이 NATO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강조

90-0775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3권 (V.3 7-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 동구1과

MF번호

2020-56 / 7 / 1-122

1990년 하반기 중 개최된 NATO 특별정상회담과 NATO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단
회의(국방장관 회의) 관련 내용임.
1. NATO 특별정상회담 결과(1990.7.5.~6., 런던)
●

동･서 양 진영 간 관계개선
- 어떤 경우든 선제 무력 불사용 의지 표명
- NATO･WTO 간 공동불가침선언 제안
- NATO･WTO 간 정례 외교연락망 수립 촉구

●

재래방어전략 수정
- 동유럽 주둔 소련군 철수 및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이행을 전제로, NATO 연합군을 소규모
기동군대로 전략 및 구조변화 도모
- CFE 협상 및 신뢰･안보구축조치 협상의 연내 타결에 주력

●

핵전략 수정
- 당분간 유럽배치 핵 및 재래식무기의 적절한 혼용을 지속하기로 다짐
- 동유럽 주둔 소련군 전면철수 및 CFE 협정 시행을 전제로 핵 의존 축소(최후 수단으로만
핵무기 사용)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제도화 및 활성화
- 연 1회 이상 정부수반급 또는 각료급 협의회 개최

2. NATO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단 회의(국방장관 회의) (1990.12.6.~7., 브뤼셀)
●
●

NATO의 새로운 안보전략, 방위협력 강화방안, 유럽･대서양 간 결속, 걸프사태 등을 중점 논의
동 회의 후 Woerner NATO 사무총장의 발언 요지
- NATO의 새로운 방위전략 및 군사자세
･ NATO는 지금까지 채택해온 유연반응 및 전진방위전략 대신 유럽의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위전략을 작성 검토 중
･ 신전략은 1991년 봄 각료회의까지 성안 목표, 1991.6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 전망
･ 장래의 병력 태세와 관련, 유럽에서의 재래식 및 핵병력 주둔 필요성 재확인, 평시 병력은
소규모 유지, 위기 시 급히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제고, 다국적군 적극 활용
- SNF(단거리핵무기)
･ 유럽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반대(모든 국가가 재래식 및 핵병력의 적절한 혼합보유 찬성)

827

･ 대부분의 국가가 핵무기 보유 50% 감축 후에도 나머지 보유분에 대한 대폭적 감축희망,
FOTL de LANCE 미사일 개량계획 포기대신 이중목적 항공기의 중요성을 강조
- 다국적군
･ 구주연합 사령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원칙적 합의, 새로운 전략채택과 병행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

828

90-0776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Paris,
1990.11.19.-21. 전2권 (V.1 1월-11.2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56 / 8 / 1-174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이 1990.11.19.~21. 파리에서 개최됨.
1. CSCE 외무장관 회의(1990.10.1.~2., 뉴욕) 결과
●

CSCE의 역할강화 합의, CSCE 정상회담의 파리 개최 합의, 독일 통일 환영

●

걸프사태 관련,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의 무조건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유엔안보리의 제반
관련 결의안을 전폭지지

2. CSCE 파리 정상회담에 앞서 채택될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 관한 오스트리아 외교계 및
언론계의 평가
●

CFE조약 채택은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군비축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인류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의하지 않고 엄청난 무기를 파괴 또는 다른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임.

●

CFE조약 채택으로 유럽에서 재래식 전쟁의 위협은 사실상 없어졌음.

●

최근 동구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CFE조약 검증제도는 서구에 대한 소련의 기습공격 능력에
종지부를 찍었음.

●

정치적으로 CFE조약은 유럽인들에 대해 첫째, 장래 소련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과거와
같이 지나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고, 둘째, 독일 군사력이 장래 증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음.

●

CFE 협상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협상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해체된 바르샤바조약
기구가 그동안 명목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 CFE 협상이 끝났으므로 해체는 시간문제임.

3. CSCE 정상회담 주요 일정
●

11.19. CFE협정 및 NATO-WARSAW(22개국) 간 우호선언(일명 파리선언) 서명(프랑스 대통령,
국가원수간), 개막식 및 제1차 회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주최 오찬, 제2차 회의(기조연설)

●

11.20. 제3차 회의(기조연설), 제4차 회의(기조연설), CSCE 경축 문화행사

●

11.21. 제5차 회의(최종문서(Final Act)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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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77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Paris,
1990.11.19.-21. 전2권 (V.2 11.21.-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0-56 / 9 / 1-203

1.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34개국 정상회담(1990.11.19.~21., 파리) 결과
●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협정 서명
- 무기별 보유한도 설정, 지역별 보유한도 설정, 국가별 보유한도 설정, 협정 시행 및 검증

●

우호선언 채택

●

정상회담 최종문서(파리헌장) 조인
- 구주정세 전반: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 법치주의 강조, 통일독일 추인 및 현 국경선 재확인
- CSCE 향후 정책방향: CFE 이후 새로운 단계의 군축 협의 계속, 경제협력 및 환경 관련 협력

830

강화
- CSCE의 상설기구화 합의: 정상회담(격년) 및 외상회담(매년)의 정례화, 상설사무국(프라하),
분쟁방지센터(비엔나), 자유선거감시기구(바르샤바) 설치 및 CSCE 의회 협의회 운영
●

페르시아만사태 협의
- 미국의 페르시아만사태 무력개입 지지 확산 노력을 위한 주요국들과의 개별 접촉 및 비공개
회담을 하였으나, 소련, 프랑스 등과의 이견으로 별무성과

2. CSCE 정상회담 평가 및 의의
●

얄타체제에 의한 동서 냉전시대 종식의 공식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신유럽 질서 태동

●

CFE협정 타결로 유럽에서의 재래식 전쟁 위협 감소

●

CSCE의 제도화 기본틀 마련

●

기본적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신유럽 대두

90-0778

주한미군 사용 내자호텔 반환 문제. 전2권 (V.1 1986-87)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6 / 13 / 1-151

1986~90년 중 서울 도로정비로 인한 주한미군 소유의 내자호텔 이전 문제 관련 한·미국
간 협의 경과임.
●

1978.8.10. 한·미국 공동 실무자 회의 대표단 구성

●

1978.9.6. 미국 측 입장 전달
- 완전한 대체시설 제공 전 철거 불가, 대체시설은 주한미군의 안전 및 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등

●

1978.10.27.~79.11.29. 한·미국 공동 실무자 회의 3차례 개최

●

1982.4.8. 제4차 한·미국 공동 실무자 회의

●

1982.4.22. 공사유보 결정
- 미국 측과 보상협의가 실현되지 못하여 동 구간 공사유보
- 1988년 이후 시정 여건이 허락되면 다시 추진하겠으나 우선 철회 요구

●

1987.6.18. 내자호텔 반환문제 한·미국 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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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79

주한미군 사용 내자호텔 반환 문제. 전2권 (V.2 1988-90)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6/14/1-276

1990.4.2. 내자호텔 소유권이 한국으로 반환됨.
●

1988.11월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과 Gerald P. Stadler 주한미군 참모장 간에 내자호텔
반환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함.

●

1990.2월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내자호텔 반환 완료 합의에 관한 건의 승인

●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90.3.14. 서한으로 4.2. 내자호텔 공식 반환 계획을 통보
- 반환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자호텔 완전 인수

832

90-0780

주한미군 관련 민원 처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7 / 7 / 1-151

1988~90년 중 주한미군 관련 민원처리 내용임.
1. 미8군 기지 이전사실 확인 요청
●

“미8군 기지 대전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989.9.1. 미8군의 대전 근교로의
이전계획 사실여부에 대해 외무부에 공개질의함.

●

외무부는 9.12. 답변서를 통해 미8군 기지 이전 문제가 한･미국 간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 장소
문제를 포함,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회신함.
833

2.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청원
●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은 1990.2.2.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인근로자 실업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외무부는 2.10.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 청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미국 양국 정부는 아직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한 바 없음.
- 주한미군 규모의 부분적 조정 가능성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함께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

3. 주한미군 군속가족(부인)의 실화로 인한 가옥 전소 피해보상 민원
●

주한미군 군속부인(Donna Johnson)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가옥이 전소된 한국인 집
주인이 1990.4.14. 외무부에 피해보상 민원을 접수함.

●

외무부는 5.16. Donna Johnson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신분이 아님에 따라
정부 상대 손해배상이 아닌 개인 상대 민사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답변서를 회신함.

4. 미 은성무공훈장 재발급 청원
●

6.25 참전용사 민원인(박재환 예비역 대위)의 1988.10.4. 미 은성무공훈장 재발급 청원에 대해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 육군성과의 협의를 통해 동 훈장을 재발급 받아 1990.2.5.
민원인에게 전달함.

90-0781

주한미군 설치 한국종단송유관(TKP)의 한국 이양 문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7 / 8 / 1-68

1990년 중 주한미군이 설치한 TKP(한국횡단송유관)의 한국 이양 문제에 관한 내용임.
●

미 국방부는 1990.9.18. 전 세계 10개국에 걸쳐 150개의 미군기지를 폐쇄 또는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한국 내 12개 기지 폐쇄 및 축소는 강남 및 대전 등 5개 유류저장소와 대전 등 4개 통신기지가
해당되고, 대구 및 의정부 등 3개 송유시설을 축소하는바, 동 폐쇄 및 축소는 주로 TKP 한국
이관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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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82

국제 한국전 참전 향군연맹 총회, 제3차. 서울, 1986.11.3.-9.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57 / 9 / 1-105

제3차 국제 한국전 참전 향군연맹 총회가 1986.11.3.~9. 서울에서 개최됨.
1. 참가국(18개국)
●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인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한국

2. 주요 행사
●

개회식
- 국방부장관, 서울시장 및 주한 영국대사 포함 10개 외교단 등 500여 명 참석

●

국립묘지 및 부산 유엔묘지 참배

●

국방부장관 예방

3. 결의 사항
●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규탄

●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서울올림픽 방해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 지원

●

한국전쟁 전사자 추념사업 기금 설치(목표액 25만 달러)
- 청소년 교류, 장학금 지급, 도서관 설립 등 참전국 우의증진 사업에 활용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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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83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57 / 10 / 1-60

1990년 중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에 관한 내용임.
1. 유엔사 보고서
●

주유엔대표부는 주유엔 미국대표부가 1990.6.14.자 유엔군사령부의 연례보고서(활동보고서)를
안보리 의장 앞으로 제출하였다고 보고함.
- 동 활동보고서는 6.15. 안보리문서로 배포

●

활동보고서 부록에는 임수경, 문규현의 공동감시구역 무단횡단 등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사례
등이 포함됨.

836
●

연차보고서 외에 땅굴에 관한 특별보고서도 제출된바, 제4땅굴의 공동조사에 관한 유엔사 제의
수락 촉구 내용임.

2. 북한 측 대응문서
●

북한은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을 통해 북한 측 대응문서를 안보
리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

●

임수경의 판문점 통과 반대, 핵무기 배치, 팀스피리트 훈련, 콘크리트장벽, 제4땅굴 발견조작
등을 유엔사의 소위 도발적 행위라고 열거함.

3. 평가
●

유엔사 보고서는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제4땅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북한 측 대응문서는 유엔사 보고서에 지적된 임수경 문제, 제4땅굴 문제 등을 반박하기 위한 것임.

90-0784

미국 주요 도시별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추진 동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0-57 / 11 / 1-221

1. 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사업 추진 동향
●

주뉴욕총영사는 1988.7월 기념비 건립위원회가 20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부금 약 5만 달러를 증여할 것을 건의해옴.

●

외무부는 1989.11월 상기 건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5만 달러를 증여하기로 결정함.
- 주뉴욕총영사가 12.21. 동 사업위원회 공동의장에게 기부금을 전달

2. 1989.6월 주미국대사관은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추진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추진 경위
- 1985년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결의안 의회 통과
- 1987.7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 기념비 건립위원회 위원 12명 임명(위원장: 스틸웰 장군)
- 1988.3월 미 의회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워싱턴 몰 부근에 건립하기로 결의
- 1989.6월 한국전 참전기념비 모형 당선작 발표(출품 작품은 543점, 당선작 상금 2만 달러)
및 부시 대통령 참석하에 백악관에서 모형 공개식을 거행

●

기금(600만 달러 목표) 성금 기탁자
- 재향부상자회: 50만 달러
- 해외참전 재향군인회: 39만 달러
- 현대자동차: 100만 달러

●

기념비 규모
- 면적 약 2에이커, 길이 동서로 약 350피트, 높이 7~8피트
- 형상은 38선과 38개월간의 전쟁 기간을 상징하는 38명의 병사들이 진군하는 모습

3. LA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사업 추진동향
●

국제 한국전 기념비위원회는 1989.12월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LA에 건립예정인 한국전
참전 기념동상 건립사업(총 350만 달러 소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옴.

●

사업목적: 장진호전투 기념
-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명예회복 움직임에 발맞추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한국전 재조명 노력의 일환

●

일정: 1990.6월 기공식, 1991.11월 완공식을 목표로 모금운동 전개

●

주LA총영사관은 정부지원보다 민간차원의 적절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건의함.
- 1990.2.20. 기념비 건립 모금 파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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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85

KAL 납북사건 송환 교섭 유공자 UNC Jessup 대령(미국)에
대한 서훈 추진
생산연도

197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57 / 12 / 1-16

1970년 중 KAL 납북사건 유공자 서훈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70.3.12. KAL기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는데 크게 공헌한 이유로
Maurice Jessup 대령(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측 비서장 겸 유엔군사령부 정전사무국장)에게
상훈하기로 결정하고 주한미군의 훈장 서훈에 대한 본국의 허가여부 파악을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이에 대해 주미국대사는 3.24. 수여대상자가 사망하여 친족이 대신 받을 경우에만 본국
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함.
838

●

상훈종류: 4등 보국훈장

●

공적사항
- 판문점을 통한 KAL기 납북사건 해결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정부방침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KAL 납북사건의 항의 및 송환노력에 있어 적극성과 기민성을 발휘
- 공산 측의 부당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

2. 총무처는 1970.4.21. Jessup 대령에 대한 서훈은 서훈 균형상 불가하다는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3. 외무부는 1970.5.6. 총무처의 반대를 감안하고 KAL 사건 처리의 공적과 앞으로의 협조 필요성을
고려하여 훈격을 저하시켜 서훈하기로 결정함.

90-0786

군사관계 주요인사 파키스탄 방문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0-57 / 14 / 1-155

1. 이종구 육군 참모총장이 1990.2.12.~26.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함.
●

주요 방문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방담당국무상 예방, 육군 참모총장 면담 및 만찬
- 육사 및 군부대 방문
- 한국 동포와의 만찬

2. 파키스탄은 1989~90년 중 아래와 같이 한국 합참의장과 육사교장의 파키스탄 방문을 초청함.
●

파키스탄 합참의장은 1989.6월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을 통하여 정호근 합참의장의 파키스탄
방문초청장을 송부함.
- 정호근 합참의장은 6월 답신에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12월경 초청 수락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함.

●

파키스탄 합참본부가 1990.5월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한국 육사교장을 방문 초청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한바, 한･파키스탄 양측은 육사교장의 파키스탄 방문일자를 협의하였으나 12월 현재 진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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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87

Wimmer, Willy 독일 국방차관 방한, 1990.6.9.-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0-57 / 15 / 1-45

Willy Wimmer 독일 국방차관이 1990.6.11.~15. 방한함.
1. 방한 목적
●

동구의 정치적 변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정세파악

2. 주요 방한일정
840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원장관, 국회의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차관 예방

●

국방대학원,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3.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결과(1990.6.11.)
●

외무부장관은 1990.6.4. 한･소련 정상회담, 한･미국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 정세 등 설명

●

Wimmer 독일 국방차관은 독일의 통일과정, NATO 잔류문제 등에 대해 설명

90-0788

Cheney, Dick 미국 국방장관 방한, 1990.2.14.-1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57 / 16 / 1-182

Dick Cheney 미 국방장관이 1990.2.14.~17. 방한함.
1.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한･미국 국방장관회담, 외무부장관 예방

●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Cheney 미 국방장관 주최 만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조찬

●

판문점 및 미군 제2사단 시찰

2. 최호중 외무부장관 면담 결과(2.15.)
●

Cheney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함.

●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미국 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3. 한･미국 국방장관회담 결과 브리핑(2.15.)
●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 주한미군 주둔정책상의 어떠한 현안 문제도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인 발전방향 모색, 단기간 내 주한미군 전투병력의 가시적 감축과 같은 급격
한 변화는 없을 것임.
- 한국의 외무･국방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연합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한･미국 간 정책조정 예정

●

방위비 분담
- 한국 측은 능력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나갈 용의를 표명
-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예정

●

용산기지 이전
-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1/4분기 중 양국 국방당국간 기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990년대 중반경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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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89

아주지역 군사･안보 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 서남아과

MF번호

2020-58 / 1 / 1-113

1988~90년 중 아주지역의 군사･안보 관계 주요 인사가 방한함.
1. Wickremasuriya 스리랑카 경찰 군수담당부총감(1988.12.2.~6.)
●

방한 목적: 경찰제도 시찰, 경찰복 원단수입을 위한 공장 방문

2. Rabuka 피지 군 총사령관(1990.4.23.~29.)
●

주요 일정
- 대우 옥포조선소 방문 등

842

3. Ramos 필리핀 국방장관(1990.9.28.~10.2.)
●

방한 목적: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

주요 일정
- 9.28. 필리핀 참전용사기념비 헌화, 한･필리핀 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 9.29.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대우 방문 및 사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 9.30. 국립묘지 참배, 국방부장관 예방,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10.1. 국군의 날 기념식, 국무총리 예방(합동), 경축 리셉션

4. Wijeratne 스리랑카 국방담당국무장관(1990.9.28.~10.3.)
●

주요 일정
- 9.28. 국립묘지 참배, 한･스리랑카 경제협의회 주최 만찬
- 9.29. 창원(대우중공업, 현대정공) 방문
- 9.30. 갑을방적 사장 주최 조찬, 유성산업회장 주최 오찬,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10.1. 건국대 이사장 주최 조찬, 국군의 날 기념식, 총리 합동예방
- 10.2. 판문점 시찰

90-0790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Berlin, 1988.6.20.-22.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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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가 1988.6.20.~22. 동베를린에서 개최됨.
1. 경위
●

주시에라레온대사는 1988.6.16. 동베를린에서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초청 형식으로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1988.6.20.~22.)가 개최예정이며 동 회의에 비동맹회원국들이
초청되어 nuclear-free world에 관한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주유엔대사, 주인도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 동 회의 동향(특히, 북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독일대사는 동독 기관지인 Neues Deutschland 기사에 의하면 북한은 허담 노동당 중앙위
비서겸 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동 회의에 파견하였다고 보고함.

2. 참석자
●

서독, 일본, 그리스, 중국, 덴마크, 북한, 나이지리아 등 110여 개국의 정부, 의회, 정당, 노조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

3. 토의 내용
●

세계 비핵지대를 목표로 하는 비핵지대

●

신뢰와 협력지대로서의 비핵지대

●

비핵지대와 지역분쟁 및 위기관리

●

핵확산 방지 문제와 비핵지대의 검증･보장 문제

●

비핵지대와 재래식군비감축

●

비핵지대와 구주안보와의 관계

●

핵무기 비 보유국, 군축, 저개발 극복, 사회보장 등 문제

●

중남미 및 남태평양 비핵지대의 경험과 그 중요성

●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및 평화지대 설정 추진

4. 북한 대표 동향
●

허담 북한 노동당 비서는 김일성 메시지를 낭독 후 연설
- 남한으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조속 철수시키고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구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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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91

전면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검증문제에 관한 입장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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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검증문제에 관한 외무부의 입장 표명 관련
내용임.
1. 1991.1월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의 Sohrab Kheradi
임시 사무총장은 1990.7.26. 주유엔대표부 앞 공한을 통해 CTBT의 검증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10.15.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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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90.9.25. 포괄적 핵실험금지에 대한 미국과 개도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 우방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안보여건을 감안하여 검증문제에 대한
한국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함.

90-0792

핵군축 협상 현안에 관한 한국 입장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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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핵군축 협상 현안에 관한 한국 입장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다자간 핵군축 협상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핵실험금지 문제와 NPT(핵비확산조약) 문제와
관련하여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가 1990.5월 및 1991.1월 개최되고, 제4차
NPT 평가회의가 1990.8월 개최될 예정임에 대비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990.3.16. 주유엔대표부와 주제네바대표부에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송부
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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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4.6. 핵군축 협상에 관한 아래 요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

PTBT
- 핵실험전면금지 문제, 핵실험 검증 문제, 핵실험과 핵무기의 전쟁억지력 문제

●

NPT
- NPT의 1995년 이후 존속 문제, NPT 체제의 개정 가능성,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보 문제,
비핵지대 설치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조치 문제, 핵무기 비확산과 화학무기
군축을 연계시키는 주장

3. 주유엔대표부는 1990.4.16. 핵군축 협상에 관한 아래 요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

PTBT
- 개요, 핵실험전면금지, 핵실험 검증

●

NPT
- 개요, 핵보유국의 핵군축,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보 문제, 비핵지대 설치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조치, NPT의 개정 가능성과 군축 문제, 핵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4. 외무부는 1990.6.14. 핵군축 협상 현안에 대한 한국입장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 공관에 송부함.

90-0793

유럽재래무기감축(CFE)협상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안보과
M F 번 호 2020-59 / 4 / 1-159

1989~90년 중 CFE(유럽재래무기감축)조약 관련 내용임.
1. CFE 및 신뢰안보구축회의(1989.3월, 비엔나)
●

목적: 유럽에서의 동･서양 간 무력충돌 예방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방어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고 동 지역 내 신뢰와 안보를 구축

●

일정: 3.6.~9. 예비회담(외무부장관 연설), 3.9. 이후(본회의)

●

참가국
- CFE: NATO 16개국 및 WTO(세계무역기구) 7개국 등 2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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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BM(신뢰안보구축조치): 상기 23개국 및 중립･비동맹국 12국 포함 35개국
●

주요 외무장관의 연설에서 나타난 입장
- NATO 측: 양 동맹에 동일한 주요 무기보유량 상한 설정
- 바르샤바조약국 측: 양 동맹간 동일 비율(35%) 감축
- 양측 간 재래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현저한 인식차이 존재

2. 제5차 CFE 회의(1990.1.12.~22., 비엔나)
●

탱크, 장갑차, 전투기의 정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NATO 및 바르샤바조약국 23개국
외무장관 회의(1990.2월, 오타와)에서 CFE 협상 진전 예상

●

군축연구단체인 Arms Control Association은 제5차 CFE에서 서방 측의 예상보다 동구 측이
신축적인 자세로 임하여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3.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합참의장 회의(1990.1.16.~2.5., 비엔나)
●

참석: 31개국

●

주요 의제
- 전략개념 및 군사교리, 군대편성 및 지휘체계, 작전기획, 인사 및 교육훈련 등

●

의의
- 군지도자 간의 동서 관계변화 인식 및 협조 분위기 조성

4. 제6차 CFE 개최(1990.3.16.~4.26., 비엔나)
●

NATO 측은 제5차 협상에서 제기한 검증 관련 조약에 이어 무기폐기에 관한 의정서와 군비감축에
관한 의정서를 제안할 예정

●

통일독일의 군사력에 관한 이견 노정으로 기대한 결론 도출 실패

90-0794

한･일본 안보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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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한･일본 간의 안보협력 내용임.
1. 한국 국방연구원은 1988.3월 ‘한･일본 국방협력의 정책방향’ 제하 연구보고를 발표함.
●

동북아 전략 환경

●

일본의 국방력 분석

●

대일 국방협력 방안
- 기본인식
- 한･일본 국방협력의 과제
- 정책방향

●

결론 및 건의
- 한･일본 국방협력은 ‘선 교류, 후 협력’의 기본방침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
- 한･일본 국방협력 문제를 다원적 군사외교협력 강구차원에서 국방정책상 주요과제로 설정

2. 이사카와 일본 방위청장관이 국방부장관 초청으로 1990.12.7.~9. 방한함.
●

방한 대표단
- 이시카와 요조 방위청장관
- 우치다 국제담당 참사관 등 방위청 간부 11명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국립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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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95

캐나다의 북태평양 안보협력기구 제안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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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캐나다의 북태평양 안보협력기구 제안 관련 내용임.
1. Clark 캐나다 외무장관은 1990.7.17. 캐나다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번영 및 정의구현을 위한 역내국가 간 대화구조로서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창설을 제창함.
●

동 제의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및 캐나다 7개국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교
환, 군사훈련 통보, 영공개방 등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면서 장차 해군력 감축을 논의하기 위
한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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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측은 동 제의를 유관 국가와 사전 협의한 바 없고, 쌍무접촉을 통하여 의견을 타진 중임.

2.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관련, 동 제의 추진을 위해 방한한 Dewitt 캐나다 요크대학 교수 일행은
1990.12.10. 외무부를 방문하여 이시영 정특반장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함.
●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개요
- 동 회의를 학자 및 비정부 기구간 회의인 NGO 트랙과 정부간 회의 등 2개 형태로 나누어
추진 예정

●

NGO 트랙 학술회의 개최 계획 설명
- 북태평양 7개국과 대만(구 중화민국), 동남아 일부 국가 학자 참석 추진

●

관련국 반응
- 일본은 정부간 부처 의견이 상이하나 학자들은 관심 지대
- 미국도 점차 호의적 반응을 표시
- 중국 및 북한 방문 반응 타진 예정

●

한국 측 언급내용
- 정부차원의 북태평양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 여건은 아직 미성숙
- 7개국 학자들 간의 대화 및 학술회의 개최는 환영

90-0796

한･중국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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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한･중국 양국 간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협력
●

ESCAP 및 중국 대외무역부 공동 주관으로 1989.5.18.~6.12. 중국에서 개최된 ESCAP 순회
세미나에 홍정표 ESCAP 자문관이 참석함.

2. UNDP(유엔개발계획) 개도국 연수사업
●

UNDP가 ILO(국제노동기구) 후원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계약협회 관계자(2명)를
1990.2.7.~9. 한국에 파견하는 것과 관련, 외무부는 부내 협의를 실시함.

3. 세계은행 대중국 차관제공
●

외무부는 1990.11.3. 세계은행이 중국에 대한 차관 규제를 완화, 지방기업의 근대화 및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한 해외기술 및 설비도입 프로그램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동 보도사실 여부 및 결정 배경 등을 파악･보고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

주미국대사는 세계은행 중국담당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 세계은행이 12.4. 이사회를 개최하여
1억 1500만 달러의 대중국 프로젝트 차관 제공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며 미국이 중국의 경제개혁에
도움이 되는 공업화 사업 차관의 공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동 차관
승인은 확실시 된다고 보고함.

4. 유네스코에서의 협력
●

주유네스코대사는 1990.11.21. Xu 유네스코 사무국 대외담당 총장보(중국인) 전임 송별 오찬 시
Xu 총장보와 Guanlin 중국대사는 한･중국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에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유네스코 내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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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9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직원 진출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59 / 8 / 1-195

1983~89년 중 한국인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진출 관련 내용임.
1. 농수산부는 1985.2.9. 1983년부터 한국 전문가들이 FAO 직원 모집에 응모하였으나, 신청
서류의 장기간 계류 등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 이유와 대책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문의함.
●

주이탈리아대사관의 회신 요지
- 1985.3.5. 현재 3명의 한국인이 FAO에 근무 중이며, 1983~84년 중 한국인 10여 명이
FAO 여러 분야에 응모하였으나 한국의 FAO 분담금 기여율(0.22%)보다 한국인 취업분포율
(0.36%)이 높아 채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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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들의 국가별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Consultant직 응모 건의

2. FAO 한국인 근무연장
●

1985.12.5. FAO 측은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해 1985.3~12월간 FAO 본부 잠업전문가로
파견 근무 중인 임종성 경북대학교 교수의 1986.2월까지 연장 근무를 요청
- 외무부는 12.24. 임 교수의 연장 근무 승인

●

1990.4.1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FAO의 1990~91년 중 대개도국 잠업분야 사업이 계획대로
종결될 수 있도록 임종성 교수에 대한 1년 추가연장 근무 건의
- 외무부는 6.16. 임 교수의 연장 근무 승인

90-079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외무부 직원 파견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0-59 / 9 / 1-10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외무부 직원 파견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88.8.20. 아래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외무부 직원
파견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항공산업 신장에 따른 국제항공법 전문가 양성

●

국제민간항공 정책 결정에 한국입장 반영 기여

●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진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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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8.8.22. 상기 파견에 따른 제반 경비를 한국 정부 부담으로 하여 외무부 직원 1인이
ICAO 법률국 소속직원(파견기간 2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ICAO 측과 교섭할 것을 주몬트리올
총영사관에 지시함.
3.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은 1988.10.4. ICAO 직원파견 관련, Sidhu ICAO 사무총장과 Milde 법률
국장을 면담･협의한 결과 동 직원에 대해 항공법과 ICAO에 대한 2년 연수를 총괄지도하여 줄
것에 동의하는 10.3.자 Milde 법률국장 명의의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90-0799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1 1-6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 다자통상진흥과

MF번호

2020-59 / 10 / 1-380

1990.1~6월 중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현황임.
1. 1990년 국제기구 분담금 개요
●

정부의 1990년도 41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총 5,165,126달러임.
- 유엔직속기구(12): 1,436,726달러
- 유엔전문기구(9): 2,385,432달러
- 정부간기구(18): 1,017,507달러
- 기타(2): 325,461달러

852
●

상기 1990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은 1989년 대비 372,430달러 증가하였으며, 국제기구들의
분담금 증액 요청에 대한 정부의 분담금 인상에서 기인됨.
- J.Guijt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는 1990.4.9.자 외무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위국이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UNDP 기여금 납부순위는
11위라고 하면서 기여금 증액을 요청함.

●

분담금의 납부 효과
-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과시를 통해
앞으로 유엔가입 등 국제기구 진출의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방안으로 활용

2. 외무부는 1990.6.26. 아래와 같이 1990년도 16개 국제기구 분담금(약 120만 달러) 납부에 대한
장관재가를 득하고 6.29. 관련 공관에 송금 조치함.
●

유니세프 40만 달러,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5만 달러,

●

UNHCR(유엔고등판무관실) 2만 달러, UNITAR(유엔훈련연구원) 1만 달러

●

ICARA(남아프리카기금) 2만 달러, UNRWA(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 1만 달러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15만 달러, IMO(정부간해사기구) 216,827파운드

●

CCAMLR(남극생물자원보존위) 40,286달러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IPTP(인도태평양 다랭이관리사업) 35,150달러 등

90-0800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2 7-9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 다자통상진흥과

MF번호

2020-59 / 11 / 1-151

1990.7~9월 중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현황임.
1.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1990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을 재외공관을 통해 지불함.
●

7.4. APDC(아태개발센터) 8만 달러

●

7.20. 유네스코 217,905달러 및 2,289,882프랑

●

8.3. UNHCR(유엔고등판무관실) 20만 달러

●

8.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75,749SFr(스위스 프랑)

●

8.6.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15만 달러

●

8.7. CCAMLR(남극생물자원보존위) 40,286달러

●

8.28. 유니세프 40만 달러

●

9.8. 제4차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5,500달러

●

9.19.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15만 달러

●

9.21.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TP(인도태평양다랑어관리사업) 35,150달러

2.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액 보전
●

외무부는 1990.9.27.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 시 과소책정 및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 등 1990년도 4/4분기 국제기구 분담금(약 246만 달러) 중 약 153만 달러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담금 부족액의 보전 방안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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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01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3 10-12월)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 다자통상진흥과

MF번호

2020-59 / 12 / 1-253

1990.10~12월 중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현황임.
1. 외무부는 1990.10.15. 1990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의 일부 933,486달러를 재외공관을 통해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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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P(유엔개발기구) 200,000달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400,000달러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140,000달러, 유엔 각종회의 개최경비 190,486달러

●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3,000달러

2. 외무부는 1990.12.24. 한국의 유엔 분담율 증가 및 국제기구 예산 증가 등으로 1990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이 부족하자 예비비 940,248달러를 배정받아 납부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323,840달러

●

유엔 각종회의 개최경비 379,808달러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65,000달러

●

UNDP(유엔개발기구) 171,600달러

3. 정부는 1990년도 총 5,145,969달러를 아래와 같이 분기별로 약 40개 국제기구에 대해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납부함.
●

1/4 분기: 1,280,048달러(11개 국제기구)

●

2/4 분기: 1,338,143달러(9개 국제기구)

●

3/4 분기: 1,275,620달러(13개 국제기구)

●

4/4 분기: 1,272,158달러(9개 국제기구)

90-0802

1991년도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90.11.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59 / 13 / 1-84

1990년 중 유엔의 한국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요청과 1990.11월 유엔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활동기여금 서약회의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 요청
●

1990.1.28. UNFPA(유엔인구기금)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5만 달러)의 증액 요청

●

1990.1.31. 국제법 교육, 연구 및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여 요청

●

1990.4.19.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 서약
- 인종차별철폐기금(5천 달러), 캄보디아 난민구호기여금(3만 달러), 유엔군축연구소기여금
(5천 달러)

2. 1991년도 유엔 개발활동기여금 서약회의(1990.11.1.~2., 유엔본부)
●

한국 정부는 총 1,727,500달러의 기여금 서약
- UNDP(유엔개발계획, 100만 달러), 유니세프(60만 달러), UNFPA(유엔인구기금, 5만 달러)
- 기타 UNCHS, UNFSTD, UNIFEM, UNITAR, UNFDAC, SMF / LDC, UNTFA 등에 서약
- UNHCR(2만 달러), UNRWA(1만 달러)는 별도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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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03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전14권 (V.4 각국 반응 - 소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0 / 1 / 1-322

1989~90년 중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에 대한 소련의 입장임.
1. 모든 국가의 유엔가입을 지지
●

소련 정부는 1989.10.17. 유엔총회 문서(A/44/645) 배포를 통해 국제기구의 보편성 원칙
실현을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국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함.

●

Belyy 주유엔 소련대표부 참사관은 10.24. 소련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유엔가입을 찬성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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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한 유엔가입 희망
●

미･소 동아태지역협의회(1990.3.14.~15., 파리)에서 소련 측은 유엔가입 문제가 남북한간에
결정되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함.

●

Petrovsky 소련 외무부차관은 4.20. 일본 유엔국장과 면담 시 유엔가입 문제는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해야 할 사항이며 동시가입이 좋다고 언급함.

●

이붕 중국 수상의 1990.4.23.~25. 소련 방문 계기에 개최된 중국･소련 외무장관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당분간 유엔가입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Kireyev 소련 외무부 아시아사회주의국장은 7.13. 공로명 주소련영사처장 면담 시 남북한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1.17. 방한한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과 면담 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를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은 단일의석 가입은 어려울 것 같고 소련은 타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함.

90-0804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전14권 (V.7 각국 반응 - 기타)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0 / 4 / 1-282

1989~90년 중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에 대한 각국의 반응임.
1. 3국을 통한 대중국 설득 추진
●

한･헝가리 외무장관회담(1989.11.23.)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 시 50여 국가들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
하였으며, 소련은 국제기구 가입 원칙에 관한 메모랜덤(Memorandum)을 통해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 시 거부권 불행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평가하고 마지막 장애요소는 중국으로,
헝가리 측에 중국의 진의 파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Horn 헝가리 외무장관은 소련이 원칙적으로 한국의 유엔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중국의 진의 파악에 협조하겠다고 함.

●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12.7.) 및 한･호주 정책협의회(12.12.)
- 이정빈 외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바, 호주와
뉴질랜드 측은 중국 측과 논의해 보겠다고 함.

●

한･에콰도르 외무장관회담(1990.5.1.)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Cordovez 외무장관에게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 희망 의사와 유엔가입
정책을 설명하고 동 장관의 중국 방문 시 중국 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함.
- Cordovez 장관은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
하겠다고 함.

2. 중국의 반응
●

Abu Hassan 말레이시아(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외무부장관은 1990.11.13. 주말레이시아
대사 면담 시 중국은 1991년에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3. 각국의 한국입장 지지 표명
●

Somogyi 헝가리 외무차관의 주헝가리대사 면담(1989.7.26.)

●

A. Filal 모로코 외무장관의 주모로코대사 면담(11.21.)

●

Asamoah 가나 외무장관의 주가나대사 면담(11.27.)

●

Wijeratne 스리랑카 외무장관의 주스리랑카대사 면담(12.6.)

●

나이지리아 외무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를 재확인(12.15.)

●

Koroma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의 주시에라리온대사 면담(12.21.)

●

Samatur 소말리아 총리의 주소말리아대사 면담(1990.4.2.)

857

858

●

A.Salazar 엘살바도르 외무부 정무국장의 주엘살바도르대사 면담(5.24.)

●

Turbanski 폴란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주폴란드대사 면담(5.29.)

●

제45차 유엔총회 시 Abu Hassan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의 기조연설(9월)

●

Cherkaoui 모로코 외무차관의 주모로코대사 면담(11.1.)

●

Wiryono 인도네시아 외무성 차관보의 주인도네시아대사 면담(11.2.)

90-0805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전14권 (V.8 북한 반응, 198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0 / 5 / 1-162

1989년 중 북한은 한국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방안에 반대하고 단일의석 가입 방안을
제안함.
1. 북한 외교부의 성명
●

북한 외교부는 1989.8.21. 제4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 추진을 민족반역행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2. 북한의 비난방송(1989.9~10월)
●

북한은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 개막 이후 9.20.~10.31. 수십 차례 방송에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비난하고 단일 국호 하에 유엔가입을 주장함.

3. 북한의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
●

북한은 1989.9.21. 및 11.30. 유엔 안보리문서를 통해 남북한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가입 등
기존 입장을 주장함.

●

북한은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을 촉구하는 안보리문서(1989.11.9., S/20956)에 대해 한국 입장을
비난하는 안보리 문서를 11.20. 아래와 같이 배포함.
- 분단 상태 하의 유엔가입은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대결을 더욱 조장하고 분단의 국제적인
공인을 초래하므로 이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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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06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전14권 (V.10 남북한 안보리문서 배포 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0 / 7 / 1-215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시 유엔가입 추진을 위한 남북한의 안보리문서 배포 현황임.
1. 북한은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해 단일의석 유엔 가입을 주장함.
●

1989.8.28.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안보리문서 S/20812)
- 유엔가입 문제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 후 단일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함.

●

9.21.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 외교부 각서(안보리문서 S/20858)
-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가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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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Rimpac 90’ 관련 성명(안보리문서 S/20882)
-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가입을 주장

●

11.20.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입장(안보리문서 S/20975)
- 11.9. 한국이 배포한 유엔 안보리문서(S/20956)를 언급하고 북한의 기존 입장을 반복

2. 정부는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해 북한 제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주장함.
●

1989.9.5.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한국입장(안보리문서 S/20830)
- 독립이후 가입추진 약사, 유엔가입 시 한반도 평화유지 및 남북대화 기여를 언급
- 보편성 원칙 등 유엔가입 당위성을 강조

●

11.9. ‘보편성 원칙과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제하 한국입장(안보리문서 S/20956)
- 보편성 원칙을 강조한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엔총회 배포 문서에 주목하고,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약 50개국의 한국입장 지지 발언을 언급함.

●

12.12. 상기 북한의 유엔 안보리문서(S/20975)를 반박하는 주유엔대사 명의의 공한을 주유엔
각국 대표부에 발송함.
- 1989년 유엔총회 시 북한입장 지지 발언국이 60개국이었다는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고
1955년 총회결의 및 1973년 총회 결정 등에 관한 왜곡된 북한의 해석을 반박함.
- 한국이 유엔가입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북한 주장의 왜곡을 지적

90-0807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전14권 (V.11 남북한 안보리문서 배포 II)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0 / 8 / 1-183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 시 유엔가입 추진을 위해 남북한의 안보리문서 배포 현황임.
1. 북한은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해 남북한 협상을 통한 유엔가입 문제 해결을 주장함.
●

1.2. 김일성 신년사 중 통일 관련 부분(안보리문서 S/21063)

●

1.24. 북한 외교부의 팀스피리트 90 비난 성명(안보리문서 S/21103)

●

1.31.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 외교부 Memorandum(비공식 문서로 배포)

●

2.27.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의 팀스피리트 90 비난 성명(안보리문서 S/21171)

●

9.18.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 외교부의 각서(안보리문서 S/21787)
- 유엔 가입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로서 남북대화 차원에서 취급 되어야함.

●

10.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명의 서한(안보리문서 S/21836)
- 남북한 협상을 통한 유엔가입 문제 해결을 강조

2. 정부는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해 한국의 유엔가입 방안 지지를 요청함.
●

정부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적절한
계기에 한국입장을 종합적으로 표명하기로 함.

●

정부는 12.26. 제45차 유엔총회가 12.21. 휴회 예정임에 따라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한국
메모랜덤을 배포함(안보리문서 S/22024).
- 분단국의 유엔가입이 통일에 저해되지 않고 남북대화와 협력 촉진에 기여하며 1991년 한국의
유엔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엔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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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전14권 (V.14 홍보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0 / 11 / 1-209

1989~90년 중 정부의 유엔가입 추진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임.
1. 국내 언론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
정부의 입장을 국내 언론에 홍보함.
- ‘Peace and Reunification’ 제하의 영문 월간지 Diplomacy 인터뷰(1989.6월호)
- 정례기자 간담회(1990.6.9.)
- KBS TV 인터뷰(오늘의 문제-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전망)(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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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헤럴드지 창간기념 특집 인터뷰(8.14.)
- 중앙일보 창간기념 인터뷰(9.22.)
●

1989.8.31. 동아일보의 ‘유엔단독가입 적극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외무부는 정부는 현재 단
독가입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응함.

2. 해외 언론
●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Chronicle’지는 1989.11.13. ‘김일성, 옛 친구들로부터
소외됨’ 제하 기사를 통해 소련은 한국의 유엔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

90-0809

리히텐슈타인 유엔가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1 / 1-38

1990.9.18. 리히텐슈타인이 유엔에 가입함.
1. 추진 경위
●

1989.11월 리히텐슈타인은 유엔가입 방침을 결정

●

1990.7월 유엔 내 서구그룹은 리히텐슈타인의 유엔가입 지지 결정

●

1990.8.13. 리히텐슈타인은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유엔가입을 공식 요청

●

1990.8.14.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리히텐슈타인 가입 권고결의안을 채택

●

1990.9.18. 제45차 유엔총회는 리히텐슈타인의 가입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2. 리히텐슈타인의 유엔가입
●

리히텐슈타인은 1990.9.18. 유엔총회 결정으로 16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

가입 환영연설 및 답사
- 5개 지역그룹대표, 미국(유엔 Host국), 오스트리아(결의안 발의국) 및 PLO(아랍그룹대표)가
유엔가입 환영 발언
- Brunhart 리히텐슈타인 총리는 답사에서 리히텐슈타인의 유엔가입은 그간 유럽 및 각종
유엔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결과라고 언급

●

총회 본회의 종료 후 유엔본부 내 국기게양대 앞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하에 리히텐슈타인
국기게양식이 거행됨.

3. 리히텐슈타인 가입 평가
●

리히텐슈타인의 스위스에 대한 외교･경제 예속관계와 관련, 유엔사무국 및 일부 회원국으로
부터 리히텐슈타인의 회원국 자격 및 업무이행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화해 분위기의 진작으로 가입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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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10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New York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2 / 1-266

1. 1990년 중 개최된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관련 주유엔대표부가 보고한 회의 결과 내용
●

유엔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아시아지역 입후보국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

●

입후보 조정기준을 위한 Guideline 등 검토

2. 상기 관련 아시아그룹 회의문서(회의 의제, 회의 요록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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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11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2 기조연설 지지교섭 I: 각서(memorandum) 배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4 / 1-108

1990.9.18.~12.21. 뉴욕에서 개최된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한국입장 지지교섭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8.20. 제45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 지지교섭을 위한 메모랜덤을 작성함.
●

주요 내용
- 새로운 국제상황하에서 한국 유엔가입 지연은 부당
- 한국의 유엔가입은 한반도 평화증진 및 한반도의 종국적 통일에 기여
- 북한의 단일의석 하 유엔가입은 비현실적이며 유엔헌장에 위배
-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상의 요건으로만 취급 필요
(남북한 간 문제와 유엔가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

2. 외무부는 1990.8.22. 제45차 유엔총회 시 세계 각국 정상들의 기조발언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발언이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해당 전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함.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각서 및 제45차 유엔총회 기본대책 자료 송부
- 교섭각서는 영문본, 불어본, 스페인어본을 각기 작성하여 전달

3. 북한 측은 1990.9.24.~25.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외무성 비망록 등 유엔 안보리문서를 배포함.
●

북한 비망록 요지
-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
- 단일의석 가입안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
- 남북한의 동시 또는 별도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에 장애를 초래

●

북한 비망록에 대한 대응은 아래 요지의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으로 대신하고, 북한 측 서한에
대해서는 무시함.
- 총회 대비 한국 측 메모랜덤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안의 비현실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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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12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3 기조연설 지지교섭 II: 아주･미주)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5 / 1-204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아주･미주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입장 지지교섭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아주･미주지역 공관에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교섭 관련 지침(1990.7.13.) 및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각서(1990.8.22.)를 시달하고, 각국 정부의 지지 발언 교섭을 지시함.
●

866

외무부는 91개 유엔 회원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교섭지침을 시달

2. 아주지역은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 오세아니아 우방국, 서남아 국가 등 각국 정부를 접촉하여
지지를 요청함.
●

노재원 대통령 특사가 1990.7~8월 인도, 예멘, 알제리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지
교섭을 시행

3. 미주지역은 핵심우방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통우방국인 미주지역 각국 정부를
접촉하여 지지를 요청함.
●

최광수 대통령 특사가 1990.7~8월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방문하여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지교섭을 시행

90-0813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4 기조연설 지지교섭 III: 유엔대표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6 / 1-143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한국입장 지지교섭 관련 주유엔대표부 활동내용임.
1. 주유엔대표부는 세계 각 지역 주재 공관의 교섭(한국의 유엔가입 지지)과는 별도로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를 접촉하여 지지교섭을 시행함.
●

각국 주재 공관의 지지교섭 현황을 종합하고,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에 정부입장을 확인

2. 외무부는 아래 3개 지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지지교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유엔
대사관에 통보함.
●

아중동지역: 노재원 특사를 1990.7~8월 인도, 예멘, 알제리에 파견

●

미주지역: 최광수 특사를 1990.7~8월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파견

●

구주지역: 이홍구 특사를 1990.9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 파견

3. 제45차 유엔총회 개최 전 지지교섭 현황(1990.9.22. 현재)
●

지지 발언 약속 국가: 34개국

●

지지 발언 가능 국가: 38개국

●

지지 발언 곤란 국가: 8개국

●

입장 불확실 국가: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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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14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5 기조연설 지지교섭 IV: 구주･중동아프리카)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7 / 1-242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입장
지지교섭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에게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교섭 관련 지침(1990.7.13.)
및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각서(8.22.)를 시달하고, 각국 정부의 지지 발언 교섭을 지시함.
●

외무부는 91개 유엔 회원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교섭지침을 시달

●

독일, 예멘에 대하여는 분단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동시가입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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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주지역은 EC(구주공동체) 국가, 동구권 국가, 전통 우방국 등 각국 정부를 접촉하여 지지를
요청함.
●

이홍구 대통령 특사가 1990.9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지교섭을 시행

3. 중동･아프리카지역은 주유엔대사 및 각국 대사를 접촉, 겸임국 출장, 주요 방한 인사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를 요청함.
●

노재원 대통령 특사가 1990.7~8월 예멘, 알제리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지교섭을
시행

90-0815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6 각국 기조연설 I: 한반도 관련 발언)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8 / 1-432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한반도 관계 발언 분석 결과 및 평가 관련 내용임.
1. 한반도 관계 발언
●

기조연설국 155개국 중 한반도 관계 언급은 118개국

●

한국입장 지지국 71개국(한국의 유엔가입 또는 남북한의 유엔가입 지지)

●

북한입장 지지국 9개국(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반적 북한입장 지지)

●

중도발언 국가 38개국(남북대화 또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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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기조발언 분석 결과
●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광범한 지지 확보

●

북한입장 지지는 극히 저조
-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안에 대한 지지 발언 전무

3. 평가
●

한국의 유엔가입이 당연하다는 국제적 분위기 집약

●

대북한 태도변화 압력 가중(단일의석 가입안 지지 전무)

●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의 태도변화 촉구 분위기 고조

90-0816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7 각국 기조연설 II: 유엔대표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9 / 1-196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한국문제 발언 분석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한국문제 언급 현황
●

기조연설 기간 중 155개국 연설
- 118개국이 한국문제 발언(주유엔대표부는 발언문 발췌 및 분석 보고)
- 총 71개국이 한국입장 지지 발언

●

1990.10.1.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유엔가입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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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제 발언 분석
●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국이 전년도 48개국에서 71개국으로 대폭 증가

●

동구지역에서는 북한입장 지지국이 전무하고, 4개국이 한국입장 지지

●

전년도 북한입장 지지국 16개국에서 9개국으로 축소

●

전반적으로 한국의 유엔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착

3. 후속조치
●

한국입장 지지국 정부에 감사 표명

●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분위기 확산 홍보 등

90-0817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8 장관방문: 일정 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 F 번 호 2020-61 / 10 / 1-212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일정 및 활동 계획임.
1. 한반도 정세 설명 및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지지 확산 활동
●

유엔 주요인사 면담: 유엔사무총장, 총회의장

●

각국 외무장관 면담(총 23개국)
- 회담 4개국: 일본, 미국, 소련, EC(구주공동체, 정책협의회)
- 면담: 폴란드, 인도, 스페인, 독일, 헝가리, 멕시코, 아르헨티나, 알제리, 베냉, 잠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아일랜드, 유고, 몰디브, 코모로, 나이지리아, 니카라과(외무차관)

2. 아･태지역 국가와의 결속 강화 활동
●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 참석(1990.9.27.)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소련 등 아･태지역 15개국 외무장관 대상

●

아세안 외무장관의 총회 의장 초청 만찬 참석(10.3.)

3. 북방외교 추진 및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활동
●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추진(수교 교섭 마무리)

●

동구권 외무장관과 개별 면담 및 동구권 외무장관 초청 만찬 주최(1990.10.2.)

●

비동맹 외무장관과의 회담(유고, 인도, 알제리)

●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참석(10.3.)

●

아프리카전선국가와의 관계개선 도모(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베냉)

4.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참관(1990.9.29.~30.)
5. 주요언론 및 학회 접촉 활동
●

아시아협회 연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위상

●

ABC TV 논설위원(피터 제닝스)과 오찬 회견

●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

●

NYT 지국장과 오찬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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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18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9 장관방문: 일정 II)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11 / 1-196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일정(1990.9.23.~10.4.)임.
●

9.24. Asia Society 오찬 연설, 한국 특파원 간담회, 독일 외무장관 면담

●

9.25. 한･일본 외무장관 조찬회담, 앙골라 외무장관 면담, 유엔총회 의장 면담

●

9.26.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알제리 외무장관 면담

●

9.27. 인도, 헝가리, 스페인, 아일랜드, 몽골 외무장관 면담, NYT 지국장과 오찬 회견, 한･말리

●

9.28. 니카라과(차관), 멕시코, 아르헨티나, 폴란드 외무장관 면담, UNCA 초청 리셉션

●

9.30.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아동정상회의 참관 및 리셉션

●

10.1. 한･EC(구주공동체) 정책협의회, 아동정상회의 선언문 전달식, 유고, 잠비아, 코모로

외무장관회담 및 수교, 일본･인니 공동주최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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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면담
●

10.2. ABC TV 앵커와 오찬, 유엔사무총장 면담, 동구권 외무장관 초청 만찬

●

10.3.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잠비아, 모잠비크, 베냉 외무장관 면담, 아세안 외무장관 주최
리셉션 및 만찬

90-0819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0 장관방문: 면담결과 및 면담요록)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1 / 12 / 1-183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5차 유엔총회 참석기간 중 활동 및 주요 면담 결과임.
1.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및 수교 발표
●

1990.9.30.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과의 한･소련 외무장관회담에서 동
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코뮤니케에 서명

2. 말리(1990.9.27.) 및 베냉(10.3.)과의 수교 합의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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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우방국 외무장관 접촉 활동
●

베이커 미 국무장관, 일본 외상, 겐셔 독일 외무장관 등 핵심우방국과 주요 사안 협의

●

이탈리아(EC(구주공동체) 의장국), 스페인, 아일랜드와의 협력 강화

4. 동구권 및 최근 수교 비동맹권 국가와의 관계증진
●

1989년 이후 수교한 헝가리, 폴란드, 유고, 알제리, 몽골, 니카라과, 잠비아 외무장관 면담

●

양국관계 발전 및 유엔가입 관련 지지 확보

5. 비동맹, 제3세계와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도모
●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몰디브, 코모로,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외무장관 면담

6. 다자간 회합 활동
●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1990.9.27.)
- 일본과 인니 공동 주최로 15개국 참석
- 한반도 문제 논의 시 유엔가입 문제, 남북관계 현황 설명

●

동구권 외무장관 초청 만찬 주최(10.2.)
-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외무장관 및 주유엔대사 참석
- 북방외교의 구체적 성과

●

아세안 외무장관의 총회 의장 초청 만찬 참석(10.3.)

90-0820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1 장관방문: 면담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2 / 1 / 1-255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관련 계기별로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 목록임.
1. 주요 면담자료 목록
●

공통자료(국문 및 영문)
- 유엔가입 문제, 북방외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라크･쿠웨이트사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UR(우루과이라운드) 등

●

외무장관회담 및 면담자료
- 일본, 미국, 소련, EC(구주공동체)와의 회담, 기타 외무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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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무총장, 총회 의장 면담자료

2. 대언론 활동 관련자료
●

ABC TV 오찬 회견, NYT 오찬 인터뷰, 유엔특파원단 간담회, 한국 특파원 간담회 자료

●

유엔총회 참석 보도자료, 출입국 시 기자회견자료

3. 기타 활동 관련 자료
●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 77그룹 외무장관 회의,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아동권리 협약식

●

동구권 외무장관 초청 만찬(만찬사), Asia Society 오찬 연설(연설문)

●

아세안 공동주최 만찬, 교포단체장과의 간담회

90-0821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2 장관방문: 아시아협회 장관 오찬 연설)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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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중 Asia Society 연설 관련 내용임.
1. Asia Society 연설(1990.9.24.)
●

Oxnam Asia Society 회장은 1990.5.16. 유엔총회 계기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연설 초청을 함.

●

1990.9.24. 오찬 연설(리셉션, 오찬, 연설, 질의응답)

●

오찬 연설 참석대상: 사업가, 학자, 언론인 등 한국에 관심 있는 인사

2. 외무부장관 연설 주제와 요지
●

연설 제목: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위치

●

연설문 주요내용
- 한국의 민주화 노력 및 한국경제 등 국내정세 설명
- 남북한 통일방안, 제1차 남북한 고위당국자회담 개최 결과 등 남북관계
- 한･미국 통상관계, 한국의 자유무역정책 추구 의지, 굳건한 한･미국 관계 설명
- 북방외교의 취지와 성과 설명, 아･태지역 협력 강조
-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과 각국의 지원상황 등 설명
- 21세기 한국의 목표와 세계에 대한 기여 등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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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22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3 장관방문: 계기홍보자료 및 신문기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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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중 계기별 언론 홍보 관련 자료임.
1. 주유엔대표부의 제45차 유엔총회 계기 홍보대책(1990.8.23.)
●

홍보목표 및 대책 방향
-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회원국 지지 기반 확충 및 유리한 분위기 조성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홍보 및 북한 개방 촉구 국제여론 조성

●

세부추진 계획
- 주유엔대표부의 대언론 접촉 강화: 공관장의 언론 접촉, 유엔 주재 언론 지국장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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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파원 대상 배경 설명, 주유엔대사 기고 추진 등
- 한국 대표단의 언론 접촉 활동 지원: 외무부장관의 아시아협회 오찬 연설(9.24.), 한국특파원
간담회, 유엔출입기자(UNCA) 대상 간담회, 외무부장관의 ABC News 초청 오찬 설명회,
인터뷰

2. 유엔출입 외신기자단(UNCA) 초청 간담회 겸 리셉션(1990.9.28., 주유엔대사 관저)
●

외신기자단 50여명 참석
- 타스통신 등 소련 언론인 12명, 일본 취재기자 9명, 중국 특파원 5명, 미국 등 언론인 참석

●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유엔가입 문제, 남북 관계 등에 많은 관심 표명

3. 한･소련 외무장관회담 및 수교 발표 관련 홍보
●

언론발표문을 제작하여 80여 명의 내외신기자에 제공

●

외무장관, 소련 국영 TV 및 Izvestia와 별도 회견

4.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참석활동 신문기사

90-0823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4 본회의 토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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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유엔총회 본회의가 1990.9.18. 개막됨.
1. 회의 결과
●

1990.9.18. 개막, 12.21. 휴회(속개회의는 1991.4월 개최)
- 총회 의장: Guido De Marco 몰타 부수상 겸 외무장관

●

총 155개 의제를 토의 처리하고 295개 결의안 채택

2. 본회의 주요 토의내용
●

45개 안건 상정(연례적 상정이 대부분 차지)
- 중동 문제, 남아공 인종차별정책 문제, 캄보디아사태, 중미 정세, 남극 문제 등

●

중동 문제(의제 23 팔레스타인 문제 및 의제 25 중동 정세)
-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상황에서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대해 아랍국을 중심으로 한 비동맹은
미국, 이스라엘의 입장 비난

●

캄보디아 사태(의제 42)
-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상 타결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아세안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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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24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5 위원회별 토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2 / 5 / 1-223

제45차 유엔총회 위원회별 토의 관련 내용임.
1. 제1위원회
●

26개 의제 토의, 54개 결의안 채택

●

핵무기 군축, 전면핵실험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정 체결 문제 중점 토의

2. 제2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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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의제 토의, 52개 결의안 채택

●

개발협력, 환경보호, 무역, 외채문제가 주요 토의분야

●

유엔 제4차 개발연대(1991~2000)에 시행할 IDS(국제개발전략)에 합의

3. 제3위원회
●

24개 의제 토의, 95개 결의안 및 5개 결정 채택

●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안 채택

4. 제4위원회
●

6개의 탈식민지 관련 의제 토의, 17개 결의안, 3개 결정안 및 1개 컨센서스안 채택

5. 제5위원회
●

유엔 행정 및 예산운영에 관한 21개 의제 토의, 23개 결의안 및 4개 결정안 채택

6. 제6위원회
●

13개 소관 의제 토의
- 유엔 국제법 10년 제정을 계기로 국제법의 존중, 발전을 위한 건설적 토의 진행

7. 특정위원회
●

평화유지활동,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정보 관련 문제 등 8개 의제를 토의하고
4개 결의안 채택

90-0825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6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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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유엔총회 결과 보고 관련 내용임.
1. 제45차 유엔총회 개관
●

1990.9.18.~12.21., 기조연설기간: 9.24.~10.11.
- 의제: 153개
- 총회 의장: Guido de Marco 몰타 부수상 겸 외무부장관

●

주요 의제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태
- 핵실험 전면금지, 핵무기비확산 및 비핵국의 안보문제
- IDS(국제개발전략) 채택 문제, 환경 문제
- 팔레스타인 문제, 중미사태, 캄보디아사태 등

2. 외무부장관 유엔총회 참석 활동(1990.9.23.~10.4.)
●

유엔총회 참석, 주요 인사 면담(유엔총회 의장 등, 23개국 외무장관), 언론 인터뷰, 학회 참석,
수교 발표(소련, 말리, 베냉) 등

3. 종합 평가
●

동서 냉전 종식 후 최초로 개최된 유엔총회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에 관심 집중

●

유엔이 안보리 헌장 규정상 일련의 조치를 미국 주도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취함.

●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협력 분위기 가운데 토의의 내용면에서 질적 향상

●

군축, 안보분야는 별 진전이 없었으나, 경제분야에서 국제개발전략 채택은 큰 성과

●

주요 강대국들의 화해와 협조 분위기 속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 부각
- 비동맹 목소리 현저히 퇴색, 77그룹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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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26

유엔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17 각국대표단 및 북한동정)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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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유엔총회에 대한 북한 및 각국 대표단 참석 동정 관련 내용임.
1. 마할티 말레이시아 수상은 총선에 전념하기 위해 유엔총회 참석을 취소함.
2. 수단 일간지는 1990.9.19. El Beshir 혁명위원장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란･쿠웨이트사태,
소련 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점령지 정착 문제 등 중동문제에 대하여 수단 정부 입장을 설명
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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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공동통신은 1990.9.20. 일본이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의 외교전략은 1991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함과 동시에 통일
독일과 같이 상임이사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2단계 방안이라고 보도함.

90-0827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전2권 (V.1 1984-85.6)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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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가 1985.6.26.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1. 추진 경위
●

1984.5.31.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는 유엔총회 운영위 29개국, 참가 희망국 53
개국, 옵서버국 2개국(한국, 스위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유엔“이라는 표어하에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결정함.

2. 기념행사 내용
●

유엔 창설 40주년 특별선언 채택

●

각국별 유엔 기념우표 발행, 유엔활동 책자 발간 등 기념사업 추진

●

1985.6.26. 유엔헌장 서명장소인 샌프란시스코 기념행사 추진

●

유엔총회 의장 국가원수 기조연설 추진

3. 참석자
●

Shultz 미 국무장관, Lusaka 유엔총회 의장, Cuellar 유엔사무총장, Romulo 전 필리핀 외무
장관(헌장 서명 생존자) 등 각국 대표 97명

4. Shultz 국무장관과 Cuellar 사무총장 등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유엔 창설 이후 성공적 사회 복지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독재, 인권 문제 등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바, 유엔헌장 기본원칙 수호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평화상비군의 조속 창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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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28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전2권 (V.2 1985.7-11)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2 / 9 / 1-253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가 1985.9.18. 서울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1985.8.2.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함.
●

기념행사 추진 의의 및 목적
- 유엔 창설 40주년 계기 유엔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시 및 유엔 체제 내에서의 국제협력
이행 의지 과시
-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이미지 고양 및 대유엔 외교의 효과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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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획
- 대통령 메시지 발표(10.24. 유엔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 앞 발송)
-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설치(위원장: 외무부장관)
- 기념우표 및 기념담배 발매
- 한국 유엔협회, 학술기관과의 세미나 개최
- 국내 상주 유엔기관(UNDP(유엔개발계획), 유니세프 등) 음악회 개최,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
행사 등 후원

2. 주요 기념행사 개최 내용
●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 국제평화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1985.9.18.,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 참석자: Muller 유엔사무차장, 이한빈 전 부총리, 김학준 의원, 나종열 국제평화연구소장 등

●

KBS 유엔 창설 40주년 특집 프로그램 제작
- 취재팀 뉴욕 유엔본부 방문

●

유엔 한국협회 사무국장 제30차 유엔협회 세계연맹 총회(1985.9.30.~10.5., 스위스) 참석

●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우표 및 기념담배 발매

●

노신영 국무총리,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 유엔총회 연설

90-0829

유엔 40주년 기념선언문: 유엔가입의 보편성원칙 조항 관련.
전2권 (V.1 1985.7-8.16.)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2 / 10 / 1-166

1985년 중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의 유엔가입 보편성원칙 강조 조항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7.23. 유엔가입 지지 확보 차원에서 1985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채택 예정인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에 유엔의 보편성원칙 강조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교섭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2. 외무부는 1985.8.9. 인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동 기념선언문 초안에 아래와 같은 수정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국 및 우방국과의 외교 교섭을 전개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

보편성원칙은 유엔조직 상의 기본원칙으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재확인, 천명하기 위한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동 원칙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함.

●

유엔헌장이 추구하는 제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주권국가의 유엔참여가 필요함.

●

인도 측이 제출한 40주년 기념선언문 초안은 유엔 보편성원칙을 탈식민 문제 조항에 간단히
언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탈식민 문제와 보편성원칙의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
따라 25주년 기념선언문에서와 같이 각각 독립된 항으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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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30

유엔 40주년 기념선언문: 유엔가입의 보편성원칙 조항 관련.
전2권 (V.2 1985.8.17.-10월)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2 / 11 / 1-185

1985년 중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의 유엔가입 보편성원칙 강조 조항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내용임.
1. 보편성원칙 조항 교섭일지
●

1985.7.18. 40주년 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 비공식 회의 개최

●

1985.7.19. 인도 측 제1차 초안 배포

●

1985.7.23. 외무부, 인도 측 초안상 보편성원칙이 탈식민 문제 조항에 간단히 언급된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보편성원칙이 탈식민 문제 조항과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언급될 수 있도록

884

관련 공관에 외교 교섭을 지시
●

1985.8.5. EC(구주공동체) 측(룩셈부르크 제출)은 보편성원칙 불포함 선언문 초안 제출

●

1985.8.9. 외무부는 EC 측 초안에 보편성원칙이 독립조항으로 언급될 수 있도록 외교 교섭을
전개

●

1985.9.3. 인도 측 작성 선언문 제2차 초안상의 보편성원칙 언급내용 불충분 지적 및 한국 정부
희망 문구(보편성원칙의 미성취 유감 및 모든 평화애호국의 유엔가입 촉구) 포함 교섭 지시

●

1985.10.18. 초안 심의를 위한 대사급 회의에서 보편성원칙이 반영된 40주년 선언문 초안 채택

2.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보편성원칙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목적
●

유엔 창설 40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보편성원칙에
위배되는바,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모든 평화애호국의 유엔가입을 허용하는 보편성조항을 포함
시킬 것을 촉구

3.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보편성원칙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결과
●

유엔 창설 40주년 준비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문제, 군축 문제, 국제테러 문제, 경제질서 문제 등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40주년 선언문 채택이 불발됨.

●

총회의 선언문 채택 유산에 따라 보편성조항은 컨센서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못함.

90-0831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3-4차 회기. New York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2 / 12 / 1-310

1990년 중 개최된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관련 내용임.
1.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3차 회기(1990.3.19.~23.)
●

수석대표: 채의석 주유엔대표부대사

●

토의 주요 경과
- 각 항목에 대한 입장 및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특기할 쟁점 부각이나 대립없이 각자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
- 외채, 환경, 인적자원개발, 기술이전, 농업진흥, UR(우루과이라운드), 경제특총(1990.4월),
ODA(공적개발원조) 문제가 비교적 집중 거론된 편이며, 동서긴장 영향(동구권의 세계경제
편입, 개도국 개발지원 재원에 미치는 영향 문제 포함)도 관심사항 중의 하나임.

2.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4차 회기(1990.6.4.~6.)
●

토의 주요 경과
- 1990.9.17.~26. 제4차 회기 속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의장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6.30.까지 의장에게 제출 촉구

3.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4차 회기 속개회의(1990.9.17.~10.9.)
●

토의 주요 경과
- IDS(국제개발전략) 합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동 IDS안은 제2위원회를 거쳐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

상기 문안합의에 따라 총회시 IDS 채택이 가능하게 된바, 1990.5월 제18차 경제특총선언문에
이어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유엔의 주요성과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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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3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캄보디아사태 토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0-62 / 13 / 1-121

1990년 중 캄보디아 사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90.1.15.∼16., 파리)
●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강화를 다짐하는 선언문 채택

●

자유공정선거 실시에 필수적인 중립기관 확보에 관한 공동인식 도달

2. 제2차 회의(1990.2.11.∼12., 뉴욕)
886

●

캄보디아 내 평화유지문제 및 과도기간 중 행정조직 논의

●

유엔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문제 해결 비상계획 작성 관련 유엔사무국 내 작업반 구성 결정 환영

3. 제3차 회의(1990.3.12.∼13., 파리)
●

선거기구, 국가최고위원회, 캄보디아 유엔임시행정관리체제 설립 관련 주요 원칙 합의 및 지속
논의

4. 제4차 회의(1990.5.25.∼26., 뉴욕)
●

분쟁당사자의 자유선거 참여보장 문제 논의

5. 제5차 회의(1990.7.16.∼17., 파리)
●

제4차 회의 이후 캄보디아 사태 발전 검토

●

선거전 캄보디아 행정 과도조치 및 군사조치 등 2개 주요 해결방안의 진전 평가

6. 제6차 회의(1990.8.27.∼28., 뉴욕)
●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안 합의: 선거전 과도 통치기구로서 4개 정파로 구성된 국가
최고평의회 설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유엔감시하 선거 실시, 인권보장, 중립보장

7. 최종 회의(1990.11.23.∼26., 파리)
●

캄보디아 평화안 최종 초안 채택

●

선거전 과도기간 중 유엔역할의 중요성 재확인 평가

90-0833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1 / 1-215

1990년 중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제1~2차 회기가 뉴욕과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됨.
1. 제1차 회기(1990.5.1.~25., 뉴욕)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박쌍용 주유엔대표부대사

●

회의 의제
- 제2차 인종차별철폐 10년대 행동계획 이행
- 인권 문제, 여성, 사회개발, 마약 문제
- 산하위원회 및 기구 위원 선출
- 제2차 회기 잠정 의제

●

한국 관심사항
- 인권: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인권이사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사회의 메커니즘
파악, 인권위원회 확대 개편 논의와 관련 향후 인권 옹호국으로서 한국의 인권위원회 위원국
참여 문제 검토
- 기타 문제: 여성, 사회개발, 마약 관련 심의
- 위원국 선출

●

“여성발전” 의제 관련 한국 대표 발언
- 나이로비 전략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간으로 한 여성차별철폐 및 여성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여성발전 및 여권 신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 설명

2. 제2차 회기(1990.7.4.~27., 제네바)
●

주요 토의 동향
- 토의 과정에서 남북 간 또는 동서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나 특별히 큰 쟁점이 부각되지 않음.
- 일반토의 주제로 설정한 개도국 외채 및 개발재원 문제에 관해 개도국들은 국제환경,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고 선진국들의 포괄적인 외채 경감 방안을 촉구한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의한 지속적인 국내경제구조 및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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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34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2 / 1-78

1988~89년 중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Habitat 상주
대표 회의와 1990.9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NCHS Habitat 의원연맹 회의 관련 내용임.
1. UNCHS Habitat 상주대표 회의
●

제1차 회의(1988.11.23.)
- 회의 내용
･ 제43차 유엔총회에서 Habitat 토의
･ World Habitat Day 1988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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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itat 관련 국제회의 결과
･ Habitat의 자연재해 방지 및 대비사업
･ UNCHS 예산감축에 따른 인력 감원
･ 제12차 UNCHS 관련 준비사항
- 결정사항:
･ Habitat 상주대표 실무그룹 조직 문제 관련, 각 지역 그룹이 적격자 2명을 선정, 사무총장에게
통보
･ 제1차 실무그룹회의의 12.15. 전후 소집 결정
●

2차 회의(1989.3.15.)
- 회의 내용
･ 제12차 UNCHS(1989.4.24.~5.3, 콜롬비아) 관련 준비사항 보고 및 실무그룹 작성 결의안
초안 토의

2. UNCHS Habitat 의원연맹 회의(1990.9.25.∼28. 도쿄)
●

참석자: 50개국 의회 대표단

●

Tokyo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and Development 채택

90-0835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6차. New York,
1990.4.2.-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3 / 1-147

정부는 1990.4.2.∼12.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에
원종찬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국
●

UNCTC 회원국(40개국), 옵서버국(15개국), 경제 관계 국제기구(9개)

2. 주요 의제
●

다국적 기업과 최근 국제경제, 다국적 기업행동강령, 국제표준회계, 남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 기업

●

다국적 기업과 환경문제, 서비스분야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역할, 개도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협상능력 제고

3. 정부 훈령
●

투자수용국 및 신흥 해외투자 진출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향상과 국익을 고려하여 논의 중인
다국적 기업의 행동규범 제정에 있어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

4. 회의 결과
●

주요 결의안 채택
- TNC(초국경적 기업) 행동강령 제정: 77그룹 초안 수정 후 투표 없이 채택
- 남아프리카에서의 TNC 활동: 영국 및 헝가리의 완화조치 규탄, 아프리카그룹 초안 투표로 채택
- UNCTC 활동방향: 중･소규모의 다국적 기업활동 연구,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영향 연구,
77그룹 초안 수정 후 채택

5. 평가 및 건의
●

주요 쟁점사항: 개도국에의 다국적 기업투자비율 감소, 환경 문제, 다국적 은행과 외채문제

●

건의: 지역경제 통합 및 동구권 개방에 따른 세계경제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 필요

889

90-0836

ECA(아프리카경제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0-63 / 4 / 1-172

1989~90년 중 UNECA(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관련 활동내용임.
1. 유엔 아프리카개발 신탁기금
●

1989.1월 및 2월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및 주유엔대표부는 UN ECA가 1989.4.8. 아디스아
바바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개발신탁기금 서약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 및 기여금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2월 한국이 아직까지 동 기금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아프리카 역외국가들의 동
기금에 대한 관심과 기여금 납부실적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한국이 동 기금에 적극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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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2. Adebayo Adedeji UN ECA 사무총장은 1990.3월 제25차 UN ECA 총회 및 제16차 각료
회의(1990.5.15.~19., 트리폴리), 제11차 전체기술준비위원회(1990.5.5.~12., 트리폴리)에
한국을 초청함.
●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참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

3. UN ECA 사무총장은 1990.10월 “개발에 있어 대중참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의 이행을 위한
UN ECA Focal Point의 운영과 활동 지원경비에 대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를 요청함.

90-0837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세미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중근동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5 / 1-321

1989~90년 중 개최된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89.4.12. 유엔사무총장은 제42차 총회 결의에 의거, 1989년 중 팔레스타인 권리행사위원회가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에 관한 북미, 남미, 아주 3개지역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통보
하면서 동 세미나에 참가 초청

2. 토의 주제
●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

3. 북미지역 유엔 팔레스타인 세미나(1989.6.19.~20., 뉴욕 유엔본부)
참석국: 팔레스타인 권리위 회원국 23개국 포함 70여 개국 및 옵서버
- 한국은 금정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김주석 서기관 참석
● 회의 내용
- 팔레스타인인의 발전을 위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역할
- 중동평화 국제회의 조기 개최 문제
- 중동분쟁 해결에 대한 Intifadah의 영향
●

4. 아주지역 유엔 팔레스타인 세미나(1989.12.18.~22. 쿠알라룸푸르)
참석국: 58개국, 43개 유엔기구, 비정부기구
- 한국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백낙환 공사 등 2명 참석
● 회의 내용
- 패널 I: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의 시급성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Intifadah의 영향
- 패널 II: 팔레스타인의 사회･문화･경제 및 정치적 발전을 위한 PLO의 역할
- 패널 III: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실현을 위한 아주지역에서의 여론 조성
● 결의문 채택
-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에 필요한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인프라 구축
- 팔레스타인 자결권 등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인정 촉구 등
●

5. 남미지역 유엔 팔레스타인 세미나(1990.2.5.~9., 부에노스아이레스)
●

참석국: 35개국, 25개 비정부기구 및 유엔관련기관
- 한국은 이상진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유엔대표부 금정호 참사관 등 3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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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 3개 패널 주제 발표 및 토의: 중동평화 국제회의 개최, PLO의 역할 등
- 비정부간 기구 심포지엄: 2개 워크숍 주제 발표 및 토의
● 최종문서 채택
- 18개항으로 구성된 최종문서 채택: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조기
해결 촉구, 유엔의 국제평화회의 개최 노력 촉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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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38

Tornudd, Klaus 주유엔 핀란드대사 방한, 1990.7.11.-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6 / 1-91

Klaus Tornudd 주유엔 핀란드대사가 1990.7.11.~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한국 정부의 1990년 유엔 비동맹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및 이홍구 대통령 정치특보 예방

●

판문점 및 현대중공업 시찰

3. Klaus Tornudd 대사 언급 내용
●

핀란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

소련과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행사를 막고 설득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 평가

●

한국의 유엔가입과 관련, 중국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과의 접촉 시 한국 측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용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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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39

Ismail RAZALI 주유엔 말레이시아대사 방한,
1990.4.25.-30.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7 / 1-104

Ismail Razali 주유엔 말레이시아대사가 1990.4.25.~30. 방한함.
1. 방한 경위
●

유엔 비동맹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외무부의 초청
- 말레이시아는 1989~90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피선

2. 주요 체한 일정
894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

●

산업시찰(울산 및 경주)

3. 면담 결과(Razani 대사 언급 내용)
●

최근 국제 정세는 한국 유엔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
-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한국가입 지지 입장을 밝힘에 이어 금년에는 더욱 강도 높은 지지 발언을
할 것임.

●

한국의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시 필요한 찬성표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
- 말레이시아는 확실히 지지할 것임.

90-0840

Watson, Alexander F.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방한,
1990.8.23.-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8 / 1-60

Alexander Watson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가 1990.8.23.~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7.19. 주유엔대표부는 Pickering 미국대사가 제45차 유엔총회 협의를 위해 한국･일본･
중국･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독일(구 서독) 등 8개국 순방계획을 보고

●

1990.8.14.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안보리 대비를 위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Pickering 대사 대신에 Watson 차석대사가 방한한다고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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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

방한 인사: Alexander Watson 차석대사, Daniel Russel 주유엔미국대표부 아주담당고문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및 만찬, 판문점 시찰

●

주요 면담내용
- 한국 측의 걸프사태 조치에 사의 표시
- 안보리 결정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비동맹권 지지 확보의 중요성 지적
-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해 비동맹권의 설득이 필요

90-0841

BAGBENI Nzengeya 주유엔 자이르대사 방한,
1990.9.9.-14.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9 / 1-85

Adeito Nzengeya Bagbeni 주유엔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가 1990.9.9.~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유엔 및 비동맹 유력인사 방한 초청 사업의 일환

2. 방한 결과
896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만찬, 외무부 정특반장 주최 만찬
-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대우자동차 시찰, 경주 관광,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언급 사항
- 제43차 유엔총회에서 걸프사태, 남아프리카지역 문제, 캄보디아 문제 등 주요 관심사항 설명
- 남북한 총리회담,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등 논의

90-0842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3 / 10 / 1-192

1990년 중 한국 주재 C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활동 관련 내용임.
1. 제44차 재한 CUNMCK 소위원회(1990.4.27.,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결과
●

198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관리소장의 사업진행 보고서 채택, 제45차 소위의 1990.9월 하순
개최

2. 제45차 재한 CUNMCK 소위원회(1990.9.21.,주한 노르웨이대사관) 결과
●

1990 회계연도 감사 선임, 퇴직금 지급, 199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차기 위원회 부산 회의 일정

3. 제45주년 유엔의 날 기념행사 개최(1990.10.24., 부산 유엔묘지)
●

외무부･국방부･주한 유엔군사령부 대표, 참전국 외교단, 유엔 한국협회장, 일반인 등 600여 명
참석 하에 부산 유엔묘지에서 기념사 및 헌화행사

4. 제17차 재한 CUNMCK 정기총회(1990.10.26., 부산) 결과
●

한국 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외 실무자 1명

●

주요 의결사항
- 1991년도 예산승인(1991년도 예산규모: 280,940,850원, 한국 분담금: 122,868,318원)

5. 재한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 재임명
●

외무부는 1990.11.23. 이수우 관리소장의 임기가 1990.12.31. 종료되어 동인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도록 CUNMCK 회원국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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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43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 중근동과

MF번호

2020-63 / 11 / 1-84

1989~90년 중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유대의 날’에 즈음한 외무부장관 메시지임.
1.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유대의 날’에 즈음한 외무부장관 메시지(1989년)
●

한국 정부는 1989.11.29.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유대의 날”에 즈음하여 외무부장관 메시지를
유엔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 권리행사위원회 의장 앞으로 전달
- 한국 정부는 동 메시지를 통해 유엔결의에 의해 인정된 팔레스타인인의 민족자결권, 독립국가
수립권을 포함한 제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이해당사국 간에 추진되고 있는 문제해결 노력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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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을 희망함.

2.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유대의 날’에 즈음한 외무부장관 메시지(1990년)
●

한국 정부는 1990.11.29.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유대의 날”에 즈음하여 외무부장관 메시지를
유엔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 권리행사위원회 의장 앞으로 전달
- 한국 정부는 동 메시지를 통해 유엔결의에 의하여 인정된 팔레스타인인의 민족자결권, 독립
국가 수립권을 포함한 제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동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90-084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2차. 서울, 1986.10.1.-7. 전4권 (V.1 1985.8-12)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12 / 1-143

제1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가 1985.6.3.~7. 서울에서 개최됨.
1. 방콕협정 확대협상 개요
●

1975.7월 방콕협정 체결(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에서 대행)
- 회원국: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태국, 필리핀은 서명하였으나 미비준)
- 목적: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아태지역 개도국간 무역확대
- 회원국간 총 101개 품목 관세 양허실시, 한국은 18개 품목 양허

●

1984.7월 제13차 방콕협정 상임위원회에서 확대협상 추진하기로 합의

●

확대협상의 주요내용
- 회원국을 5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 양허품목 및 양허폭 확대, 비관세장벽 제거

2. 제1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1985.6.3.~7., 서울)
●

목적: 방콕협정의 활성화와 회원국 확대

●

12개국과 3개 국제기구(ESCAP, UN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P(유엔개발계획))참석

●

확대협상 공식 선언(Seoul Round라 명명)

●

회원국간 무역확대를 위해 상호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요청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

3. 차기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개최시기 협의
●

ESCAP 측은 제2차 회의를 1986.1.20.~2.1. 개최 제안
- 인도, 방글라데시가 수출관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준비 감안 시 2차 회의
1월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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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4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2차. 서울, 1986.10.1.-7. 전4권 (V.2 1986.1월-8.20.)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13 / 1-179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의 준비 및 의제 관련 내용임.
1.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준비
●

회원국들의 준비 미비로 계속 연기되다가 1986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직후 개최하기로 합의
- 1986.6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통상각료회의 시 제2차 회의 서울 유치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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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ESCAP 내 방콕협정 전담사무국 설치 적극 추진

●

ESCAP은 회원국 확대를 통한 방콕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협정문 중 TNG(무역협상단) 관계조
항수정을 제안

2.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일자 및 의제
●

1986.10.1.~7. 서울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
- ESCAP 사무총장 명의 초청장 발송

●

제2차 회의 잠정의제
- 제1차 서울라운드 회의 이후 진전사항 보고
- 양허요청 품목 교환
- 향후 협상계획
- 기타 형태의 무역협력의 지침과 협상방식 토의(장기계약, 합작투자, 산업협력)
- 아태지역 내 무역확대

90-084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2차. 서울, 1986.10.1.-7. 전4권 (V.3 1986.8.21.-9월)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14 / 1-183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준비 및 정부 훈령 관련 내용임.
1.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준비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측과 회의 개최 조건 등 합의

●

제2차 회의 개최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986.8.29., 재무부)
- 회의 준비 및 협상대책 논의
- 회의 참가국 확대를 위한 외교적 교섭 필요: 제1차 회의 참가 11개국 및 불참국 중 참가
권유 대상국(미얀마(구 버마), 중국(구 중공),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부탄)

●

ESCAP의 방콕협정 운용 효율화 방안 검토(방콕협정 상임위 결정사항)

2.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개최
●
●

대표단: 한국은 김경태 재무부 관세국장(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대표 참석
정부 훈령 요지
- 방콕협정을 명실상부한 지역협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
- 가능한 한 많은 신규 회원국 확대 및 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조
- 양허요청 품목리스트 교환에 대한 각국 기본입장 표명 유도
- 향후 협상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양허협상과 장기계약, 합작투자 등 기타 무역협력 병행
- ESCAP 사무국이 추진 중인 무역협력 지침 및 협상방식 3개년 행동계획 지지
- 제3차 회의의 1987년 초 ESCAP 본부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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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4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2차. 서울, 1986.10.1.-7. 전4권 (V.4 1986.10-12)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15 / 1-185

정부는 1986.10.1.~7.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에 김경태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9개국, 3개 국제기구 대표 38명 참석
●

기존 회원국(4):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비회원국(5): 태국,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국제기구(3): UNDP(유엔개발계획),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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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회의 결과
●

양자협의를 통한 무역정보 확인 및 향후 협상계획 합의

●

역내 개도국 간 무역협력 진흥을 위해 세미나 개최 등 3개년 ESCAP 행동계획 승인

●

비회원국인 이란, 태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이 장기계약, 합작투자, 산업협력 협상에 관심
및 향후 협상 계속참여 의사 표명 등

3. 회의 평가
●

각국의 양허리스트 제출 준비 부족으로 최종 양허리스트 교환 미진

●

파키스탄, 태국 등 가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기타 형태의 무역협력에 관심 표명

●

이란의 경우 ACU(아시아청산동맹)과 방콕협정의 상호 회원국 확충에 관심 표명

4. 제2차 회의 후속조치 등
●

ESCAP 사무국 작성 제2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결과보고서 접수

●

방콕협정하의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리스트 전달

●

방콕협정 확대협상 각국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한국의 무역정보 전달

90-0848

제4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유치문제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16 / 1-150

1985~87년 중 제4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의 서울 유치 검토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6.1.29. 주태국대사는 제43차 ESCAP 총회 서울 유치를 건의

●

1986.1.31. 외무부는 소련, 중국(구 중공) 등 미수교국 반응을 ESCAP을 통해 파악하도록
주태국대사에게 지시

●

1986.2.13. 주태국대사는 소련 반응과 ESCAP 태도를 보고함.
- 소련 반응: 공식입장임을 전제로 ESCAP 총회 서울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바,
ESCAP 창립 40주년이 되는 1987년도 총회를 특별히 서울에서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임.

●

Kibria ESCAP 사무총장 반응: 동 총회의 방콕 개최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초오히 서울 유치에
소극적 태도를 표명

2. 총회 유치에 따른 문제점
●

ESCAP 사무총장의 소극적 태도

●

공산권 회원국의 반대

●

재정 부담
- 총회의 서울 개최와 관련된 제반 순수행사 비용 이외에 ESCAP 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가
경비 부담

3. 재외공관 관측 보고 및 건의
●

ESCAP 사무총장의 소극적인 입장은 소련 측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하고 서울 유치를 권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태도로 관측됨.

●

따라서 향후 중국 측의 반응과 ESCAP 에 의한 소련 측 태도 회유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고려
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을 건의

4. 외무부 검토의견
●

제43차 ESCAP 총회의 서울 유치 문제는 ESCAP 사무국 측의 미온적 내지는 부정적 태도,
ESCAP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소련의 강력한 반대 입장, ESCAP 직원의
회의 참가경비 부담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개최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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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4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Bangkok, 1987.4.25.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3 / 17 / 1-14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방콕협정 확대협상 비공식 회의가 1987.4.25. 방콕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제43차 ESCAP 총회 시 방콕협정 확대협상 비공식회의 개최를 제안
- 목적: 제2차 회의 진전사항 검토, 무역정보자료 교환, 제3차 회의 일시, 장소 결정

●

1987.4.25. 방콕에서 비공식 회의 개최
- 6월 말까지 최종 양허요청리스트, 8월 말까지 예비 양허리스트 교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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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태국 방콕에서 확대협상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조정
●

스리랑카 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콕협정 확대협상 교섭단이 1987.4.8.~18. 이란,
파키스탄, 중국(구 중공)을 방문 예정임을 보고(UNCTAD 측이 스리랑카 측에 교섭단 파견 요청)
- 동 교섭단 방문은 1988.3월로 연기

2. 방콕협정 확대협상(양허리스트 교환)
●

1987.7.8. 한국의 대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최종 양허요청리스트를 해당국에 전달
- 각 회원국의 대한국 양허요청리스트도 요청

90-085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3차. Bangkok, 1988.5.23.-27.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1 / 1-251

정부는 1988.5.23.~27.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에 김창록 재무부 국제관세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방콕협정 확대협상 비공식 회의(1988.3.22., 방콕)
●

확대협상 권유사절단 순방 결과 보고
- 1988.3.7.~16. 스리랑카 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파키스탄, 중국(구 중공), 태국 방문
- 파키스탄, 중국은 방콕협정 확대협상 참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제3차 회의 참석 희망
- 태국은 아세안과 공동보조입장이며, 제3차 회의 참여 예상

●

회원국간 양허요청 및 양허리스트 교환 상황 점검

●

제3차 회의 일정: 1988.5.23.~27.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2. 제3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88.3.25., 5.6.)
●

제3차 회의에서 협의될 한국의 예비 양허리스트를 최종 확정

●

1988.4.4. 한국의 대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예비 양허리스트 전달

●

제3차 협상회의 의제별 입장 정립(관세협상, 기타 형태의 무역협력, 신규 회원국 참가)

3. 제3차 방콕협정 확대협상회의(1988.5.23.~27., 방콕)
●
●

참가국 : 4개 회원국, 5개 옵서버(중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태국), 3개 국제기구
회의 결과
-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양자간 관세양허품목 교환(인도는 준비 미비로 미교환)
- 양자관세협상 합의 및 다자협상으로의 확대는 1988.9.5.~16. 개최되는 제4차 회의에서 타결
예정
- 기타 무역형태의 무역증대방안 채택 및 지역투자정보센터 설립 합의
- 신규회원국 가입확대 노력 계속 합의

●

결과 평가
- 중국은 방콕협상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가입여부 결정 전망
- 파키스탄, 네팔, 아세안국가의 신규가입은 조만간 실현 불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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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5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4차. Bangkok, 1988.9.5.-12. 전2권 (V.1 1988.7-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2 / 1-179

정부는 1988.9.5.~12.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방콕
협정 확대협상 회의에 박명호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5개국), 5개 옵서버(5개국)(중국, 태국,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ESCAP,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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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관세협상 주요 내용
●

대인도: 한국은 57개 품목 25% 인하, 인도는 51개 품목 22% 인하 잠정 합의
- 1988.12월, 제4차 회의 속개회의 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대스리랑카: 한국은 34개 품목 32% 인하, 스리랑카는 100개 품목 37% 인하 최종 합의

●

대방글라데시: 대홍수로 협상 불참

●

대라오스: 라오스는 한국의 기존 특별양허품목의 관세율 확대 및 관세품목 양허 증대 요청
- 한국은 캄보디아 문제해결 시까지 대라오스 공식관계 검토 추진 유보

3. 주요 결과
●

방콕협정 확대협상 결과를 1989.1.1. 발효하기로 잠정 합의

●

방콕협정의 최종타결을 위한 제4차 회의 속개회의를 1988.12.12.~16.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대홍수로 인한 방글라데시대표단의 회의 불참 등으로 본회의 대신 속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스리랑카 국내사정으로 속개회의를 1989.2.27.~3.3.로 연기

90-085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4차. Bangkok, 1988.9.5.-12. 전2권 (V.2 198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3 / 1-168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방콕협정 확대협상회의 속개회의와 회원국
확대문제 현황 관련 내용임.
1. 제4차 회의 속개 문제 협의
●

1989.2월 말 속개 예정이던 제4차 회의가 스리랑카 측 사정으로 연기
- 제45차 ESCAP 총회기간 중 비공식 회의를 개최, 1989.5.22.~26. 속개회의 개최 잠정 합의

●

인도 측 사정으로 ESCAP은 1989.7.19.~25. 속개회의 개최 제안

●

스리랑카 측 사정으로 개최를 연기함에 따라 1989.11.20.~24. 회의 개최 추진
- 스리랑카 정부는 동 회의 개최 직전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속개회의 개최 무산

●

회원국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1990년 초 회의 개최 추진

2. 회원국 확대문제
●

비회원국의 확대협상 참여현황
- 제1차 회의에 8개국, 제2~4차 회의에 5개국 참석

●

비회원국의 입장 및 가입 전망
- 아세안국가들은 가입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속한 가입실현은 어려울 전망
- 중국은 대외개방정책 일환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STP(개도국간특혜무역
제도에관한협정), 방콕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이나 방콕협정 가입에는
신중한 태도 유지
- ESCAP 측은 파푸아뉴기니, 네팔의 조기 방콕협정 가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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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5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6차.
Bangkok, 1990.6.4.-13. 전5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4 / 1-133

정부는 1990.6.4.~13.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 한승수 국회의원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정주년 주태국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말레이시아는 1989.12.26. 이스라엘의 ESCAP 총회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초
추진해온 제46차 ESCAP 총회유치를 ESCAP 사무국에 반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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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29 ESCAP 상임대표 자문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제46차 ESCAP 총회를 1990.6.4.~13.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아태지역 경제구조 조정을 핵심 의제로 선정함.

●

Kibria ESCAP 사무총장은 2.22.자 서한을 통해 상기 제46차 총회에 한국의 참가를 요청함.

2. 사전 준비
●

외무부는 1990.5.12. 1991년 제47차 ESCAP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해 제46차 ESCAP 총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아래 내용의 사전준비보고서를 작성함.
-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 약 18명의 대표단 구성
- 한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문 작성
- 제4차 KFCF(한･ ESCAP협력기금) 40만 달러 및 남태평양 국가를 위한 신탁기금 1만 달러
기여금 마련
- 1991년 제47차 ESCAP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해 회원국 대상으로 지지교섭 추진 및 경제
기획원에 예산 신청

90-085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6차.
Bangkok, 1990.6.4.-13. 전5권 (V.2 대표단 및 의제)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5 / 1-233

제4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을 위한 정부대표단 및 훈령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대표단 구성
●

정부는 1990.5.24. 제46차 ESCAP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함.
- 수석대표: 한승수 국회의원(교체수석대표: 정주년 주태국대사)
- 대표단: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 14명
909

2. 수석대표 주요 일정(1990.6.2.~6.)
●

6.4. 개회식 참석 및 기조연설, Kibria ESCAP 사무총장 면담, 태국 외무장관 주최 리셉션 참가

●

6.5. 본 회의 참석, 주요국 수석대표 면담

3. 정부 훈령
●

금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1991년 제47차 총회의 서울
유치가 회원국간 컨센서스로 결의되도록 노력함.

●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개도국과 경제,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사를 천명함.

●

제4차 KFCF(한･ ESCAP 협력기금) 30만 달러 제공의사 표명, 개발경험 전수, 기술이전과 투자
촉진 등 한국이 아태지역 경제 및 사회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힐 것

4. 회의 의제
●

1990년대 ESCAP 경제구조 조정

●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

ESCAP지역 경제사회개발 정책 및 전망

90-085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6차.
Bangkok, 1990.6.4.-13. 전5권 (V.3 의제별 입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6 / 1-134

제4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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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1-3: 개회사, 임원선출, 의제 채택 등

●

의제 4: ESCAP지역 경제사회개발 정책 및 전망

●

의제 5: 1990년대 ESCAP 경제구조 조정(핵심 의제)

●

의제 6: 농업, 공업, 환경, 국제무역 등 ESCAP 제분야 활동계획

●

의제 7: 1992~97년 중기사업계획 검토 및 1990년도 사업계획 변경

●

의제 8: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

의제 9: 태평양 도서국이 당면한 문제

●

의제 10: 총회 의회구조 검토

●

의제 11: 기여금 공표

●

의제 12: ESCAP 상임대표 자문위원회 활동

●

의제 13: 차기 회의 개최지 및 준비

2.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 입장
●

(의제 5) 회원국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 상호의존 증대를 희망함.

●

(의제 6) 1991년 산업기술 각료회의 관심 의제(남남협력, 인적자원 활용 등)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무역의 최근 사태 발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보호주의
동향에 대한 우려표명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의제 9) 한국의 1989년 남태평양 신탁기금 1만 달러 공여사실을 홍보하고 1990년 1만 달러
지원 예정임을 공표함.

●

(의제 11) 제4차 한･ESCAP 협력기금 30만 달러의 공여를 공표함.

●

(의제 13) 제47차 총회의 한국 유치 희망을 표명함.

90-085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6차.
Bangkok, 1990.6.4.-13. 전5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7 / 1-261

1990.6.4.∼13. 방콕에서 개최된 제4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결과임.
1. 참가국
●

회원국 37개국, 준회원국 5개국, 옵서버국 12개국, 국제기구 52개 대표 등 약 440명
- 총회 의장: Vunibobo 피지 상공부장관

2. 한국 대표단의 활동
●

수석대표는 1990.6.4.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자유무역 및
ESCAP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91년도 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함.
- 총회에 참가한 소련,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미수교국 대표와 접촉하고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함.

●

교체수석대표인 정주년 주태국대사는 제1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기타 대표단은 소관위원회
토의에 참가하여 정부입장의 반영에 노력함.

3. 주요 결과
●
●

1991년도 서울총회 개최가 만장일치로 확정됨.
ESCAP 내 지역경제협력위원회 설립문제
- Kibria ESCAP 사무총장은 금번 총회 핵심 의제인 경제구조 재조정을 위해 상기 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바, 호주 측의 반대 등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총회
시 협의하기로 함.

●

ESCAP 회의 구조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구성
하여 차기 총회 시 제출하도록 함.

4. 주요 관찰사항
●

ESCAP 내 한국의 고양된 지위 확인
- KECF(한･ESCAP 협력기금)를 통한 역내협력사업 추진 및 1991년 서울총회 유치 등으로
한국은 ESCAP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치가 크게 신장됨.

●

소련의 적극적인 활동
- 소련은 Rogachev 외무부차관이 1984년 이래 수석대표로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금번 총회에
17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함.

●

북한의 ESCAP 미가입
- 북한은 금번 총회 시 ESCAP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는 신청 시 가입 가능성의 불확실성과
1991년 서울총회 개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911

●

미수교국 대표들의 적극적인 접근
- 소련,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미수교국 대표는 한국대표에게 먼저 접근하여 ESCAP 내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함.

●

아태지역협력 주도를 위한 호주와 ESCAP 대립
- 호주대표는 ESCAP 사무국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강력히 비난하고 ESCAP 사무국이 제시한
지역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반대한바, 이에 대해 Kibria ESCAP
사무총장은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912

5. 건의
●

외무부는 1990.6.15. 제46차 ESCAP 총회 참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1991년도 서울총회 준비를
위한 부내 Task Force 구성, ESCAP 회의구조의 개편문제를 협의할 저명인사그룹 참여를 건의함.

90-085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6차.
Bangkok, 1990.6.4.-13. 전5권 (V.5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8 / 1-164

제4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가 관련 각종 자료임.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개관
●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의제, 회의 조직 및 진행, 각국 수석대표

2. 정부 훈령
●

1991년 제47차 ESCAP 총회의 서울 개최 확정 및 준비, ESCAP 총회 적극 참여,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입장 반영노력, 북한의 ESCAP 가입문제 등

3.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4. 의제별 세부 훈령
●

1990년대 ESCAP 경제구조 조정(핵심 의제), 농업, 공업, 환경, 국제무역 등 ESCAP 제분야
활동계획, 태평양 도서국이 당면한 문제, 기여금 공표 등

5. 주요 인사 면담자료
●

ESCAP 사무총장, 피지 상공부장관

6. 한국의 대ESCAP 주요 현안
●

1991년 제47차 ESCAP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회원국 교섭 현황, 한･ESCAP 협력기금 운용,
남태평양 도서국을 위한 신탁기금 지원 등

7. 참고자료
●

ESCAP 개황, ESCAP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913

90-085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무역촉진기구 회의,
제2차. Manila(필리핀), 1990.1.29.-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9 / 1-120

정부는 1990.1.29.~2.2.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이사회) / 무역촉진기구 회의에 김한수 상공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914

23개국 대표 참석

2. 회의 목적
●

아태지역 무역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 검토

●

검토 결과를 ESCAP 무역위원회 및 총회에 대한 권고안으로 작성

●

각국의 무역업무 자동화 등 절차표준화 및 간소화 추진상황 협의

3. 주요 회의 결과
●

국별 무역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추진현황 설명
- 선진국은 무역자동화, 개도국은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도입 및 서류 간소화 조치 중점
추진
- 한국은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 추진 상황 설명

●

무역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 작성

90-085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3차. Bangkok, 1990.2.12.-13.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10 / 1-185

정부는 1990.2.12.~13. 태국에서 개최된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 회의에 최대화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KECP(한･ESCAP 협력기금, Korea-ESCAP Cooperation Fund) 개요
●

정부는 한･ESCAP 협력기금 기탁을 위한 양해각서(1987.9.27. 서명)에 의거하여 1987년
KECF를 창설하고 매년 30만 달러의 기금을 ESCAP에 기탁하여 1987~89년간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함.
- 1988년 제1차 연도 주요 사업(30만 달러): 종합농촌개발 전략검토, TCDC(개도국간기술
협력) 사업,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사업, 표준화 사업 등 6개 사업
- 1989년 제2차 연도 주요 사업(30만 달러): TCDC 사업,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사업, 벼껍질
전력화 사업 등 6개 사업

2. 제3차 KECF 사업 선정
●

정부는 1989.12.21. 제3차 KECF 기금 30만 달러를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ESCAP 사무국에
전달함.
- ESCAP이 KECF 기금을 운영하며 정부는 매년 연례회의를 통하여 ESCAP의 기금 운영을
감독하고 조정함.

●

외무부는 1990.1.16. 경제기획원, 상공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ESCAP이
1989.12.14. 제시한 9개 신규 사업 중 ‘도시 저소득층 주거문제 세미나’, ‘유전공학정책 워크숍’,
‘최빈내륙국 수출진흥정책’, ‘성인문맹에 관한 워크숍’ 등 4개 사업을 제3차 협력사업으로 우선
고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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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6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3차. Bangkok, 1990.2.12.-13.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11 / 1-237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 회의 결과임.
1. 개최 경위
●

정부는 1989년 12월 ESCAP에 기탁한 30만 달러의 KECF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 제3차
KECF 운용연례회의를 1990.2.12.~13. 태국 방콕에서 개최함.

2. 참석자(수석대표)
916

●

한국 측: 최대화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

ESCAP 측: S.Nagai 사무차장 겸 기술협력국장 직무대리

3. 의제
●

1988년도 및 1989년도에 시행된 제1, 2차 KECF 사업평가 및 1990년도에 시행할 제3차
KECF 사업선정

4. 정부 훈령
●

제1, 2차 사업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검토하고 제3차 사업은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의지가 보다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것

●

ESCAP 및 역내 국가에 관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아태지역 경제진출에 활용할 것

5. 주요 결과
●

1990년도에 시행할 38만 달러 상당의 2개 계속사업과 5개 신규사업을 승인함.
- 신규사업은 농촌 저소득층 고용전략 연구, 최빈내륙국 수출진흥 정책평가 등 5개 사업
- 계속사업은 벼껍질 전력화 사업, 청소년 인력자원개발정책 경험분석 등 2개 사업

●

사업종료 시한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사무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

최대화 국장과 Nagai ESCAP 사무차장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승인된 사업시행을 위한 사
업약정서는 추후 주태국대사와 에스캅 사무총장 간에 서명하기로 함.

6. 평가 및 건의사항
●

KECF 사업시행 후 2개월 내 임시 최종보고서, 6개월 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태
국대사관이 수시로 사업진행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ESCAP 사무국이 보다 능률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지위 제고를 위해 대ESCAP 활동강화 및 KECF 기금규모의 확대가 필요
하며, 한국 전문가의 ESCAP 파견확대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을 건의함.

90-086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3차. Bangkok, 1990.2.12.-13.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12 / 1-120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 회의를
위해 작성한 준비자료의 목차임.
1. 출장 개요
2.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개최 배경 및 일정
917

3. 정부 훈령
4. KECF 사업운영 현황
●

제1차 KECF 사업 시행결과, 제2차 KECF 사업진행 현황 및 평가

5. 제3차 KECF 사업안 검토
●

사업제안 목록, 사업별 검토

6. ESCAP 사무총장 면담자료
7. 한국의 ESCAP 현안
●

제47차 ESCAP 총회의 서울 유치, 아태지역 투자정보센터 설립문제 등

8. 참고자료
●

ESCAP 개요, KECF 양해각서 등

90-086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최빈국에 관한 정부간
회의. Bangkok, 1990.2.19.-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13 / 1-213

정부는 1990.2.19.~23.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LDC(최빈개도국)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918

25개국 및 7개 국제기구

2. 회의 목적
●

제2차 유엔 최빈국 회의(1990.9월, 파리) 준비

3. 토의 의제
●

유엔 최빈국회의에 대한 전문가그룹 보고서 검토

●

1990년대 최빈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국제사회의 정책방향 권고 검토

4. 주요 회의 결과
●

일반 토의
- 제1차 유엔 최빈국 회의에서 채택된 신 행동계획의 목표달성 실패에 실망감 표시
- 최빈국의 빈약한 산업성장, 경제다변화 실패,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지적
- 선진국들의 개발원조 제공 미흡 및 최빈국들의 점증하는 외채부담 지적
- 한국 등 역내국들의 최빈국 지원에 사의 표명

●

회의 채택 권고안 주요 내용
- 1990년대 최빈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환경 조성
- 성장촉진, 기본필수사항 충족 및 인력자원개발 증진
- 무역증대 및 자원이전
- 환경 및 지리적 제약 요인 검토, 지속적 모니터링 등 조치

90-086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3자회의(TRC), 제4차.
Bangkok, 1990.8.28.-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4 / 14 / 1-39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3자회의가
1990.8.28.~3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

회원국, 국제기구(사업의 기술 및 재정지원), ESCAP 사무국의 3자가 참여하여 지역에너지
개발프로그램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사업계획 검토

2. 참가국
●

15개 회원국, 6개 국제기구

3. 주요 회의 결과
●

REDP 3단계(1987~89) 사업실적 검토
- 제3단계 사업의 성공적 종료를 축하하고 각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여 높이 평가

●

지역 TCDC(개도국간 기술협력) 실무그룹 설립 추진 현황
- 6개 실무그룹의 활동에 주목

●

REDP 4단계(1990~91) 사업계획 추진현황 보고 및 UNDP(유엔개발계획)의 재정지원 촉구

●

1991년 이후에도 REDP 및 지역 TCDC 실무그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UNDP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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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6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회의구조 재조정을
위한 저명인사 그룹회의, 제1차. Bangkok, 1990.8.27.-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1 / 1-278

정부는 1990.8.27.~31.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EPG(저명인사그룹) 회의에 박쌍용 본부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추진 경위
●

ESCAP은 1987년부터 회의구조 효율성 제고방안 검토

●

1990.3월 ESCAP ACPR(상임대표위원회)는 이를 전담할 저명인사위원회 구성 결정

●

1990.6월 제46차 ESCAP 총회는 Kibria 사무총장이 제안한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ESCAP 이
사회 설립방안도 저명인사그룹에서 협의하기로 결정

920
●

ESCAP 사무국이 선정한 15인으로 구성
- 한국은 차기총회 유치국으로서 박쌍용 대사를 예외적으로 추천

●

ESCAP 회의구조 개편방안(최종보고서)을 1990.12.31.까지 마련
- 1990년 중 2차례 EPG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작성 보고서 검토
- 1991년 제47차 서울총회에 보고 예정

2. 제1차 ESCAP 저명인사그룹 회의(1990.8.27.~31., 방콕)
●

한국을 포함, 13개국 저명인사 참석(파키스탄, 스리랑카 인사 불참)

●

ESCAP 회의 구조개편 방안(컨설턴트 작성) 검토 및 1차 시안 배포
- 위원회, 전문가그룹, 각료회의 설치방안 제시(부문별 접근보다는 주제별 접근 지향)
- 총회 직속으로 지역경제협력이사회 설치 제시

●

ESCAP 지역경제협력이사회 설립 제안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찬성
- 사무국은 이사회의 구체 내용에 대해 1990.10월 말까지 사무국안 작성 예정

●

제2차 회의는 1990.12.17.~21. 개최 결정

90-086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아･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각료급 회의. Bangkok, 1990.10.10.-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2 / 1-321

정부는 1990.10.10.~16. 태국에서 개최되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아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각료급 회의에 한수생 환경처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88년 제44차 ESCAP 총회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태 환경 각료급
회의를 1990년에 개최할 것을 결의함.
- 1990.4.11. 정부는 아태 환경 및 개발 회의에 제출될 보고서 초안 검토 전문가그룹 회의
(4.30.~5.4., 방콕)에 이찬희 환경처 사무관을 파견함.

●

1990.9.28. 정부는 환경 보호 및 개발 관련 한국입장 반영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 ESCAP 및 UNDP(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아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각료급 회의를 주관

2. 회의 일정
●

10.10.~14. 고위실무자 회의

●

10.15.~16. 각료급 회의

3. 정부 훈령
●

환경보호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의에 임할 것

●

북한의 참가를 환영하고 남북한 환경협력을 제의할 것

4. 의제
●

ESCAP 환경상태보고서 검토

●

환경과 개발분야에서의 지역협력, 지구 환경문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상황 검토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

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역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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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6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집행위원회 회의, 제13차. 안양, 1990.11.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3 / 1-269

정부는 1990.11.1.~31. 안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집행위원회 회의에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을 수
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922

9개 회원국, UNDP(유엔개발계획), ESCAP,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관계자 등 24명

2. 정부 훈령
●

농업기계화 기술 및 경험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한국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각국의
정책 및 현황자료를 수집할 것

3. 의제
●

RNAM 5단계 사업계획(1992~96년)의 계속 추진 문제

●

RNAM 사업추진을 위한 UNDP의 재정지원 확보 방안

●

회원국의 농업기계화 방안 토의

4. 주요 결과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조일호 국장
- 부의장: A.N. Rana 네팔 농업부차관

●

RNAM 사무국장의 업무보고 및 제15차 TAC(기술자문위원회) 회의 보고서 검토
- 1991년도 TAC 회의 인도 개최결정

●

1992년 이후 RNAM 사업 지속
- RNAM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기여금의 확대 등을 강조

●

1991년도 예산 심의
- 1991년도 당초 예산 787,549달러를 UNDP의 지원금 축소로 10만 달러 삭감하여 687,549달러로
책정

90-086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인구･사회
개발위원회, 제2차. Bangkok, 1990.11.19.-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4 / 1-384

정부는 1990.11.19.~23.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인구･사회개발위원회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각국 대표단(18개),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11개) 등

2. 의제
●

아태지역 인구 및 사회 환경 검토

●

2000년대 사회개발 전략 및 인적자원개발 문제

●

제4차 아･태지역 인구회의 준비 등 인구분야 문제

3. 주요 결과
●

말레이시아대표가 의장, 한국 및 스리랑카 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

사회개발인구분야 1992~97년도 중기 계획 및 1992~93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됨.

●

아태지역 인구 및 사회 환경(의제 4)
- 중국, 일본 측은 자국의 최근 인구, 사회현황 설명
- 한국 측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의 입법동향 설명

●

사회개발분야(의제 5)
- 태국, 소련 측은 인력자원개발, 여성교육, 장애자, 노인, AIDS 문제 관련 자국입법 및 정책
현황 설명
- 한국 측은 한국의 인력개발정책, 여성, 장애자 및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설명

●

인구분야(의제 6)
- 한국 측은 한국 인구 증가율의 안정화 추세를 설명하고 아･태지역의 심각한 인구증가 대처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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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6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13차. Bangkok, 1990.12.17.-2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5 / 1-256

정부는 1990.12.17.~2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운수･통신위원회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

정부는 1990.12.11. 아태지역의 해운, 교통, 통신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제13차 ESCAP/
해운･운수･통신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924

2. 참석국
●

19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15개 대표

3. 정부 훈령
●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국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

●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교통･체신 발전방안 수립에 기여하도록 할 것

4. 회의 의제
●

아태지역 교통･통신 발전현황 검토, ESCAP의 주요 사업, 교통통신 10년대(1985~94) 중간검토,
전기통신, 철도체계와 통신 현대화, 역내 해운발전 전략,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대형콘테이너(over-sized container) 사용, 역내 내수로센터 설립방안 등

5. 주요 결과
●

한국 측은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통신분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력개발과 기술이전, 역내
통신망 구축, 기술표준화 등 5개 협력분야를 제시함.

●

소련 측은 소련,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등 동북아 5개국간 철도･도로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제안함.

●

대형콘테이너 사용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지하였고 중국, 이란, 인도는 반대했으며,
태국, 필리핀은 종합적인 경제성을 검토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함.

●

한국 등 대부분 국가 대표들은 아시아 고속도로 및 아시아 횡단철도 사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
하였고, 관광인력개발에 대한 ESCAP의 노력을 지지함.

●

방글라데시 내 내수로 수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파키스탄은 지지하였으며, 일본,
프랑스는 동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표명한 국가가 없다고 하면서 현실성 없음을 지적함.

90-086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40-148차. Bangkok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6 / 1-110

1990년 중 개최된 제140~1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140차 회의(1990.1.29.)
●

ESCAP / ACPR 개요
- ESCAP 회원국 상임대표와 사무국 간부진으로 구성
- ESCAP의 각종회의 일정, 업무계획, 총회 잠정의제 사전조정 등 ESCAP 운영 전반을 협의

●

제46차 총회 1990.6.4.~13. 개최, 제47차 ESCAP 총회 핵심 의제를 중점 논의

2. 제141차 회의(1990.3.15.)
●

제47차 서울총회 핵심의제로 산업구조 재조정 채택, ESCAP 회의구조 재검토 등 논의

3. 제142차 회의(1990.4.19.)
●

제46차 총회 준비, 88/89년도 사업활동 결과 및 90/91년도 사업계획 논의, 통과

4. 제143차 회의(1990.5.28.)
●

아태 기술센터 설립, 아태 환경각료 회의(1990.10월) 준비 등 논의

5. 제145차 회의(1990.7.25.)
●

회의 토의기록 보고

6. 제146차 회의(1990.9.24.)
●

제47차 서울총회 준비(핵심의제, 개최일자 등), 제13차 해운, 교통 및 통신위원회 잠정 의제안,
제27차 무역위원회 개최일자, 아태 환경장관 회의, 아태 공업장관 회의 등 논의

7. 제147차 회의(1990.10.25.)
●

제47차 서울총회 잠정 의제안, 공업기술장관회의 개최지, 아태 환경장관회의 평가 등 논의

8. 제148차 회의(1990.11.27.)
●

제47차 서울총회 잠정 주석 의제안, 1991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1991~92년도 회의 일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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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0

Sawhney, Ravi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국장 방한, 1990.1.31.-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7 / 1-29

Ravi Sawhney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국장이 1990.1.31.~2.3. 방한함.
1. 방한 목적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젝트 협의
- UNDP(유엔개발계획) 후원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훈련, ESCAP는 연구담당

2. 방한 일정
926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상공부 수출1과장, 코트라 국제기구과장 면담

●

재무부 관세국장 주최 만찬, 상공부 구주과장 주최 오찬

3. 주요 협의 결과
●

GSP 프로젝트(한국, 싱가포르, 홍콩의 GSP 졸업 파급효과), 투자정보센터 설치, 방콕협정 확대
협상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90-08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한･중국 과학기술
협력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8 / 1-114

1988~90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한･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기술협력방안 검토
●

주태국대사는 1989.6.29. ESCAP에 파견근무중인 민태식 전문가의 1989.5월 중국 방문에
따른 한･중국 간의 기술협력방안에 대한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한바, 외무부는 아래 내용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 중국은 한국과의 정부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음. 국가차원의 협력도 2~3년 내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중히 검토 중임.
- 신기술개발분야(전자통신, 유전공학, 재료공학) 조사단 교환(자금: TCDC(개도국간의 기술협력)
기금 사용)
- 한국의 원자력안전센터와 중국의 원자력안전센터 간의 원자력 안전규제분야협정 체결 요청
-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환태평양지역 국제연구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과학기술자대회 개최
(KAIST 주최)

2. 전문가 대표단 방한
●

주태국대사는 1989.12.11. Jin Tonchao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제기구과장이
11월 Jalal ESCAP 공업기술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ESCAP
TCDC 형태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함.
- 우선 5명의 중국 전기전자 전문가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추후 중국 측이
한국대표단을 방중 초청할 것임을 언급

●

외무부는 12.23. 과학기술처에 동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12.29. 과학기술처는 이의
없다고 통보함.

●

중국 전문가 5명이 1990.3.12.~24. 방한하여 대우전자, 금성반도체 등 산업시설을 방문하고,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장,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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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인력자원 개발사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 F 번 호 2020-65 / 9 / 1-120

1990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KECF(한･ESCAP 협력기금) 인력자원
개발사업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공동지원 인력자원개발 고위급 세미나
●

ESCAP 사무국은 1990.1.5. 제2차 KECF 사업으로 선정된 한･일본 공동지원 인력자원개발
고위급 세미나 개최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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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는 4.3. 외무부에 동 수행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통보한바, 외무부는 주태국
대사에게 ESCAP 사무국에 동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2. 청소년 인력개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세미나
●

주태국대사는 1990.9.2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KECF 제2차 연도 사업인 ‘청소년
인력개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세미나’가 1990.10.15.~19. 서울에서 개최될 계획임을 알려
오면서, 미수교국(중국) 인사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및 ESCAP 직원 파견을 위한 전문발송 등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이 9.20. 상기 세미나 내용과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당초 1명을 파견
하기로 되어 있는 ESCAP 사무국 직원수를 3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10.2. 주태국대사에게 2명을 파견하기로 ESCAP 관계자와 협의하였다고 통보함.

90-0873

한국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메콩위원회
사업참가 검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0-65 / 10 / 1-25

1989~90년 중 한국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메콩위원회 사업 참가 검토
관련 내용임.
1. 주태국대사관은 1989.6월 아래 이유로 한국의 메콩위원회 참가를 건의함.
●

최근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반도 간의 정치분위기 개선으로 메콩위원회 활동 재개

●

메콩위원회 회원국들은 정치, 이념을 떠나 협조국의 참가 환영

●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협조국으로 참가, 재정지원을 통한 자국 경제진출
기회로 활용

●

한국도 장차 대인도차이나 경제진출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동 위원회에 참가하여 협력
의지를 인식 제고할 필요

2. 외무부는 1989.10.27. 한국의 공식입장 결정 전에는 임시회의 등 위원회 활동에 참가하지 말도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3. Chuck Lankester 메콩위 사무국장은 1990.9.14. 신임 인사차 주태국대사를 예방하고, 메콩위
사무국은 한국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메콩위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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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메콩위원회 총회,
제31차. Ho Chi Minh City(베트남), 1990.4.24.-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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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4.24.~27.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제31차 메콩위원회 총회에 송영오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옵서버 자격)로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협조국(호주,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17개국), ADB(아시아개발
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10개) 참가

930

2. 회의 결과
●

사무국 제시 26개 프로젝트를 메콩위원회 사업으로 채택

●

대다수 협조국은 캄보디아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캄보디아의 메콩위원회 조기 복귀를 희망하고
메콩위원회 요청사업에 적극적 참여 약속

●

한국의 메콩위원회 총회 참가에 대해 각국은 상당한 관심 표명

90-087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PCTT(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 제5차 집행위원회 및
제6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Bangkok,1990.12.4.-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12 / 1-77

정부는 1990.12.4.~7.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APCTT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 제6차 기술자문위원회와 제5차 집행위원회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6차 기술자문위원회(1990.12.4.)
●

참가국: 브루나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및 UNIDO(유엔공업
개발기구)

●

주요 논의내용
- APCTT의 1990년도 수행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5차 집행위원회(1990.12.6.~7.)
●

참가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파키스탄, 한국, 태국, 소련, 호주, 프랑스, 미국
및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

주요 논의 내용
- APCTT의 뉴델리 이전 문제와 인도와의 유치국협정 체결 문제 중점 논의
- 한국 대표는 유치국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뉴델리 이전으로 APCTT가 안정적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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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제2부). Geneva, 1990.3.12.-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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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3.12.~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2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932

정부 대표(93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2. 참가 목적
●

보호무역주의, 지역경제통합, 서비스분야,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교역에 대한 협의에
한국입장 반영

●

선진국들의 수출자율규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비관세 무역장벽들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신속한 산업구조조정 노력과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 소개

3. 의제
●

본회의와 1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의제를 분담

●

본회의
- 제8차 UNCTAD 총회 준비(의제 6), 절차사항 및 기타 의제(의제 1, 7, 8, 9, 10, 11)

●

분과위원회
- 서비스(의제 2), 보호주의와 구조조정(의제 3), 기술변화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의제 4a),
쌍무협정 및 지역경제통합의 영향(의제 4b),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교역(의제 5) 등

4. 주요 결과
●

제8차 UNCTAD 총회 준비
- 쿠바의 동 총회 개최 제의에 대해 중남미그룹과 77그룹(개도국그룹)이 지지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개최 장소는 차후 결정하기로 함.

●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 77그룹(개도국그룹)은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보호무역 조치 철폐를 촉구함.
- B그룹(선진국그룹)은 상당수 개도국이 높은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협조적이라고
유감을 표명함.

●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간 교역
- 77그룹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동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함.
- B그룹은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협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동구개혁은 개도국의
무역기회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 동구권국가들은 상이체제(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개념의 타파를 주장하고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강조함.

●

기술변화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 77그룹은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협정 체결 및 지원 강화를 촉구
- B그룹은 기술이전과 관련한 개도국의 국내법규 정비를 촉구

●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은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언급하고, 선진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불일치 및 반덤핑 조치 등 각종 보호무역 조치의 철폐와
남용 자제를 촉구

5. 평가
●

선진국･개도국･동구권 국가들의 세계경제 현안문제를 보는 시각 차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함.

●

한국은 77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가 곤란함을 감안하여 세계경제 속에 특수한 위상을 가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논리 개발과 입장 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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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7차(제1부). Geneva, 1990.10.1.-1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5 / 14 / 1-207

정부는 1990.10.1.~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부 대표(93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2. 정부 훈령
934

●

개도국의 개발 지원 및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
- 선진채권국은 극빈채무국의 개발재원 지원을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방안 모색이 바람직

●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균형된 입장을 반영하고, 푼타 델 에
스텔 각료선언에 명시된 개도국의 우대항목도 고려해야 함.

●

개도국 간 경제협력문제 논의 시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협정)의 성공적인 실현과 점진적
확대를 강조할 것

3. 의제
●

제8차 UNCTAD 총회 준비, 개도국의 외채 및 개발문제

●

무역, 개발 금융 및 국제통화제도 간 상호 연관성

●

1986~90년간 아프리카 경제회복 및 발전을 위한 유엔행동계획 검토

4. 주요 결과
●

프랑스 대표가 의장, 이집트･멕시코･미국 등 10개국 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

UNCTAD / TDB 회원국 조정
- 동･서독 통합과 남･북예멘 통합으로 UNCTAD 회원국이 168개국에서 166개국으로 축소됨.
- 상투메프린시페가 가입하여 TDB 회원국은 130개국으로 증가

●

의장선언문 및 3개 결의안(개도국 외채문제, 개도국 경제협력, 지속적 발전을 위한 UNCTAD
역할)이 채택됨.

5. 평가
●

UNCTAD가 환경과 개발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개도국의 외채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간 타협점 모색으로 성과를 시현

●

금번 회의에서 헝가리가 동구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향후 동구그룹의 해체와 지역별그룹의 재조정
필요성이 야기됨.

90-087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4차.
Geneva, 1986.5.26.-30.
생산연도

1986-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1 / 1-178

정부는 1986.5.26.~3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 특별위원회에 정우성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및 국제기구
●

77그룹: 한국, 멕시코, 브라질, 쿠바, 이집트, 인도, 루마니아, 유고, 태국 등

●

B 그룹: 미국, 일본, 호주, EC(구주공동체) 등

●

D 그룹: 소련, 헝가리, 폴란드 등

●

중국

●

국제기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ITC(국제무역위원회) 등

2. 회의결과 평가
●

동 회의에서는 제13차 회의 합의사항(Agreed Conclusion)의 이행상황에 별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동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선에서 공여국과 개도국 간의 큰 쟁점없이 종결됨.

●

GSP(일반특혜관세제도)가 제2기 후반기에 접어들고 향후 잔여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개도국들이
이해관계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원칙론의 준수만 재강조함.

●

선진국은 그간의 GSP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개도국간의
균형적인 수혜를 위한 노력 경주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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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7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6차.
Geneva, 1989.4.24.-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2 / 1-398

제1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가 1989.4.24.~28.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결정문 채택
- 공여국은 자율적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정에서 무차별, 비호혜 등 관련
원칙 준수
- GSP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여국에 자율적 GSP를 보다 단순, 명료, 안정적인 것이 되도록
요청

936

- 최빈개도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특별 고려
- GSP 관련 수혜국 기술지연 필요성 언급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한국에 대한 선진공여국의 GSP 졸업개념 도입 등으로 사실상 GSP 실익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고려하여 동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음.

2. 관련 자료
●

의제 및 의제설명서, 캐나다의 GSP 관련 제도, 각국의 GSP 현황

●

회의 결정문 및 회의록 등

90-088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철광석에 관한 회의. Geneva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3 / 1-314

1985~90년 중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4차 철광석 준비 회의와 제3~4차 철광석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4차 철광석 준비 회의(1985.10.21.~25.)
●

철광석 시장동향을 검토하기 위한 1986~87년도 정부간 철광석 전문가 회의 개최와 동 회의
결과를 제5차 철광석 준비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

회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철광석에 관한 상설기구 설치안(생산국 주장)은 무산되었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2. 제3차 철광석에 관한 전문가 회의(1989.11.16.~19.)
●

각국 전문가의 준비부족 등으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국의 철광석 현황보고
및 세계시장 동향에 대한 단편적인 견해 표명으로 일관했으며, 호주, 소련 등 대다수 국가들은
생산국･소비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3. 제4차 철광석에 관한 전문가 회의(1990.10.22.~24.)
●

주요 내용
- 철광석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언급, 특히 정부, 업계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조
- 통계 검토를 통한 시장 투명성(Market Transparency) 제고

●

의장 요약문
- 1980~89년간 철광석 통계 검토
- 철광석 통계자료 보완을 위한 질문서 배포
- 캐나다가 제안한 통계위원회 설치 문제는 차기 회의 시 재검토
- 1991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 불안요인은 철광석 수요를 감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차기 회의는 1991.9~10월 중 3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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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8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
제11-12차. Geneva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4 / 1-358

1985~90년 중 제11~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한 새로운 조약 추진
●

1970년대 이후 개도국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자국의 선대를 증강하는 데 주목하고 여기에서
자금조달상 장애요인이 되는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하여 개도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조약 추진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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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는 1982년부터 WGISI(해운입법 작업단회의)를 개최하여 선박 가압류, 건조 중에 있는
선박의 등기권리,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으며, 제11차 회의에서는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해서만 협의하기로 합의

2. 제11차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1985.10.14.~23.)
●

참가국들은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한 UNCTAD의 향후 작업방향을 토론하고 IMO
(국제해사기구)와 UNCTAD 간 합동회의를 1986.10월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결정

3. 제12차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1990.10.22.~11.1.)
●

국제상거래 질서의 변화 및 해운 관련 국제법 개정으로 용선계약에 따른 혼동방지를 위해 용선
계약서 표준화,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용어의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진전 별무

90-088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중장기 계획 및 사업예산
작업반 회의, 제19차. Geneva, 1990.2.12.-1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5 / 1-110

제1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중장기 계획 및 사업예산 작업반 회의가 1990.2.12.~16.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의제
●

UNCTAD의 기술원조 검토, 사무총장의 프로그램 평가보고, 차기회의의 잠정의제 선정 등

2. 회의 주요 결과
●

UNCTAD 사무국의 1989년 예산지출은 1,840만 달러로서 1989.11월 유엔 예산감축으로
UNCTAD 내 49개 직이 폐지되어 향후 대개도국 기술지원 등 작업계획 수행에 난관이 예상됨.

●

B그룹(선진국)은 과거 학술 세미나와 회의 개최 지원에 치중된 UNCTAD 사업이 컴퓨터 기술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으로 지원 형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를 환영함.
- 일본대표는 한국과 같은 선진개도국에 기술지원의 필요가 있는 지를 문의한바, UNCTAD
사무국은 한국은 77그룹의 일원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D(동구권)그룹은 사무국이 각종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개도국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지역간 균형을 견지해줄 것을 요청함.

●

77그룹(한국 등 개도국)은 UR(우루과이라운드) 및 다자무역협상, 외채관리, 최빈국 문제 등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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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8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9차. Geneva, 1990.4.23.-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6 / 1-490

정부는 1990.4.23.~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고광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독점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940

●

한국의 “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원칙과 규칙"(The Set) 이행실적 소개

●

선진국 기업의 RBP 규제강화 및 효율적인 규제방안 강구 촉구

●

RBP 사례연구 및 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2. 회의 결과 요지
●

선진･개도국 간 단일안 작성에 실패

●

개도국안과 선진국안을 모두 유엔 회의에 제출하여 토의하기로 결정

●

상기 토의를 위해 사무국은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
- RBP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The Set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RBP에 대한 정보
목록 및 RBP 통제기관의 리스트 작성 등이 포함된 제안
- 협의 절차, 정의, 진행방법 등이 포함된 보고서
- RBP 통제를 위한 기술지원보고서

3. 평가
●

동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RBP의 투명성 확보, 협의 절차 강화, 기술 지원 등 3개 쟁점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기본적인 견해차이로 구체적인 합의 도달에 실패

●

1990.11월 유엔총회 시 The Set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선진･개도국 간 상호
타협 결과, UNCTAD 사무국으로 하여금 상기 3개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유엔총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

4. 관련 자료
●

회의 결과보고서, 선진국 제안, 77그룹 제안 등

●

제9차 UNCTAD 국제공정거래 전문가 회의 결과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90-088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7차.
Geneva, 1990.5.14.-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6 / 7 / 1-372

제1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회의가 1989.5.14.~22.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결의안 채택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목적 및 중요성 강조
- 균형 있고 성공적인 UR(우루과이라운드) 교섭 결과의 중요성 강조
- 다자간 합의된 GSP원칙 재확인
- GSP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GSP 공여국은 개별 GSP 유지강화를 개선하며, 수혜국도 GSP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공여국은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GSP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 대폭삭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
- 공여국은 특혜품목 수입 시 부과되는 규제 및 제한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GSP에 안정성
과 예측성을 부여
- 세이프가드 조치는 명백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근거
- GSP 계획에 연계된 비관세 조치가 GSP 혜택을 상당히 축소시킨다는 점을 인정
- 원산지 증명 간소화와 개선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공여국에 권유
-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특별한 배려
- UNDP(유엔개발계획)와 GSP에 관한 기술협력 추구
- GSP 정보에 관한 전산화 사업 소요비용을 UNDP 및 각국이 부담하도록 요청

2. 관련 자료
●

동 회의 결의안, 결과보고서 등

941

90-088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해운위원회, 제14차. Geneva,
1990.6.21.-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1 / 1-564

1990.6.21.~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해운위원회에
김창엽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942

●

선복 수급 불균형 문제

●

함부르크 규칙 및 국제복합운송조약 발효 관련 문제

●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조약 채택 문제

●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분야의 개도국 간 경제협력 등

2. 결의안 주요 내용
●

해운, 선박 및 복합운송분야에서의 개도국 간 협력

●

해운위원회 Work Program

●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조약(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 전권회의를 IMO(국제
해사기구)와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사무국에 권유

●

복합운송 문제를 논의할 1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1991년 중 1주간 개최, 특히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운위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한 제안 등

3. 평가
●

선진･개도국 간 근본적인 입장차이(77그룹: 개도국의 공평한 참여보장 요구, B그룹: 개방해운
정책 채택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협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평가되나, 동 합의는 양측의
근본 입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고,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불과함.
- 한국 측 주 관심사항인 선복량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개도국 모두 동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UNCTAD 사무국이 계속적으로 선복 수급을 모니터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

4. 관련 자료
●

회의 결의안 및 회의 결과보고서 등

●

제14차 UNCTAD 해운위원회 참석 결과보고서(해운항만청) 등

90-088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도서개도국 회의. New York,
1990.6.25.-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2 / 1-29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도서개도국 회의가 1990.6.25.~29. 뉴욕에서 개최됨.
1. UNCTAD는 1990.5.11. 도서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있어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43차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도서개도국 전문가 회의를 1990.6.25.∼29.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옵서버 참가를 요청
●

외무부는 5.26. 원종찬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지시

●

김창엽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은 5.28. Pant UNCTAD 최빈개도국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회의
전망을 문의한바, 동 국장은 아래와 같은 견해를 표명
- 미국,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이 동 회의에 적극성을 보여 회의 전망은 양호하나, 선진국 중
제일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이 외채문제 논의와 ODA(공적개발원조) 목표 설정에 반대하고
있어 금번 회의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

2. 도서개도국 전문가 회의 자료 첨부
●

도서개도국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행동 제안

●

최신 정보기술을 통한 도서개도국의 공공분야 활동 개선

●

국제기구 및 정부간 기구의 기여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UNDP(유엔개발계획) 보고서

943

90-088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유엔 최빈국 회의, 제2차.
Paris, 1990.9.3.-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3 / 1-538

정부는 1990.9.3.~14.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유엔 최빈국
회의에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배경
●

1981년 제1차 UNCTAD 유엔최빈국 회의가 개최되었고, 1987.12월 제42차 유엔총회에서
제2차 회의 개최를 결의함.

●

1990.2월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42개국) 각료회의에서 Dakar 선언문을
채택하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최빈국 정부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제2차

944

회의 개최를 준비함.

2. 목적
●

1980년대 최빈국의 경제 및 사회 상태의 평가를 통해 최빈국 개발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고
최빈국의 외채(총 600억 달러) 완화 방안, 1990년대 최빈국 발전 가속화를 위한 SNPA(신행동
계획) 채택 등

3. 참가국
●

유엔 회원국 150여 개국

4. 한국 대표단 활동
●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SNPA(90년대 행동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 적절한 책임 분담과 동반자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빈국에 대한
개발원조 증대, 외채감축 및 선진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촉구함.

5. 주요 결과
●

SNPA를 채택했으며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최빈국 외채 완화, 최빈국
상품에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인적자원 동원 및 개발 지원, 경제기반 확충 및 현대화 지원,
최빈국 환경악화 방지 지원 등

●

참가국들은 SNPA 성공의 3대 요소로 효율적인 국가정책, 호의적 국제경제환경, 강화된 파트너
십을, 국가정책의 5대 우선분야로 시장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 인적자원 개발, 환경악화 방
지, 농촌개발 촉진, 생산기반 다양화를 제시

6. 평가 및 건의
●

최빈국 문제를 1990년대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 사안으로 부각

●

제1차 회의와 달리 선진국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선진국은 대개도국 ODA의 일률적인 공여 목표
(국민총생산의 0.15%) 설정을 회피하는 등 보다 융통성 있는 입장을 표명

●

한국대표단은 참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제협력단의 1991년 발족을 계기로 한국의 대최
빈국 특별지원정책의 수립과 최빈국 제1차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건의
945

90-088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정부간 항만전문가 특별그룹
회의. Geneva, 1990.9.24.-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4 / 1-23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정부간 항만전문가 특별그룹 회의가 1990.9.24.~28.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주요 토의내용
●

참가국들은 항만시설 관리 및 항만 운영에 필요한 훈련과 기술협력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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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들은 자국 항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요청

●

UNCTAD 해운국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항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MO(국제해사기구),
ILO(국제노동기구), UNDP(유엔개발계획)와 협조하에 개도국 항만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훈련
계획 설명

●

향후 주요사업으로 항만개발을 위한 법적 및 금융문제 등 연구과제 검토 예정

2. 상기 특별그룹 회의 일정, 의제 참가자 명단, 보고서, 항만 장비운영에 관한 자료, 항만관리자를
위한 컴퓨터 사용지침 등 영문 자료 첨부

90-088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
Set(다자간 합의원칙 및 규칙) 검토 유엔회의, 제2차. Geneva,
1990.11.26.-1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5 / 1-332

정부는 1990.11.26.~1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원칙 및 규칙(The Set) 검토 유엔회의에
최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결의안 주요 내용
●

The Set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강화하기로 결정

●

개도국들이 RBP 규제 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결정

●

개도국들의 RBP 규제 입법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각 유형에 따라 기술 및 정보 지원

●

당사국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RBP 규제에 관한 법 및 행정조치 등에 의거, 자발적으로 적
정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련국에 권유

●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개도국에 대해 기술지원을 계속한다는 B그룹의 공약에 유의

●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공여하도록 촉구

●

제3차 검토회의는 1995년 개최하도록 유엔총회에 권유

2. 동 회의에서 선진･개도국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주요 원인
●

양측 모두 1985년 제1차 회의 시와 같이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한 점

●

개도국 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선진국들이
이를 모두 거부하기는 어려운 점

●

개도국이 The Set의 개정을 양보하고 선진국의 입장대로 시행 강화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받아들인 점

3. 관련 자료
●

회의 결의안, 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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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9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중석위원회, 제22차. Geneva,
1990.12.10.-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6 / 1-211

정부는 1990.12.10.~1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중석위원회에 김창엽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약 25여 개국

2. 정부 훈령
948

●

지난 20년 동안 텅스텐의 국제시장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생산국 및 수출국의 가격상승 및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조할 것

●

향후 한국은 생산국 및 소비국의 위치를 겸하게 될 전망이므로 생산국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

3 각국 대표단 활동
●

한국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텅스텐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텅스텐의 가격안정과
시장개선에 대한 기대 표명

●

중국, 미국, 소련 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계속 침체를 보이고 있는 텅스텐의 가격안정과 시장
개선을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4. 회의 결의안 채택 불발 및 의장 요약문 첨부
●

회의 결과를 요약한 의장 제안 결의안 채택과 관련, 텅스텐업계 불황의 원인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의장이 작성한 의장 요약문을 보고서에
첨부하기로 결정

●

의장은 요약문에서 텅스텐업계의 문제점은 수급 불균형과 낮은 가격에 있으며, 시장 투명성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

5. 평가 및 특이사항
●

상기 회의는 텅스텐 생산국(중국)과 소비국(미국, 독일, 일본) 간 이해 대립으로 큰 성과 없이
종료됨.

●

소련 대표가 자국의 텅스텐 광산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계획을 설명하는 등 향후 중국에
이어 소련이 주요한 텅스텐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90-089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3차. Geneva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7 / 7 / 1-95

1990년 중 제1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3차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1부 회의(1990.2.5.~9.)
●

의제
- 개도국 보험산업의 발전 현황, 재보험의 안전성 등

●

주요 토의내용
- UNCTAD 사무총장은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을 통한 자유화 추진 등 보험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취약한 개도국 보험산업의 강화, 지역협력의 촉진, 국제
재보험 시장 접근조건의 완화 등 촉구
- 재보험의 안전성 관련 B그룹(선진국)은 재보험의 거래 자율성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긍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 77그룹(한국 등 개도국)은 재보험료 예탁금제도를 옹호하고 재보험자와 재보험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UNCTAD 사무국에 권고하고 개도국 보험감독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계획 마련 요구

●

평가
- 전반적으로 77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었으며, B그룹은 미온적이
었으며 D(동구권)그룹은 종래와 달리 B그룹에 동조

2. 제13차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2부 회의(1990.4.3.~5.8.)
●

의제
- 무역 및 개발관련 국제통화, 금융문제, 보험, 개도국 외채관리 등

●

주요 토의 내용
- UNCTAD 사무총장은 1980년대 높은 이자율과 세계무역 환경의 악화로 개도국에서 선진
국으로의 자본 역수출과 개도국의 외채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금융지원을 촉구
- 77그룹은 외채문제 등 개도국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보다 많은 대개도국
ODA(공적개발원조) 증액, 개도국 상품에 대한 보호장벽 철폐 등 요청
- B그룹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금융지원은 증대되어야 하나, 개도국의 구조조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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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9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인사 북한 방문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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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인사가 북한을 방문함.
1. Dadzie UNCTAD 사무총장 북한 방문(1989.4.12.~15.)
●

Dadzie UNCTAD 사무총장은 북한 대외무역부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예방
및 김달현 무역부장 면담, 남포만 방파제 및 평양근처 제철공장을 시찰함.

●

950

북한 측은 UNCTAD의 항만 행정분야 기술지원 사업으로 세미나 개최 및 강사 파견을 요청함.

2. UNCTAD 조사단 북한 방문(1990.3.9.~16.)
●

1989.4월 Dadzie UNCTAD 사무총장의 북한방문 시 기술협력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Hulugalle UNCTAD 자료관리국장 등 2명의 조사단이 방북함.

●

상기 조사단의 방북 결과보고서 요지
- 북한의 주체사상이 내향적 성장을 조장하여 대외무역은 북한 경제에 중심 역할을 하는데 실패함.
- 북한은 중국, 소련의 차관으로 그동안 국제경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제성장해 왔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전함.
-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중국,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이며 소련과의 교역이 45~50%임.
- 북한의 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채무는 약 10~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외국의 대북 신규차관
동결로 북한의 제조업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별적인 전략을
추구하되 단기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외국기업과의
합작, 저가의 고질제품 개발이 필요함.

90-0893

뉴질랜드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면제조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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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뉴질랜드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면제조치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뉴질랜드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면제조치
●

뉴질랜드 정부는 1987.12월 이후 GSP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1989.3월 각의에서
한국 등 12개 개도국에 대한 GSP 품목 수혜를 7.1.부터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동 결정을 3.14.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해 옴.
- 뉴질랜드 정부는 1972.1.1. GSP 실시 이래 GSP 범위를 확대해 왔는바, 최근 GSP 수혜국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과 뉴질랜드 정부의 관세율 인하 및 수입허가제 완화조치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대로 GSP 혜택범위 축소의 필요성이 발생함.

2. 한국에 대한 영향
●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 중 완구, 신발, 혁제가방 등 17개 품목이 GSP 졸업대상 품목으로
선정됨.
- 동 품목은 1988년 대뉴질랜드 수출 총액(1억6천4백만 달러) 중 6.16%(천만 달러)에 해당되며
6.32%의 관세율 인상효과가 발생함.

3. 정부의 대응
●

외무부는 1989.4.11. 주뉴질랜드대사에게 그동안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여타 국가의 반응
조사 등을 통해 동 조치에 대해서 검토한바,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가 양국 교역조건에 다소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정된 품목이 주로
중소기업 수출품으로 관련업계에 제한적인 타격을 줄 것임을 감안할 때 비록 유감스럽긴 하나,
한국의 증대된 경제력이나 10대 무역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및 동 조치에 따른 한국 상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영향 정도(총 대뉴질랜드 수출 대비 약 6.2%)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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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9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PBC(기획예산위원회) 회의,
제5차. Vienna, 1989.4.10.-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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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PBC(기획예산위원회) 회의가 1989.4.10.~14. 비엔나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UNIDO 회원국 73개국(PBC 회원 및 옵서버), UNDP(유엔개발계획)
- 한국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담당관이 옵서버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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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

집행예산 보고, 산업개발기금과 기여금, 재정규칙, UNIDO 조직과 직원 구조 등

3. 주요 결과
●

의장으로 헝가리 대표, 부의장으로 쿠바･모로코･이란대표를 선출

●

UNIDO 예산은 정기예산과 운영예산으로 구분
- 정기예산은 행정, 연구 등 정기적인 지출경비이며 유엔 분담금 방식대로 회원국은 최고
25%에서 최하 0.01% 부담하며 한국은 0.22% 부담
- 운영예산은 기술지원에 지출되며 자발적인 기여금과 수입 등으로 충당

●

PBC는 유엔대여금(1986년 1600만 달러 차용)에 대해 1990년도부터 연간 최저 100만 달러씩
상환하기로 결정

●

1978~87년간 총 1,944개 프로젝트에 IDF(공업개발기금)이 사용되었고, 1989.2월 말 회원국
들은 3,100만 달러 기여금을 서약하였으며, 이탈리아가 1800만 달러를 서약

●

아태지역은 세계인구의 50%이상 거주하며 최빈개도국 중 13개국이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아태지역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결정

90-0895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DB(공업개발이사회), 제6차.
Vienna, 1990.5.28.-6.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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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DB(공업개발이사회) 회의가 1990.5.28.~6.1. 비엔나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UNIDO 정책 및 1989년도 연차보고서(특별지역 프로그램, 환경활동, 공업개발에서의 여성통합,
개도국간 경제협력, 나미비아에 대한 기술원조 등), UNIDO 평가활동, 공업투자진흥, 제4차
유엔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 전략수립에 대한 UNIDO의 기여 등
953

2. 회의 훈령
●

금번 이사회에 새로이 포함된 환경문제 및 특별지역프로그램의 논의동향을 예의 파악, 보고

●

의제 4(a) 특별지역프로그램
- 개도국 공업화를 위한 새로운 틀(Framework)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 다만 각 지역
그룹별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재원안배 및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

●

의제 4(e) 환경문제
- 환경보존노력이 개도국의 공업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환경 관련 유엔기관 간
작업 등에 UNIDO 특유의 시각 반영

●

의제 4(h) 특별신탁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
- 신탁기금사업의 신속한 작성 및 선정을 위한 UNIDO의 능력 제고 필요
- 1989년 말 한국 신탁기금(30만 달러)의 적절한 홍보 필요 등

●

의제 6 공업투자진흥
- 서울 IPS(투자진흥사무소)와 개도국에 설립된 UNIDO focal point 간 활발한 협력 기대

●

의제 7 국제개발전략 준비에 대한 UNIDO의 기여
- 향후 IDS 준비회의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UNIDO의 일층 배가된
노력 필요 등

90-089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DB(공업개발이사회), 제7차.
Vienna, 1990.11.5.-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8 / 3 / 1-24

정부는 1990.11.5.~9.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DB
(공업개발이사회) 회의에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함명철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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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위원회 보고, 1992~97년 중기계획, 공업개발을 위한 재원동원, 외채와 공업개발

●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 제2차 아프리카개발 10년,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술지원

●

세계 공업생산의 재편성 및 재배치 등

2. 정부 훈령
●

이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각 지역 그룹별 입장 및 향후 UNIDO 활동 전개방향을 파악, 보고할 것

●

아주지역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의견 형성과정에 기여하고 한국의 발언권 강화에 노력할 것

●

아주지역과 동구권국가 대표들과 접촉을 통해 한국과의 산업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

●

IDF(공업개발기금) 서약 시 1991년도 일반목적 계정에 35,000달러 기여를 서약할 것
- 한국은 1979~88년간 연간 3만 달러를 기여금으로 공여해 왔으며 1987년 이사국으로 피선
된 후 1989년 기여금을 5천 달러 증액

●

제2차 아프리카개발 10년 설정을 환영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술지원 환영

90-089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국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8 / 4 / 1-81

1990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국 인사가 방한함.
1. Osuka Takao 공업개발 연구관 방한(1990.1.8.~11.)
●

Osuka Takao 연구관(특별신탁기금 소속)은 방한 중 한국 기업과 동구권 기업 간 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을 면담하고 주베이징 UNIDO 사무소 운영 및 주모스크바 UNIDO
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 설명함.
- 동 연구관은 모스크바 UNIDO 센터 설립협정이 1990.1.1.부터 발효 중이며 동 센터가 2월
경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하고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는 자문관 파견을 고려 중이라고 함.

2. Hideaki Ohta 공업개발 연구관 방한(1990.5.7.~10.)
●

Hideaki Ohta 연구관은 상공부, 과학기술원, 한국여성개발원, 교통연구원, 고려대학교를 방문,
한국과의 기술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

동 연구관은 방한 결과보고서(영문)를 통해 한국은 산업개발을 위해 UNIDO와 UNDP(유엔개발
계획)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고 UNIDO가 한국 산업기술의 정교화, 여성들의
산업개발 참여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개도국과의 협력에 주요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함.

3. Ellwood Peter 지역사업담당관 방한(1990.11.18.~22.)
●

Ellwood Peter 담당관이 방한하여 코트라, 주한 UNDP 소장, 외무부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아･태지역 전기기술분야에서 한･개도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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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9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사무소) 한･폴란드
간의 투자진흥전문가 교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8 / 5 / 1-164

1988~90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사무소) 한･폴란드 간의 투자
진흥전문가 교환 관련 내용임.
1. IPS(투자진흥사무소) 개요
●

UNIDO는 남북한 및 남남 간 투자촉진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전 세계 9개
도시에 IP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1987년)과 폴란드(1983년)에도 각각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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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폴란드 간 투자진흥전문가 교환 경위
●

1987.11월 주폴란드 IPS 제의에 따라 한･폴란드 간 투자증진을 위해 주한국 IPS 와 주폴란드
IPS 간 상호 투자진흥전문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

1988.5월 주폴란드 IPS는 주한국 IPS에 투자진흥전문가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송부함.
- 조건은 1년, 급여는 파견국이 부담하며 주택, 일당 등 체재비는 접수국이 부담

●

1988.7.12. Krzysztof Loth 주폴란드 IPS 소장이 KIET(한국산업연구원) 주최 개도국간
기술이전에 관한 워크숍 참석차 방한하여 외무부 국제경제국장과 면담하고 Letter of
Acceptance에 합의함.

●

정부는 미수교국인 폴란드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투자 및 기술협력
추진, 교역시장 확충 등을 위해 한･폴란드 간 투자진흥전문가를 교환하기로 결정함.
- 1988.6월 재무부는 소속 직원 파견을 건의하고, 1989.2월 총무처 파견을 승인함.

●

1989.3월 주한국 IPS는 박용오 재무부 서기관을 1989.4월부터 1년간 폴란드에 파견하고,
Kuzniewski 전 폴란드 외무부 직원을 접수하기로 결정함.

90-0899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7차. Geneva,
1990.5.28.-6.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7 / 1-175

정부는 1990.5.28.~6.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7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NDP 개요
●

1965년 유엔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유엔 내 개도국 원조활동을 총괄함.
- UNDP 별도의 회원국은 없으며 전 유엔회원국, 유엔전문기구 회원국에 참여가 개방됨.
- 재원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며, 1989년 기여금 총액은 9억 5천만 달러임.

●

남북한과의 관계
- 1963년 UNDP 전신인 UNSF 주한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66~89년간 한국의 기여금은
1,400만 달러임.
- 1980년 주북한 UNDP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81~88년간 북한의 기여금은 250만 달러임.

2. 제5차 UNDP 계획주기(1992∼96년) IPF(사업자금) 배정기준에 대한 한국 입장
●

Floor principle 및 Supplementary Criteria는 급격한 IPF 변동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적용되는 IPF 배정 분기점(1인당 GNP 750달러)을 375달러, 750달러,
1,500달러로 세분화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배정기준 수립이 가능할 것임.
- 순공여국 지위 결정 시 1인당 GNP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재 순공여국 지위 결정
기준(1인당 GNP 3,000달러)은 1983년에 결정된 것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함.

3. 주요 결과
●

여성을 위한 유엔개발기금, 국민해방운동, 개도국기술협력 등 11개 결정안이 채택되었고 독일
(구 서독), 스위스 등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UNDP 기여금을 1~2%정도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고 floor principle 철폐를 주장함.

●

IPF 배정기준 관련 대부분 참가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고려가 필요하며 IPF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IPF 배정기준의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제5차 계획주기(1992~96)에 한국에 대한 IPF 배정자금 1,723,000달러는 잠정 수치이며
1991년 제38차 이사회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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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00

UNDP(유엔개발계획) 북한 관계 보고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8 / 1-81

1988.11월 중 주이탈리아대사는 평양 주재 UNDP(유엔개발계획) 연락사무소가 북한 주재
국제기구 직원을 위하여 안내서로 작성한 아래 요지의 북한 생활여건 자료를 입수하여
송부해 옴.
1. 자료의 성격
●

1988.8월 평양 주재 UNDP 사무소가 편집한 북한 생활안내서

●

북한의 기후, 화폐, 주택사정, 교육제도 등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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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중 특기사항
●

종교생활을 하는 주민이 거의 없으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외국인을 위한 참배 장소가 없다고
기술

●

북한 화폐에는 외국인만 사용하는 원화가 별도로 있으며, 호텔, 고급식당, 수입품 상점 등은
외화와 외국인용 원화만을 받으므로 북한 주민은 이용할 수 없음.

●

평양에는 2개의 외교단지가 있고, 대사관, 외국인 아파트 등이 동 단지에 집결되어 있으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공식행사 외에는 없음.

90-0901

UNDP(유엔개발계획)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후원 베트남
산림분야 연수단 방한, 1990.2.18.-2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68 / 9 / 1-41

UNDP(유엔개발계획)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후원 베트남 산림분야 연수단이 1990.2.18.~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UNDP 서울사무소는 1989.11.1.자 서한을 통해 UNDP / FAO 후원 산림분야 개도국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1989.11.26.~12.1. 베트남 산림분야 관계 고위공무원 7인(대표: Phan Xuan Dot
베트남 산림청 소속)을 파견할 예정이라 하면서, 훈련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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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추진
●

외무부는 1989.11.7. 산림청에 동 훈련사업이 UNDP / FAO 공동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UNDP 훈련취지에 맞게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상세히 산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산림청은 11.10. 외무부에 상세 연수계획을 전달하였으나, UNDP 주한 대표부의 일정변경
통보로 1990.2.18.~25.로 확정하여 일정을 준비함.

3. 주요 방한일정
●

산림청장 예방

●

한국의 산림현황 청취,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시찰

●

임목육종연구사업 현황 청취 및 단지 시찰

●

국유림 시범단지 시찰

●

삼성전자 및 민속촌 시찰

●

용인자연농원 및 독립기념관 시찰

90-0902

UNDP(유엔개발계획) 일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10 / 1-147

1989~90년 중 한･UNDP(유엔개발계획)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UNDP 기여금 증액 및 자금 분담제 문제
●

J. Guijt 주한 UNDP 대표는 1990.12.28.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의 기여금(연간 100만 달러)은 GNP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니 최소한 200만 달러 이상의
증액이 필요함.
- UNDP 서울사무소가 한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개로 매우 저조하며, 한국은 향후 제3국을
지원하는 UNDP 사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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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인당 GNP 3,000달러 이상의 순 공여국(Net Contributor)에 포함되어 UNDP의
제5차 계획주기(1992~96) 중 한국에 배정되는 자금인 IPF(예상계획지표)의 대폭삭감이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 내 UNDP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됨.
- IPF의 대폭삭감 시 한국 내 UNDP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자금분담제
(Cost-Shar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자금분담제는 어느 한 나라가 UNDP에
별도 기여금을 지불하고 UNDP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임.
●

외무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개도국들의 희망을 감안하여 자금분담제를
통해 UNDP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함.

2. UNDP의 개도국 인사 초청 연수사업
●

1990.2.7.~9. 주한 UNDP 사무소는 ILO 연수사업으로 CHINCA(중국국제계약협회)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해외근로자 취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방문주선 등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방문을 주선함.

90-0903

UNEP(유엔환경계획) 화학물질 국제교역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지침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8 / 11 / 1-203

1989.5.25.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결정한 15-30호에 의거한 화학물질 국제
교역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지침 관련 내용임.
1. 화학물질 교역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지침 개요
●

주관: UNEP / IRPTC(유해화학물질 등록기구), FAO(식량농업기구)

●

목적: 화학물질 교역 시 정보교환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인 위해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 제고

●

정보교환 방법: 사전통고 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2. 외무부는 1990.5.23. UNEP 의견을 참조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PIC 담당 국가기관으로
상공부(무역국 수입과장)와 환경처(유독물질관리관)를 복수 지정하여 UNEP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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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04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제2차.
Nairobi(케냐), 1990.8.1.-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68 / 12 / 1-218

정부는 1990.8.1~3.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차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특별회의에 한수생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58개 집행이사국, 50여개 옵서버국,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

2. 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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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우선분야 설정 관련 토의

●

UNEP 역할 강화 방안 논의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준비

3. 한국대표단 활동
●

선발개도국으로서 환경우선분야별로 한국의 특수입장을 설명하고 환경관련 국제동향 파악

4. 주요 토의 의제
●

오존층 보호

●

기후변화방지협약 작성

●

생물학적 다양성

●

유해폐기물 국제교역 관리 및 처리

5. 평가
●

주요 의제인 환경우선분야, UNEP 기능･역할 강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PRECOM
회의 등에 관한 광범위한 토의를 전개하고, 특히 1990.8.6.~31.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차
PRECOM 준비회의에서 토의할 권고사항을 토의함으로써 1992년 UNCED 이전까지의 각종
국제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지침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90-0905

유엔에서의 환경문제 논의 일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13 / 1-117

1988~90년 중 유엔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 관련 국제사회 논의동향임.
1. UNEP(유엔환경계획) 주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8.9.22.
및 1989.1.1. 각각 발효됨.
2. UNEP는 1989.3.20.∼22. 스위스(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의 교역통제협약 채택 및 서명을 위한
전권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내용을 토의함.
●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설정

●

화학물질 교역에 있어서의 정보 교환

3. 제44차 유엔총회는 오존층 보호, 기후 보존, 사막화 방지, 유독물질 폐기 등 환경과 개발 간의
문제에 대해 집중토의함.
4. Perez 유엔사무총장은 1990.1.15.~19.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각국 정치･언론･
학술･종교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개발 관련 국제포럼’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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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06

인도지나 난민 문제 국제회의, 19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14 / 1-342

1989년 중 개최된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내용임.
1. 제1차 조정위원회(1989.3.7.~9., 쿠알라룸푸르)
●

참가국: 29개 유관국 대표 및 UNHCR(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

주요 토의내용
-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원칙 선언 초안 및 CPA(포괄적 행동계획) 작성
- 인도차이나 난민 영해 도착 시 처리방안
- 난민 지위에 관한 기준일(1989.3.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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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조정위원회(1989.4.19.~20., 제네바)
●

참가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조정위원국, 베트남 난민 관련 8개국, 한국과 싱가포르
등 2개 옵서버국

●

주요 토의내용
-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CPA 내용 중 난민 재정착 문제
- 임시 상륙국에서의 난민 범죄행위 처리 문제
- 임시 상륙국과 재정착국 간의 협력 문제

3. 제3차 조정위원회(1989.5.25.~26., 제네바)
●

참가국: 17개 조정위원국, 6개 옵서버국

●

주요 토의내용
- 난민접수, 비난민 본국송환, 재정착 문제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 해상난민 구조지침

4.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1989.6.13.~14., 제네바)
●

참가국: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아세안 및 베트남 등 40여 개국
- 한국은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가 수석대표로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원칙 선언문 및 CPA 채택
- 난민수용소 설치 및 인도차이나 난민 기금 설립문제
- CPA 이행 추진 운영위원회 구성

90-0907

인도지나 난민 문제 국제회의, 199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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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개최된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내용임.
1. 제3차 인도차이나 난민운영위 속개회의(1990.1.23.~24., 제네바)
●

참가국: 15개 운영위원국, 한국 등 13개 옵서버국 및 ICM(현 IOM(국제이주기구))

●

주요 토의내용
- 비 난민 본국 송환
- 해상에서의 난민구조 원칙
- CPA(포괄적 행동계획) 운영에 관한 예산확보

2. UNHCR(유엔난민기구) 인도차이나 난민운영위 제1차 비공식 실무협의(1990.3.13., 제네바)
●

참가국: 15개 운영위원국, 옵서버국 관계관

●

주요 토의내용
-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해결 CPA 이행 상황 점검
- 자발적 본국 귀환 난민에 대한 보호 및 재정지원 문제
- CP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여금 추가 확보

3. UNHCR 인도차이나 난민운영위 제2차 비공식 실무협의(1990.5.17.~18., 마닐라)
●
●

참가국: 15개 운영위원국 및 옵서버국 등 26개국
주요 토의내용
- 베트남 정부의 난민 불법 유출문제 및 적법한 이주계획
- 피난처 제공 및 난민 지위 결정문제
- 난민 재정착 및 송환문제

4. UNHCR 도쿄사무소장 방한(1990.7.1.~4.)
●

Christopher J. Carpenter UNHCR 사무소장은 방한기간 중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국제기구
조약국 심의관을 면담하고 비 난민 판정자들의 본국 송환 및 영해 도착 난민 접수 문제, 부산
난민수용소 수용 난민의 송환 문제 등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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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08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16 / 1-109

1988~90년 중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소속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Christopher Carpenter UNHCR 도쿄사무소장 방한(1988.6.21.∼24.)
●

방한 목적: 서울올림픽 기간 중 망명자 처리 및 베트남 난민 정착 문제 협의

●

주요 일정: 외무부 제1차관보 및 정보문화국장 면담, 대한적십자사 방문

2. Danis McNamara UNHCR 법률담당관 방한(198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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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목적: 한국 정부 대상 인도차이나 난민 국제회의 채택 CPA(포괄적행동계획) 설명

●

주요 일정: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영사교민국장 면담

3. Pierre Fontaine UNHCR 베이징 사무소장 방한(1990.10.24.)
●

방한 목적: 대한적십자사 주최 국제인도법 세미나 참석 및 부산수용소 내 중국인 수용자(87명)
본국 송환 문제 협의

●

주요 일정: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면담,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제

90-0909

WCEFA(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
Jomtien(태국), 1990.3.5.-9.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8 / 17 / 1-178

정부는 1990.3.5.~9. 태국 Jomtien에서 개최된 WCEFA(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에 신세호 한국교유개발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WCEFA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1990.1.22.~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회의 목적
- WCEFA 본회의(3.5.~9., 태국 Jomtien) 개최 시 상정될 세계헌장 및 행동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

기본 훈령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실현에 관한 한국 경험과 향후 추진방향 소개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실현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파악

2. WCEFA 본회의(1990.3.5.~9., 태국 Jomtien)
●

회의 목적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세계헌장 및 행동 계획 채택

●

파견 목적
- 교육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경험을 세계 각국에 소개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국을 홍보하고,
각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

기본 훈령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실현에 관한 한국 경험과 향후 추진방향 소개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실현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파악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안) 및 기본교육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계획(안)에
대한 한국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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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10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69 / 1 / 1-96

1990년 중 유니세프의 한국내 활동 관련 내용임.
1. 1990~93년 유니세프 대한국 사업 중점 분야(19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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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주간 탁아시설 개발 지원

●

불우아동 보호, 아동학대, 무관심 방지를 위한 국민 계도

●

아동권리협약 인식 확산 및 동 협약 가입 비준 추진

●

모유 양육 권장

●

환경문제 및 산업공해(아동보건 주요 유해 요인)

●

아동･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촉진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 및 발전 도모

●

1990~93 사업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시혜국으로 완전 전환

2. R. Diaz 유니세프 한국 상주대표는 1990.2월 외무부로 1990~93년간 시행될 유니세프 대한국
사업계획 개요를 송부해옴.
●

사업분야 및 예산
- 조기 아동개발(40만 달러)
- 아동보호 및 홍보활동(100만 달러)

3. 정부는 1990.3.8. 아래와 같은 탁아사업 연구계획서 개요를 유니세프에 제출함.
●

사업명: 한국의 탁아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

●

주관기관: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

재정후원: 유니세프

●

사업수행기관: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사업기간: 1990.1~93.12월(4년)

●

사업내용
- 전국 탁아수요 및 기초자원 조사 연구
- 표준 탁아 모형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 종합적 탁아 운영체제 수립
- 국제 및 국내 탁아 세미나 개최
- 탁아 프로그램 해외 보급

90-0911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90.4.16.-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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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4.16.~27. 뉴욕에서 개최된 1990년도 유니세프 집행이사회에 박쌍용 주유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명칭: 1990년도 회기 유니세프 집행이사회
2. 참가국: 한국을 비롯한 41개 유니세프 집행이사국 등 120여 개국(북한은 불참)
3. 주요 의제
●

세계아동정상회의(World Summit for Children)

●

아동권리협약 조기 발효

●

유니세프 사업 계획 심의 승인
- 아프리카: 25개국 및 남아공 내 아동 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계획
- 중남미: 17개 사업계획
- 아시아: 한국 등 10개 국별 사업계획

●

국제아동발달센터(이태리 피렌체 소재) 활동보고서

●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 문제

4. 한국대표단 참가 목적
●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니세프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이해 표시

●

집행이사회 상정 유니세프 한국 국가계획(1990~93년간) 토의 시 한국 정부 입장 설명

●

한･유니세프 관계를 원조기구와 수혜국 관계에서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 요청에 대한 입장 표명

●

1990.9.29.~30. 개최 예정 “세계아동정상회의(World Summit for Children)” 추진 현황 및
타국 참가동향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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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12

WFP(세계식량계획) / CFA(식량원조정책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 검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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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한국의 WFP(세계식량계획) / CFA(식량원조정책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 검토와
관련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8.27. 주이탈리아대사관에 WFP CFA 이사국 진출 검토를 위한 사항 파악을
지시한바, 주이탈리아대사관은 8.31.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중국은 차기에도 계속 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입후보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없으나 태국, 필리핀이 예상되는 경쟁 입후보국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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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A 이사국이 되는 경우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개도국의 식량원조 서약액을 자발적으로
증액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2. 외무부는 1990.9.11.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1990년에는 CFA 이사국에 입후보 하지
않고 1991년에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

90-09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상주대표부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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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중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상주대표부 설치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년도 재외공관 감사 결과 시정 조치사항 가운데 하나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에 관해 1989.11월 교통부와 협의하고 부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몬트리올
주재 ICAO 상주대표부 설치여부를 검토함.
●

설치 필요성
- 항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ICAO 업무에 대한 포괄적 훈련을 통한 항공전문가 양성

2. ICAO 상주대표부 설치안
●

대표 및 외무부 주재관 1인, 교통부 주재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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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1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8차. Montreal,
1990.10.22.-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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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10.22.~26.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8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 총회에
최성홍 주몬트리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목적
●

항공기 소음규제 관련 한국입장 반영

●

일본･중국 항로 개설 관련 국익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
및 ICAO 측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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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의제
●

상임이사국 재조정(33개국에서 36개국으로 증석)

●

항공기 소음공해 대책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이라크의 쿠웨이트항공기 강제소유 규탄 결의문 채택

3. 회의 결과
●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에 따른 쿠웨이트항공기 강제사용 규탄 결의문 무투표 채택
- 결의문 내용: 쿠웨이트 민항기를 압수, 이라크 항공기로 도색 사용하는 이라크의 행동을
규탄하고 이라크 민항기 부품 지원 및 거래 금지

●

ICAO 이사국을 36개국으로 증석하기 위한 개정의정서 서명

●

Chapter2 해당 항공기의 2002.4.1.자 퇴역 합의

90-09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7차. Montreal,
1990.3.27.-4.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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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회의가 1990.3.27.~4.12. 몬트리올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탐지가능 폭발물 표시 문제

●

법률위 의장단(의장1인, 부의장 4인) 재선출

2. 회의 결과
●

탐지가능 폭발물 표시 문제 관련, 최종 초안을 채택하고 ICAO 이사회로 송부
- 동 초안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1991년 상반기경 국제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
회부될 전망

●

법률위원회 의장단 선출
- 의장: Mr. Anwar(파키스탄)
- 부의장(4인): Mr. Garland(페루), Mr. De la Verpilliere(프랑스), Mr. Tahou(코트디부아르),
Mr. Capek(체코)

●

몬트리올 의정서 3, 4를 의제로 다룬 후 각 회원국의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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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16

Assad Kotaite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 방한,
1990.7.17.-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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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d Kotaite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1990.7.17.~21. 방한함.
1. 방한 목적 및 경위
●

일본･중국 직항노선(남북한 영공통과) 개설 협의를 위해 관계 당사국인 한국, 중국, 북한, 일본을
순방함.

●

Kotaite 의장은 1989.10월 ICAO 총회 시 도쿄-서울-평양-베이징 상공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을
남북한 및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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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예방

●

판문점 시찰

3. Kotaite 의장 순방 결과
●

ICAO 측은 Kotaite 의장의 남북한, 중국, 일본 4개 당사국 순방 결과 모든 당사국이 일본･중국
직항노선 개설에 찬성한다고 평가하고 동 문제의 관건인 남북한 당사자 간 직접 협의주선을 제의함.

●

ICAO 전문가의 남북한 방문을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 후 ICAO 특별총회(1990.10.22.~26.,
몬트리올)에서 ICAO･4개 당사국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

90-0917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선거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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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선거 동향임.
1. 1988.12.31. Srivastava 사무총장 사임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 직위에 캐나다, 가나,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 후보가 입후보함.
2. 제62차 IMO 이사회(1989.6.5.~9.)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William O'Neil 캐나다 후보가 32개
이사국 중 18개 국가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됨.
●

O'Neil 당선자는 1989.10월 제16차 IMO 총회의 인준을 거쳐 1990.1.1.부터 4년 임기의
IMO 사무총장직에 취임함.

3.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은 1990.1.25. O'Neil 사무총장을 예방하여 한국 정부를 대표해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한국과 IMO 간 지속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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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18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문제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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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9년 중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진출 필요성
●

1983.11월 제13차 IMO 총회시 이사국으로 출마하여 실패한 적이 있으나, 수송량 및 선박
건조량 증대 등 한국 해운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IMO 및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됨.
- 1989년 현재선박보유량 세계 13위, 해상 교역량 세계 14위, 세계 제2위의 조선량으로 주요
해운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해사분야에서의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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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회원국 중 12번째의 분담금(88년 분담금: 약 28만 달러) 지불국임.
●

해상충돌, 해상오염, 해상 불법행위 방지 등과 관련하여 중대사건 발생시 IMO를 통해 신속한
처리 대책 강구가 가능함.

2. IMO 이사국 및 회원국들 반응
●

Srivastava 전 사무총장, Mensah 사무차장 등 사무국 관계자 및 많은 회원국들은 한국의 해운
분야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미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이사국 입후보 진출 전망
●

88올림픽 개최후 고양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따른 각종 국제기구 내 요직 진출(총회 의장 등
진출 실현)을 바탕으로 1991년도 IMO 진출 가능성이 증대됨.

●

세계 해운분야에서의 한국의 비중과 분담금 등 IMO 내 기여도에 비추어 한국의 진출 당위성은
회원국들에 의해 인정받음.

4. 이사국 입후보 지지 획득 전략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 차장과 협의

●

이사국 입후보 신청후 종합적인 이사국 진출 지지교섭 계획 수립 및 재외공관과 IMO 자체의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전개

●

외교채널 외 항만청과의 유대관계, IMO 산하 국제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을 졸업한 한국
관계자들의 동창관계 등 개인적 친분 관계도 활용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교섭 자원 동원

90-0919

IMO(국제해사기구)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9.4.17.-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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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4.17.~28.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주최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68개 정(준)회원국, 1개 유엔전문기구, 2개 정부간 기구 및 19개 비정부간 기구

2. 주요 토의내용
●

국제해난구조협약 초안 심의

●

구조작업, 구조 선박, 재산, 환경피해 등 해난구조협약 용어 정의

●

군함 또는 정부소유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협약 적용 범위

3. 회의 결과
●

국제해난구조협약 체결 합의

4. 국제해난구조협약 가입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을 위한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은 가입 필요성 및 가입 효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가입 필요성
- 선박의 대형화로 선복량 증가
- 해상수송물량 급증 및 해난 피해 증가 추세
- 200마일 이상 원해(遠海)에서 해난사고 발생 시 미국･일본에 대한 의존도 과대

●

가입 효과
-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작업의 전개로 피해액 감소
- 해운, 수산업의 간접적 진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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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20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64차. London,
1990.6.11.-15.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69 / 11 / 1-13

정부는 1990.6.1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64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참가국: 32개 이사국, 20개 비이사국, 4개 유엔전문기구, 3개 정부간 기구

2. 주요 토의내용
978

●

여객선 안전문제

●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체결

●

유해물질피해보상협약 체결

●

해양환경위원회 보고서 검토

3. 한국대표단은 IMO 이사회 참가 보고서에서 세계 2위 조선국으로서 국제해사협력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1991년 총회에서 IMO 이사국 출마 추진을 건의함.

90-0921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69 / 12 / 1-171

1990년 중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0차 컨테이너 및 화물 소위원회(1990.1.22.~26.)
●

대표단(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참가 목적
- IMO 및 ISO의 통일컨테이너 기준과 화물적부 및 고막에 관한 안전실무코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사정책에 반영

●

주요 의제
- 화물종류에 따른 세부 안전지침 및 안전보증서제도 도입
- 갑판적 목재화물 안전실무코드 개정
- IMO 및 ISO 컨테이너 기준

2. 제21차 구명설비, 수색 및 구조 소위원회(1990.3.19.~23.)
●

주요 의제
- 해상인명 안전협약의 구명정에 관한 사항
-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
- Torremolinos 어선안전협약 개정

3. 제33차 선박설계 및 의장 소위원회(1990.4.23.~27.)
●

주요 의제
- 화재 예방 및 종사원의 안전을 위한 카페리선 화물구역의 통풍 요건 및 공기 순도 규정
- 구명정 설치 높이에 대한 제한 검토(수면상 13.5미터 이내)
- 비상발전기의 작동여건 강화

4. 제36차 항해안전 소위원회(1990.9.3.~7.)
●

주요 의제
- 선박의 항로(통항분리방식 검토)
- 해도자료의 요건, 해도 표시방법 등 전자해도방식의 지침 검토
- 선원 수 감소 보완을 위한 정보장비 개발
- 1인 항해 당직사관제도 도입 검토
- 항해 중 동력선의 장등 설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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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22

IMO(국제해사기구) / SLF(복원성･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4차. London, 1990.2.19.-23.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69 / 13 / 1-87

정부는 1990.2.19.~23.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IMO(국제해사기구) / SLF(복원성･만재
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980

●

원목선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 개정 추진 시 한국입장 반영

●

획일성 기준 결정을 배제하고 선박크기에 따른 적정 GM값 권고(선폭의 1.5~3%)

●

선박의 크기에 따른 복원성의 상대적 변화 분석자료 제출

●

1977년 어선안전협정 개정의정서 채택 시 한국입장 반영

2. 주요 의제
●

현행 일부선박(여객선, 원목선 등)에 한정된 복원성 기준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개발

●

충분한 예비부력 확보, 과적 방지 적재량 제한 등 원목선의 복원성 검토

●

1977년 어선안전협정 개정 의정서 심의

3. 정부 훈령
●

대표단은 SLF 소위원회 회의에서 분야별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입에 관한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훈령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회원국 간의 협력관계증진을 도모할 것

●

한국이 제안한 원목선 안전운항 권고안 심의 시 한국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원
국들을 설득하고, 어선안전협약 개정을 위한 의정서 채택 논의 시 한국의 제안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은 본국 훈령에 따라 한국 측 제안문서를 제58차 MSC 회람문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

제안 당시 다수국가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한국 측 대표단이 채택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역설한 결과 한국 측 안을 문안수정 후 심의하기로 합의함.

●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대표와 같이 문안수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수정안을 작성
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의 대표들을 설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 수정안을 제58차
MSC 회람문서로 채택하기로 결정함.

●

동 수정안은 당초 한국이 제안한 내용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권고내용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이 제안한 문서가 IMO 회의에서 최초로 국제적 안전지침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양함.

90-0923

IMO(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29-30차.
London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69 / 14 / 1-170

1990년 중 제29~30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29차 회의(1990.3.12.~16.)
●

정부대표: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참가 목적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해양환경오염방지 신 제안내용 및 협약제정의 동향 파악

●

주요 의제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 / 78 및 기름기록부에 대한 통일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 / 78 부속서 시행과 오염 개념을 포함하는 IMDG CODE 개정
- 산적 유해 고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와 MARPOL 73 / 78의 새로운 부속서 개발가능성 검토
- 오염협약의 시행
- 검사 및 증서의 조화제도
- MARPOL 73 / 78 부속서 특별해역 지정에 관한 지침 개발을 포함한 해양오염 민감해역 식별
- 연료유 품질을 포함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2. 제30차 회의(1990.11.12.~16.)
●

정부대표: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참가 목적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해양환경오염방지 신제안 내용 및 협약 제정 동향 파악

●

주요 의제
-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 현황
- 본선기름유출 대응계획과 관련된 MARPOL 73 / 78의 통일해석 및 개정
- 남극조약구역의 특별해역 지정
- 기관구역으로부터의 기름오염방지(유수분리기, 감시장치, 연료유 찌꺼기 등)
- 항세부과 시 SBT 탱크의 톤 수 측정에 관한 권고
- 산적 유해 고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 연료유 품질을 포함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 유해한 해양유기체를 함유한 밸러스트의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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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24

IAEA(국제원자력기구) 체르노빌 국제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 Vienna, 1990.2.23.-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3 / 1-174

정부는 1990.2.23.~26.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체르노빌 국제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에 전풍일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설립 목적
●

체르노빌 원전사고 현장의 반경 20Km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후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

동 연구결과의 회원국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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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야
●

원자로, 손상 원자력시설 제염, 방사선 안전, 환경연구(농업분야 포함) 등

3. 참가국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소련 등 22개국

4. 회의 결과
●

IAEA 사무국과 소련이 작성, 제출한 연구센터 설립 초안 토의

●

1~2개월 이내 각국의 관심 있는 연구프로젝트를 IAEA 사무국에 제출

●

체르노빌 현장 방문을 위한 분야별 계획수립

5. 1990.9.1. 비엔나에서 IAEA 사무총장과 소련 원자력부장관 간에 체르노빌 국제연구센터 설립
협정을 체결함.

90-092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4차. Vienna,
1990.9.17.-2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4 / 1-271

정부는 1990.9.17.~2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정근모
과기처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91년도 연례보고서 심의 및 이사국 선출

●

기술지원 및 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서약

●

이스라엘의 핵무기 제조능력 및 위협

●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

남아공의 핵무기 제조능력

2. 정부 훈령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이 IAEA 안전조치협정을 조속 체결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교섭할 것

●

각국 대표 및 IAEA 사무국 인사를 접촉, 친선유대를 강화하고 원자력분야 기술협력증진을
도모할 것

3. 회의 결과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재정립

●

체르노빌 원전사고 영향조사 및 원전 안전성 검토 지원

●

안전성이 개선된 차세대 원자로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것에 합의

4. 특이 사항
●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총회 기간 중 Amrollahi 이란 부통령 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한･이란 원전협력에 대해 논의함.

●

정근모 장관은 총회 참석 전 1990.9.14.~15. 프랑스를 방문하여 한･프랑스 간의 과학기술장관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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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26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 Hague,
1989.11.6.-7.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5 / 1-103

네덜란드 정부 주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가 1989.11.6.~7.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69개국 및 11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은 이동진 주네덜란드대사대리 참석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선언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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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제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 방안
- 온실효과 유발 CO2 배출 규제, 오존층 파괴물질(CFC, 염화플루오린화탄소, 일명 ‘프레온가스’)
사용 철폐, 기후협약 초안 작성, 열대삼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

3. 회의 결과
●

CO2 배출 규제 관련
- 늦어도 2000년까지 가능한 신속히 CO2 배출 수준 안정화 모색
- 차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회의 및 1990.11월 제네바 개최 제2차 세계기후
회의에서 CO2의 안정화 수준 검토

●

CFC 규제
- 선진국에 대해 2000년까지 CFC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촉구

4. 평가
●

세계 기상환경 악화에 대한 범세계적 인식 고취에는 기여하였으나 CO2 주요 배출국인 미국,
일본, 영국, 소련과 조기 규제 찬성국인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 캐나다, 독일의 입장 대립으로
구체적인 CO2 규제 일정 합의에는 실패함.

●

금번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는 에너지 소비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CO2 배출 규제에 대해 최초의 정치적 기본합의를 도출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음.

90-0927

기후협약 제정 준비회의. Geneva, 1990.9.24.-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6 / 1-133

정부는 1990.9.24.~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협약 제정 협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
그룹회의에 김종훈 주제네바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66개국 정부대표, 5개 국제기구 대표, 9개 NGO 대표

2. 주요 토의 내용
●

기후협약 협상회의 원칙, 회의 장소, 회의 조직(의장단 및 소그룹 편성)

3. 회의 결과
●

기후협약 제정을 위해 1991.2월 워싱턴 개최 제1차 기후협약 협상회의를 시작으로 1992.6월까지
총 5차례의 국제협상회의를 개최하고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 및 개발회의(1992.6월)에서
세계기후협약의 최종 체결을 목표로 하는 원칙에 합의함.

4. 정부는 세계기후협약 제정 협상 대비 기후협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대책위원회: 경제기획원(총괄), 외무부, 환경처, 동자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농수산부,
재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로 구성

●

기본 입장
-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 적용 예정인
CO2 배출량 규제 시한 지연 및 기준 완화
- 선진국 대상 규제 조치 우선 실시, 개도국 대상 규제 조치는 점진적 실시
-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선행
- CO2 배출량 규제 기준은 GNP 개념이 아닌 1인당 배출한도 방식 채택
- 선발개도국(신흥공업국)의 경우,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CO2 배출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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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28

세계기후회의, 제2차. Vienna, 1990.10.29.-1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7 / 1-370

정부는 1990.10.29.~1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기후 각료회의에 이상옥 주제
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용대 중앙기상대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세계기후회의는 10년 만에 개최되는 범세계적 국제기상･환경회의로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각종 환경관계 회의에서 협의해 온 내용을 종합하여 분야별 전문가 회의,
각료급 회의 등을 거쳐 선언문과 실천계획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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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훈령
●

기상변화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구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1991년부터 시작되는 세계기후변화협약 제정 협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CO2 배출 규제, 재정 및 기술지원 문제에 관해 선발개도국으로서 개도국들과 같이 가능한
최대한의 협약 적용 유예기간과 선진국들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요지
●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 공동의 협력을 강조하는 각료선언문의 취지를 지지함.

●

기후변화문제 해결은 선진국들이 책임을 갖고 주도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성급한 기후협약 및 부속의정서 제정은 남･북 간의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개도국의 온실가스 규제는 스스로의 경제능력에 맞추어 줄여 나가도록 배려하고 초기 산업화
단계에 이를 때부터 의무적으로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도국들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협약 적용에 대한 유예가 요구됨.

●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CO2 배출규제를 위한 에너지 감축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진･개도국 간 형평원칙에 따라 신흥공업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함.

90-0929

세계기후회의, 제2차. Vienna, 1990.10.29.-11.7.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8 / 1-166

1990.10.29.∼1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기후회의의 주요국 입장 및 결과임.
1. 참석자
●

7개국 국가원수 및 수상(요르단 국왕, 스위스 대통령, 영국, 프랑스 수상 등)과 49개국 각료 포함
총 137개국에 900여 명 참석

2. 주요국 입장
●

서구지역 국가 및 일본 등 선진국은 2000년 또는 늦어도 2010년까지는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감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은 미온적 태도를 견지함.

●

개도국들과 소련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조치에 반대하는 한편, 비상업적 차원에서 기술이
전과 신규 재정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함.

3. 회의 결과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일반적 원칙 선언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으나 CO2 감축에 대한
특별한 목표설정에는 실패함.

●

1991.2월 개최되는 워싱턴 환경회의를 시발점으로 CO2 배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
협약 제정 협상 개시 및 1992.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 및 개발회의에서 기후협약
체결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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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30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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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개최된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및 워크숍 관련 내용임.
1. 제10차 대기과학전문위원회(1990.4.17.~28., 독일 오펜바흐)
●

참석자: 정순갑 중앙기상대 예보국 기상기좌

●

주요 토의의제
- 전 지구대기 감시: 대기화학과 대기오염
- 기상예보와 열대기상 연구
- 구름물리, 구름화학 및 기상조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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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기상학 훈련 워크숍(1990.5.7.~26., 베이징)
●

참석자: 조하만 중앙기상대 기상연구관

3. 장기예보 훈련 워크숍(1990.10.8.~19., 난징)
●

참석자: 나충환 중앙기상대 기상기정

4. 제9차 항공기상전문위원회(1990.9.5.~28., 몬트리올)
●

참석자: 류필선 중앙기상대 항공기상 과장

●

주요 토의 의제
- 항공운항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 연구 및 조사
- 항공기상분야 국제협력 방안

5. 기본조직전문위원회 특별회의(1990.9.24.~10.5., 런던)
●

참석자: 성학중 중앙기상대 예보국장

●

주요 토의 의제
- WWW(세계기상감시) 관측망, 범세계 자료처리 체계, 범세계 기상통신망
- 세계기상감시 자료 관리 사업 일환인 기상관측 및 예보자료 표현법 검토, 개정

90-093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협력 자문위원 임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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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협력 자문위원 임명 관련 내용임.
1. 아태지역 교육협력 자문위원 추천 요청
●

유네스코 사무국은 1990.1.25. 아태지역 교육협력 자문위원회의 김란수 위원과 이성진 교체
위원의 임기 만료(1989.12.31.) 사실을 통보하면서 후임위원 추천을 요청함.
- 재임명 추천도 가능

2. 외무부는 1990.2.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동 위원으로 임명할 적격인사 추천을 요청함.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0.2.23. 외무부에 아래의 자문위원을 추천함.
●

정위원: 김란수(연세대 교수, 재임)

●

교체위원: 허운나(한양대 교수)

4. 외무부는 1990.2.2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후임자 추천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통보,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유네스코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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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3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 창설.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11 / 1-189

1989.6.21.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이 창설됨.
1. 창설 경위
●

유네스코는 국제적 문맹퇴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문맹
퇴치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미국, 일본, 소련, 이라크
등의 출연으로 4개상 운영).

●

외무부는 1988.12월 문맹퇴치상의 하나로 세종대왕상 창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유네스코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131차 집행위(1989.5.17.~6.23.)에 의제로 상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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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건은 1989.5.26.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프로그램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를 통과하고 6.21.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확정됨.

2. 개요
●

한국 정부가 상금 3만 달러 및 메달 제작비 등 관련 비용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공

●

수상 대상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회(국적을 달리하는 5인으로 구성)에서 선발

●

1990년부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매년 9.8.(문맹퇴치의 날) 수상자에게 상금 및 메달 수여

3. 의의 및 평가
●

상 명칭을 세종대왕상으로 함으로써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위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됨.

●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고유문자를 보유한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
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유엔이 ‘세계 문맹퇴치의 해’로 정한 1990년에 즈음하여 대표적인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
에서 문맹퇴치 공로상으로 세종대왕상을 창설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금번 세종대왕상 창설은 1987.12월 처음으로 한국인(윤석헌 외교협회장)의 유네스코 집행위
원으로의 피선과 1988.4월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문화외교
추진의 소산인 것으로 평가됨.

90-0933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 창설. 전3권 (V.2 각국에 대한 지지교섭)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12 / 1-90

1988∼89년 중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창설 관련 각국에 대한 지지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5.1. 유네스코 사무국이 세종대왕상 안건을 제131차 집행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방 집행위원국 정부 및 집행위원들에 대한 지지교섭을 시행하도록 해당공관에
지시함.
●

지지교섭 대상국 공관(33개)
-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벨기에, 독일, 아르헨티나, 요르단, 카메룬, 이탈리아, 인도,
트리니다드토바고, 세네갈, 인도네시아, 스웨덴, 브라질, 페루, 호주, 핀란드, 스위스, 케냐,
모리타니아, 베네수엘라, 스페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말라위, 소말리아,
파키스탄, 일본, 수리남, 카이로(총)

2. 우방 집행위원국 정부(33개)에 대한 지지교섭 시행 결과, 대다수 국가가 한국 정부의 세종대왕상
창설계획이 유네스코의 문맹퇴치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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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3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 창설. 전3권 (V.3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7-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0 / 13 / 1-71

1989.6.21.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창설 이후 정부의 조치사항임.
1. 유네스코 문맹퇴치의 해 기념배지 공여
●

유네스코 사무국은 1989.7월, 1990년 세계 문맹퇴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계 문맹퇴치사업 공로자에게 수여할 기념배지 10만 개를 한국이 제작, 공여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1989.8월 기념배지 10만 개를 유네스코에 공여하기로 결정하고, 배지 필요시기
및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1989년 중(제25차 총회 전) 우선 2만 개를 공여하고 잔여 8만 개는
1990년 초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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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네스코대표부는 10.12.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념배지 2만 개를 전달, 10.20.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념배지 2만 개를 161개 회원국 대표단과 및 각종 국제기구 대표에게 배포함.
- 주유네스코대사관은 1990.4.10. 유네스코 사무국에 세종대왕상 상금(행정경비 5천 달러 포함
3.5만 달러)과 문맹퇴치의 해 기념배지 8만 개를 전달함.

2. 세종대왕 치적 소개자료 제작
●

한국 정부는 1990.9월부터 매년 세종대왕상 시상을 계기로 세종대왕과 한글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을 전개하기로 함.

●

이를 위하여 세종대왕 치적 소개자료를 영어와 불어로 제작, 수상자, 수상대상자 선발 심사위원,
시상식 참석자 등 관련 인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해외공보관에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함.

90-093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4차.
Paris, 1990.5.9.-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1 / 1-470

정부는 1990.5.9.~18. 파리에서 개최된 제134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윤석헌 유네스코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총회 및 집행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집행위원회 내규 54조 문제(사무국 개편 시 사전협의를 무시한 사무총장의 인사개편안 발표)

●

지역안배 문제(아주그룹에 불리한 지역안배를 균형있게 적용 필요)

●

유네스코의 보편성 회복을 위한 조치 검토

2. 주요 결과 및 평가
●

유네스코 장래에 관한 주요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 예산절감 대책으로 금후 개최되는 총회 및 집행위 운영 개선방안 검토
- 사무총장의 인사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따라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
- 유네스코 보편성 확보 문제는 사무국의 기능과 사업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해결 모색

●

제134차 집행위에서 윤석헌 집행위원은 문화올림픽 창설 지지 발언
- 1989.10월 제25차 총회 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세계문화발전 10개년 사업계획’ 보고서에
문화올림픽 창설 제안
- 제134차 집행위는 사무총장의 축소 조정 사업계획안(문화올림픽 삭제)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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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3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5차.
Paris, 1990.10.8.-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2 / 1-64

정부는 1990.10.8.~26. 파리에서 개최된 제134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윤석헌 유네스코
집행위원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유네스코 집행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내 한국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

●

한･유네스코 간 협력강화 노력, 특히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유네스코 협력사업인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방송인 초청훈련사업, IIP 대개도국 컴퓨터 지원
사업, 실크로드 참여 및 세종대왕상 등에 관해 수시 언급, 한국의 유네스코 내 위치고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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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노력을 경주할 것 등

2. 주요 회의 결과 및 평가
●
●

1991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될 1992/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초안 심의
사무국 기구개편 및 인사 조치에 관한 평가를 중점 의제의 하나로 논의
- 사무총장의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노력 평가, 사무국 직원의 지역안배 문제, 집행위원 수당규정
개정문제를 주요 관심사항으로 논의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규탄 결의안 채택
- 쿠웨이트 내 교육･과학 및 문화시설 파괴행위 강력 비난

●

제136차 집행위(1991.5.21.~6.14.), 제137차 집행위(1991.9.30.~10.11.) 개최 합의

90-093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IIP(정부간정보학위원회)
회의, 제2-3차. Paris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3 / 1-240

1988~90년 중 제2~3차 유네스코 IIP(정부간정보학위원회)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제2차 IIP 회의(1988.10.3.~6.)
●

IIP는 제23차 유네스코 총회 결의에 따라 정보학 산업분야의 국제협력 증진과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1986.10월 창설된 기관으로 4년 임기의 33개 위원국으로 구성됨.

●

동 회의에서 발표한 각국의 공여계획(사무국 회의 최종보고서)
- 프랑스(신탁기금 100만 프랑, 기여금 10만 프랑), 아르헨티나(기여금 10,000달러), 독일(수개
사업 직접지원), 스페인(기여금 400만 달러 공여용의)

2. 제3차 IIP 회의(1990.11.27.~29.)
●

대표단(수석대표): 함태혁 주유네스코 대사 외 2명
- 1989.10월 제25차 총회에서 위원국으로 피선(재선)
- 한국은 1989년 및 1990년 각각 20만 달러씩 총 40만 달러를 신탁기금으로 지원

●

회의 결과
- 한국은 1991년 개도국 컴퓨터 지원사업에 20만 달러 지원을 발표
- 사업 우선순위 문제, 지역화 문제, focal point 조직 문제, 사무국 직원 강화, 재정문제 논의
- 3개의 권고안 채택(정보학 사업, focal point, 추가재원)

995

90-093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1차.
Paris, 1990.3.19.-2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4 / 1-320

정부는 1990.3.19.~2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네스코 IPDC(국제커뮤니
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IPDC 이사국으로서 동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의 국제조류를 파악하고,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대외협력활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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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국
●

IPDC 이사국(35개국), 옵서버국(22개국), 유엔기구(3개), 정부간 및 비정부간 대표(6개)

3. 주요 의제
●
●

IPDC 재정상황 토의와 신규기여금 표명
IPDC 운영방법과 절차
- 우선순위, 사업선정기준과 사업제출 절차

●

제1차 IPDC 중기 계획안 검토 및 신청사업 검토

4. 주요 회의 결과
●

1990년도 IPDC 신청사업 총 48개 사업을 심의하여 23개 사업 채택

●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1990년도 기여금 제공 의사 표명

●

북한 신청사업 미승인
- 북한 중앙통신사 통신시설 개수사업 중 일부인 20만 6천 달러 지원을 정부간 위원회에 제출
- 아주지역 5개 신청사업의 하나로 최하위 순위사업으로 결정되어 미승인

90-093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IBE(국제교육국) 회의,
제42차. Geneva(스위스), 1990.9.3.-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5 / 1-291

정부는 1990.9.3.~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IBE(국제교육국) 회의에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영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각료급 수석대표(49개국)를 비롯한 정부대표(123개국) 및 국제단체(49개) 참석

2. 회의 주제
●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3. 회의 내용
●

문맹퇴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4. 주요 회의 결과
●

회의 주제인 만인을 위한 교육에 대한 권고안 및 최종보고서 채택

●

제1회 세종대왕상 시상식 거행(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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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4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ICPES(체육및스포츠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7차.
Ottawa(캐나다), 1990.10.22.-26.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6 / 1-132

정부는 199010.22.~26.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7차 유네스코 ICPES(체육및스포츠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안효승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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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야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대화 경험

2. 주요 의제
●

선진･개도국 간 스포츠분야 대화경험 관련 의견교환

●

국제스포츠 교육헌장 검토 및 스포츠 약물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규약 2개 초안 검토

●

스포츠 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기금 문제

3. 주요 회의 결과
●

오타와 선언 및 최종보고서 채택
- 스포츠의 상업화 방지, 약물복용으로부터의 보호, 선진･개도국 간의 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
강화 등

●

참가국들은 컨센서스로 아래 사항을 권고 결의
- 스포츠분야 약물복용방지 강화를 위한 국제체육헌장 개정 및 별도 국제협약 추진
- 개도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의 국제체육발전기금 확대 노력 촉구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의 체육교육 및 스포츠 활동 강화
- 대중스포츠 확산을 위한 유네스코의 정보제공 활동 및 프로그램 수립 촉구

90-094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실크로드 사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1 / 7 / 1-314

1990년 중 시행된 유네스코 실크로드 사업 관련 내용임.
1. 유네스코 실크로드 사업
●

고대 동서양 문명교류사 재조명 사업으로 사막로, 해상로, 초원로, 알타이루트, 불교루트 등 총
5개로 탐사 사업

●

자문회의는 30명의 관계국 전문가로 구성, 한국은 고병익 교수 참가

2. 제2차 전체자문회의(1990.3.17.~19., 이라크 바그다드) 및 해상로 소위원회(1990.3.15.)
●

사막로, 해상로, 초원로 등 3개 탐사로 전체일정 및 각종 학술회의, 문화행사 계획 검토

●

실크로드 사업연장에 따른 세부 활동계획 재검토

3. 실크로드 사막로 탐사 소위원회 및 자문회의(1990.6.26.~28., 이탈리아 베니스)
●

중국 측의 사막로 탐사계획(1990.7~8월)과 사무국의 해상로 탐사계획(1990.10~91.3월) 제시

●

제4차 실크로드 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1990.9.22.~27., 이란 테헤란)
- 제1차 사막로 탐사 결과보고(1990.7.20.~8.23., 중국), 해상로 탐사 구성 논의

4. 한국 MBC의 실크로드 사업 참여(국제미디어팀 참여)
●

MBC와 유네스코 간 계약 체결: 1990.6.29. 50만 달러 기부
- 중국은 탐사로에 포함된 2개 지역이 핵 실험장, 소수민족분규 및 국경분쟁으로 민감한 지역
이므로 참가국 각 3명의 촬영팀 파견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임.
- MBC 측은 50만 달러의 기여금 제공으로 사막로는 물론 실크로드 전사업에 참여
- TV 취재팀 참여(CCTV, ASAHI TV, MBC TV 등)

5. 실크로드 사업 탐사 일정
●
●

사막로 제1차 탐사(시안-카슈가르): 1990.7.20.~8.23.
해상로 탐사: 1990.10.22.~91.3.9.
-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16개국 21개 항구 순방

●

한국의 해상로 탐사 일정: 부산(경주)이 동해상로 답사일정에 포함
- 1991.2.22.~26. 경주에서 세미나, 전시회 등 실크로드 관련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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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4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2차. Geneva,
1990.9.24.-10.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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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9.24.~10.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에
이승환 특허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WIPO 사무총장 개선 문제
●

제12차 WIPO총회(1990.9.24.~10.1.)에서 개선 예정

●

사무총장 후보자
- Bogsch 현 사무총장(미국인, 1963년 이후 계속 연임)
- Fortini 이탈리아 외무부 지재권협약 실장

1000
●

주요국의 입장(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
- Bogsch 현 사무총장의 장기 재임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능력면에서 재선 지지입장

●

한국의 입장
- 이탈리아 측은 자국후보 지지 요청(1990.2.6.~9. 이탈리아 후보가 방한하여 지지 요청)
- 현 사무총장을 능가하는 후보자가 없어 Bogsch 현 사무총장 지지

2. 제12차 WIPO 총회(1990.9.24.∼10.1., 제네바)
●

참석자: 정부대표(60개국), 정부간 기구(9개) 대표, 비정부간 기구(4개) 대표

●

차기 사무총장 지명(컨센서스)
- Bogsch 현 사무총장이 4년 제한 임기의 사무총장으로 지명

●

주요 회의 결과
- 특허 관련 파리협약 보완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의 1991.6.2.~28.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를 결정
- INPADOC(국제특허문헌센터) 관련 오스트리아와 WIPO 간 협정 수정
- 마드리드 동맹, 로카르노 동맹, PCT 동맹, 부다페스트 동맹 관련사항 의결
- 기타 WIPO 신청사 건립문제 등 논의

90-094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저작권법 모델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 Geneva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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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90.7월 중 제1~3차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 저작권법 모델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전문가 회의(1989.2.20.~3.3.)
●

참석자
- 42개국 정부대표, 31개 저작권 관련 민간기구 대표 약 100여 명
- 한국 대표: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특허청 주재관

●

토의 내용
- 법 제정 필요성, 베른조약 보완 필요성, 인접권 포함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2. 제2차 전문가 회의(1989.11.6.~10.)
●

참석자
- 49개국 정부대표, ILO(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C(구
주공동체) 집행위 등 국제기구 대표, 18개 국제 NGO 대표
- 한국 대표: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특허청 주재관

●

저작권법 모델규정에 대한 전문가 회의 토의 계속

3. 제3차 전문가 회의(1990.7.2.~13.)
●

대표(수석대표)
- 최경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

토의 결과
- 개도국들은 모델법 제정을 주장하고, 미국･영국･독일(구 서독) 등 선진국은 새로운 규정을
모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모델법안 구체적 토의: 시청각 저작물, 저작자, 집합저작물, 컴퓨터 선출저작물, 보호대상
일반 및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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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4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법 규정조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8차. Geneva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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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제8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8차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본회의(1990.6.11.~22.)
●

대표단(수석대표)
- 이승환 특허청 차장

●

주요 내용
- 전문가 회의에서 특허법 통일화에 관해 토의된 것을 기초로 WIPO 사무국이 작성한 조약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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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국의 입장 및 수정안 수렴(조문별 토의)
- 특허보호 제외, 실체 심사시한, 출원공개 등 특허의 핵심적 사항 논의
●

특허법 통일화 조약체결 외교회의 준비회의(1990.6.19.~22., 제네바)
- 외교회의(1991.6.3.~28.,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성 및 투표권 행사, 신임장 및 전권위임장,
정족수, 의결방식, 언어 등 토의

2. 제8차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속개회의 및 외교회의 준비회의(1990.10.29.~11.9.)
●

대표단(대표)
-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WIPO 주재관

●

주요 내용
- 전문가회의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조약안의 잔여 조항에 대해 추가 토의
-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선 사용자 권리, 청구범위와 보호범위의 해석, 특허기간 등 토의

●

특허법 통일화 조약체결 외교회의 준비회의 결과
- 외교회의 구성: 파리협약 가맹국, WIPO 가맹국,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기구
- 투표권은 파리협약 가맹국에만 부여

90-0945

IRRI(국제미곡연구소) / CGIAR(국제농업연구협의단)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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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0년 중 IRRI(국제미작연구소)와의 협력과 한국의 CGIAR(국제농업연구협의단)
가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IRRI와의 협력
●

IRRI은 1960.4월 설립된 필리핀 소재 국제농업연구단 산하 연구소로 쌀의 생산재배 및 이용에
관한 연구와 신기술 보급 목적

●

한국은 통일벼 개발,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수생 파견 등 혜택을 받음.
- 농진청 예산으로 연간 12만 달러를 분담금으로 기여(1990년)

●

IRRI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CGIAR 가입을 요청함.

2. CGIAR 가입 추진
●

CGIAR은 개도국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13개 농업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1971.5월
설립됨.(사무국: 미국 워싱턴)
- 26개국 회원국, 12개 국제기구, 4개 재단으로 구성

●

한국 농촌진흥청과 협력중인 CGIAR 산하 연구소
- IRRI(국제미작연구소): 필리핀 소재, 1968년부터 협력사업 진행
- CIMMYT(국제옥수수밀연구소): 멕시코 소재, 1976년부터 협력사업 진행
- CIP(국제감자연구소): 페루 소재, 1975년부터 협력사업 진행
- IIAT(국제열대농업연구소): 나이지리아 소재, 한국인 전문가 근무
- CIAT, ICRISAT, IBPGR 등과도 협력

●

IRRI 및 CGIAR의 한국 가입에 요청에 따라 농업진흥청은 가입을 추진 중임.
- 가입 시 분담금 5만 달러 부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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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4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파견
생산연도

1984-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 / 1-153

1984~90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파견 관련 내용임.
1. FAO는 1984.10.29. 개도국 잠업기술개발 전문가 파견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농수산부는 1985.1.17. 임수호 잠업시험장 잠업연구관, 채대석 국립생사연구소 농림기좌 등
잠업전문가 6명을 주이탈리아대사관을 경유하여 FAO에 추천

2. FAO는 1984.12.7. 마영일 농진청 잠업시험장 농업연구관의 1985.1~12월간 베트남 파견을
1004

지명 초청함.
3. FAO는 1985.11.29. 수리남 파견 농산물가격 전문가 추천을 한국 정부에 의뢰함.
●

농수산부는 1986.1.4. 김형화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를 추천

4. FAO는 1985.3.26. 박광의 서울농대 교수의 파키스탄 산림청 파견근무 연장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5. 산림청은 1985.4.16. FAO의 임업교육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에 따라 박태식 서울농대
교수를 추천함.
6. FAO는 1985.8.2. 짐바브웨 잠업개발 자문관 파견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농수산부는 8.12. 이호주 강원대 교수의 짐바브웨 파견을 결정하고 관계부처인 문교부의 동의를
획득함.

7. FAO는 1985.12.6. 스리랑카 중앙잠업연구소에서 FAO 수석기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병호 농수산부 농림기정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요청함.
8. FAO는 1986.5.14. 임종성 경북대 교수를 FAO 잠업전문가(P-4)로 채용하기로 결정함.
9. FAO는 1989.1.13. 국수제조 식품전문가 추천을 한국 정부에 의뢰함.
●

농수산부는 3.22. 오영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국수 및 빵제조 전문가)을 추천

10. FAO는 1990.9.13. 방콕 아태지역사무소에서 FAO 전문요원으로 파견근무 중인 이명수
농림수산부 서기관의 파견기간 연장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농수산부는 10.10. 이명수 서기관 파견기간 연장 동의서를 FAO 측에 송부

90-094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상주대표
임명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2 / 1-47

1989~90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상주대표 임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7.15. 김석규 주이탈리아대사를 FAO 상주대표 및 IFAD 대표로 임명하고 신임장을
수여함.
●

김석규 대사는 FAO 사무총장(8.30.) 및 IFAD 총재(8.7.)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외무부는 IFAD의 상주대표단 도입 제도에 따라 1990.5.26. 김석규 대사를 신임 IFAD 상주대표로
임명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장을 송부함.
●

외무부는 5.29.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IFAD 상주대표단 부대표, 농무관보를 교체대표로
등록하는 것을 승인

1005

90-094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물 교역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3 / 1-69

1988~90년 중 제2~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물 교역위원회가 로마에서 개최됨.
1. 제2차 수산물 교역위원회(1988.10.24.~28.)
●

참석자: 65개 FAO 회원국 및 소련 대표(북한은 불참)
- 한국 대표: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주요 토의 의제
- 최근 세계 수산물 교역 동향
- 개도국간 수산물 교역 확대

1006

- 수산물 교역에 있어 위생 및 품질에 관한 규정
- 수산물 시장의 확대 개발
- 수산 관계 상품 및 시장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2. 제3차 수산물 교역위원회(1990.9.4.~7.)
●

참석자: 54개 FAO 회원국,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EC(유럽경제공동체) 등 옵서버
- 한국 대표: 원광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주요 토의 의제
- 수산물 교역 현황 보고
- 상품 일반기금에 대한 논의
- 일반기금에 제출한 활동계획

90-094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98차. Rome,
1990.11.19.-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4 / 1-202

정부는 1990.11.19.~30. 로마에서 개최된 제9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김태수 농수산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이사국(49개국), 옵서버국(50여 개국), 국제기구 대표(35개)

2. 파견 목적
●

FAO를 통한 식량농업분야에서의 이사국간 협력증진과 국제식량 농업정책 조정에 있어 한국입장
반영

●

국제식량농업분야 국제동향 파악 및 기술교환 협의

3. 주요 토의 의제
●

1990년 세계식량 및 농업현황,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FAO 활동 상황

●

제15차 WFS(세계식량안보위원회)회의 결과, 제10차 산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식량 및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1992년 세계영양회의 준비 진행상황 보고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협약 및 기타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 관련 문제

●

FAO 목적 및 운영현황 검토 결과 이행상황

●

WFP(세계식량계획) 이사국 선거에서 브라질, 중국, 탄자니아, 네덜란드, 부룬디 당선

4. 한국대표단 활동내용
●

1990 세계식량 및 농업현황에 대한 토의시 발언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세계 농업상황 속에서
농산물 수출국은 개도국이 처한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FAO는 균형화된
세계농업정책 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FA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재정난 속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FAO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FAO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농업에 대한
FAO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요청

1007

90-0950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20차.
북경, 1990.4.23.-2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5 / 1-190

정부는 1990.4.23.~27.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에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윤해중 주홍콩
부총영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1008

●

아태지역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 정보교환, 경험교류

●

지역 내 회원국 간 우의 증진

●

한국농업 발전상 홍보

●

대개도국 농업협력증진 방안 모색

2. 주요 의제
●

1988~89년 FAO의 아태지역 사업 실적

●

특수영양분 결핍해소를 위한 실천 계획

●

생명공학 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현황 및 전망

●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단) 지역대표단 선출

●

아태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승인

3. 정부대표단 활동 내용
●

수석대표 기조연설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 축소를 위한 농산물 수입국 특수사정 고려 필요성 강조
- 선진국 농업분야 생명공학기술 대개도국 개방 강조
- 중국 가입을 골자로 하는 아태 식물보호협정 개정안 승인 공표

●

주요인사 면담
-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국 농축어업부장관, 이란 및 몽골 농업부장관

90-095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20차.
북경, 1990.4.23.-27.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6 / 1-136

1990.4.23.~27.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관련 자료임.
1. 각국 대표 기조연설문
●

중국 농업부장관, 일본 농림수산부 상임고문, 미국 농업부 국제협력부국장 등

2. 총회 자료
●

회의 의제

●

아태지역 식량농업 실태 Country Report

●

1988~89년 FAO 아태지역 활동보고서

●

아태지역 특수영양분 결핍해소를 위한 실천 계획보고서

●

아태지역에서의 식량 및 가축분야 생명공학기술 활용 실태 및 전망보고서

●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단) 지역대표단 선출안

●

아태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안

●

총회 참석 각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명단

●

FAO 사무총장 폐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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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5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15차. Rome, 1990.3.26.-30.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7 / 1-45

정부는 1990.3.26.~30. 로마에서 개최된 제1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
위원회에 원광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회원국(87개국), 소련 및 국제기구 대표(3개)

2. 파견 목적
1010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교역 증진 협력

●

세계식량 안보상황 검토 및 자료수집

3. 주요 토의 의제
●

세계식량안보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평가

●

가나의 식량안보정책 추진 사례

●

식량안보와 여성의 역할

●

식량안보 원조계획의 검토

90-095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10차.
Rome, 1990.9.24.-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8 / 1-82

정부는 1990.9.24.~28. 로마에서 개최된 제1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에
이동우 산림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회원국(88개국), 옵서버국(8개국), 국제기구 대표(26개) 등 265명

2. 주요 토의 의제
●

임업연구, 임업과 환경, FAO 이사회의 산림위원회에 대한 결의

●

지역 산림위원회 및 여타 FAO 산하기구의 산림위원회에 대한 임업관계 추천

●

산림보전, 현지사업 검토, 열대산림 행동계획 추진 진도

●

FAO의 임업 중기목표 및 사업, 제10차 세계산림대회

3. 회의 결과
●

동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산림자원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 환경에 미치는 산림의 역할 강조, 목재
연료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산림협약의 주내용이 될 원칙적인 문제에는 동의를 표하였으나, 방법
및 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FAO 이사회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함.

4. 제10차 FAO 산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산림협약 관련 자료 첨부
●

동 의제 자료 및 회의보고서

1011

90-095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회의.
Rome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9 / 1-134

정부는 1990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회의에 원광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3차 유지･유실류 정부간 회의(1990.3.5.~8.)
●

회의 목적
- 세계 유지･유실류의 수급, 가격상황, 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급 안정 및 교역 원활화 도모

●

주요 의제
- 유지･유실류에 대한 국제협력지침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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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유실류 분야 각국별 특별정책 개발
- 국제기구의 유지･유실류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2. 제33차 정부간 미곡회의(1990.3.20.~23.)
●

회의 목적
- 세계 미곡 수급, 가격 상황, 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고 각국의 미곡정책을 검토, 식량안보 국
제협력증진

●

주요 의제
- 세계 미곡 작황 및 전망 검토
- 각국 국내정책이 미곡의 소비･생산･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곡에 관한 국내 및 국제조치 지침

3. 제24차 정부간 양곡회의(1990.11.6.~9.)
●

주요 의제
- 주요 곡물 현황 및 전망
- 시장자유화가 곡물재고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
- 개도국 가축사료로서의 곡물 사용
- 양곡 관련 국제기구 활동

90-0955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주요인사 방한, 1990.3.26.-2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0 / 1-17

A. Regnier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지역사업국장이 1990.3.26.~27. 방한함.
1. 협의사항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및 Trust Fund 사업에의 한국 참여 문제

2. 주요 방한일정
●

농촌진흥청 열대농업관,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외무부 국제기
구조약국장 및 농협중앙회 해외협력부장 면담

●

농촌진흥청 열대농업관 시찰

1013

90-0956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1 / 1-10

1990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관련 내용임.
1. FAO를 통한 대북한 기술협력 가능성 보고
●

주이탈리아대사는 1990.4월 최근 북한 측이 잠업사업 진흥을 위해 FAO에 지원을 요청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경우 FAO는 한국 잠업전문가의 대북한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의
- FAO는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 잠업 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FAO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임종성 경북대 교수)이 FAO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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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을 전담하면서 상당수의 한국인 전문가를 여러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음.

2. FAO를 통한 대북한 기술협력 지원 관련 입장 통보
●

외무부는 1990.5월 북한이 잠업사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FAO에 요청해 올 가능성에 대비,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통보
- 북한이 FAO의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측면지원
- FAO가 한국 잠업전문가의 대북한 파견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수락할 것. 단, 현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위해서는 FAO가 북한 측으로 부터 한국인의 신변
안전 및 무사귀환, 여타 국제기구 파견 인원과 동등한 활동의 자유 등을 먼저 보장 받아야
할 것임.

90-095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11-13차
생산연도

1985-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2 / 1-152

1985~90년 중 개최된 제11~1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
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11차 아태지역 농업통계위원회(1986.5.29.~6.3., 서울)
●

회의 목적
- 아태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회원국 상호간의 농업통계 정보교환 및 농업통계 발전과 표준화 기여

●

참가국
-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스리랑카, 일본, 뉴질랜드, 사모아, 태국 등 회원국(24개)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ADB(아시아개발은행),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6개)

●

주요 의제
- 아태지역 각국의 식량, 농업 통계 현황
-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한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 조정
- 1990년 세계 농업센서스 추진

●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S. Puri FAO 아태지역 사무소장은 농수산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

2. 제12차 아태지역 농업통계위원회(1988.8.10.~16., 콜롬보)
●

주요 의제
- 아태지역 각국의 식량, 농업 통계 현황
- FAO WCARRD(세계농지개혁 및 농촌개발위원회)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각국 입장
- 특수농작물 생산비 추계 방법론
- 1990년 농업센서스 사후 조사 계획 및 방법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김동태 농수산부 농수산통계관

●

파견 목적
- 각국 농업통계 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

대표단 주요 활동
- 개회식 회의 주재
- Country Statement 발표: 한국 농수산 통계현황, 지난 2년간의 발전 및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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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차 아태지역 농업통계위원회(1990.10.29.~11.2., 방콕)
●

주요 의제
- 아태지역 각국의 식량, 농업 통계현황
- 사회･경제지표(S.E.I) 작성 방법 및 운용
- 작물수확량 예측 기법
- 농업센서스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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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정경완 농수산부 유통경제통계담당관

●

파견 목적
- 새로운 농산물 통계 조사방법(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회원국 간 의견교환 및 정보수집

90-095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회의, 제14차. Manila(필리핀), 1990.3.12.-1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3 / 1-96

정부는 1990.3.12.~1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회의에 박민환 산림청 서기관을 대표로 파견을 추진함.
1. 파견 목적
●

임업위원회 의제별 토의에 참석, 한국입장 개진

●

각국의 삼림개발 정책 및 국제협력 동향 파악

2. 주요 의제
●

아태지역 삼림 실태

●

아태지역 열대림 관련 행동계획

●

임업산업과 환경문제

3. 동 회의는 1989.12.4.~8.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재국 내 쿠데타 발생으로 1990.3월로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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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5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
제23차. Colombo(스리랑카), 1990.5.14.-2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4 / 1-229

정부는 1990.5.14.~24.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2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에 김회천 수산청 수산기정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12개 회원국(한국, 호주,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미국,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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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토의의제
●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및 어군 유집장비에 관한 심포지엄 내용 및
권고사항

●

제64차 IPFC 집행위원회 보고 내용 및 권고사항

●

제6차 IPFC 자원연구 및 개발에 관한 상임위원회 회의 보고내용 및 결정사항

●

IPFC의 기구, 기능 및 임무와 보조기구의 검토회의 보고내용 및 결정사항

●

FAO 세계회의 시 수산관리 및 개발의 조치 전략 및 계획의 수행 보고내용 및 결정사항

●

아시아태평양 수산분야의 현황과 전망

●

차기회의: 제24차 회의는 1992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

90-0960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3차. Rome,
1990.1.23.-26.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5 / 1-66

정부는 1990.1.23.~26. 로마에서 개최된 제13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에 김석규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원광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금번 총회 시 토의될 IFAD 사업계획, 예산, 각국 차관사업 심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

●

IFAD 및 회원국의 식량농업정책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동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2. 주요 토의내용
●

의장국에 리비아, 부의장국에 과테말라와 독일을 각각 선출하고,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의 신규
가입 승인

●

1988년 감사보고 및 1990년 예산안 토의과정에서 행정비용의 절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HLIC(고위급 정부간위원회) 보고와 관련 회의 중 관계국 회의를 소집하여 보다
강력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카테고리 조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못하였음.

●

아시아지역 이사국에 태국(정이사국), 인도(교체이사국)가 선출되었고, 아프리카 이사국에
레소토(정이사국), 세네갈(교체이사국)이 각각 선출됨.

●

사하라지역 특별사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사업기간 연장문제를 두고 특별기금 기여국의 유보
입장과 이에 대한 아프리카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격렬한 토론 분위기를 자아낸바 있으나,
4월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토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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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61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주재 공무원 파견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6 / 1-44

1990년 중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주재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보건사회부는 1990.1.11. WHO 전문가 양성과 보건의료정보 수집, WHO 지원사업의 한국
유치를 위해 필리핀 소재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문경태 보건사회부 서기관의 파견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파견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HO 사무국에 문경태 서기관의 파견접수를 요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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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3.20. 주제네바대사와 WHO 사무총장은 근무 협약문에 서명함.
3. 상기 협약문에 따라 문경태 서기관은 2년간(1990.5.28.~92.5.27.)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파견, 근무하게 됨.

90-0962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3차. Geneva(스위스),
1990.5.7.-1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7 / 1-220

정부는 1990.5.7.~18.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43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김정수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

1990.4.13. 정부는 한국의 최초 총회 부의장직 수행 및 보건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2. 정부 훈령
●

회의기간 중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 참가할 것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증진을 도모할 것

●

한국의 보건위생분야 선진화 시책을 적극 홍보할 것

3. 회의 의제
●

의장단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 신규회원국 가입, 이사회 이사 임명 등

●

세계 어린이 영양문제, 경제압박이 심한 국가들에 대한 보건기술원조, AIDS 예방관리에 관한
세계전략 강화방안, 2000년대 전인류의 건강달성을 위한 보건전략 수립 등

4. 진행 절차
●

본회의, A 위원회, B 위원회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본회의는 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관련사항,
A 위원회는 WHO 사업의 기술적 문제 및 사업 예산을 심의하고 B 위원회는 WHO의 행정,
재정 및 규정을 토의함.

5. 주요 결과
●
●

총회 의장에 Naranjo 에콰도르 보건부장관, 총회 부의장에 김정수 장관 등 총 5명이 선출됨.
주요국 대표들의 기조연설 요지
- Naranjo 신임 의장은 세계 주요 질병의 해결을 위한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당부함.
- 김정수 장관은 한국의 1차 보건의료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간 보건의료 정보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간 질병정보 및 의료기술의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을 제안함.
- 미국 측 대표는 국가 의료제도의 발전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고 일본 대표는 일본의 노인
보건문제 해결 10개년 계획을 설명함.
- 북한 측은 전통의학 협동조합 설립 추진 등 북한의 의료제도를 설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WHO 지원 강화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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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골라, 중국, 쿠바 등 25개국이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고 미국, 페루 등 10개국이
집행이사회 위원국으로 선출됨.

●

나미비아는 167번째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부동산 기금, 레바논에 대한 보건 및 의료지원 등에
대한 결의안 24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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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63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3차. Geneva(스위스),
1990.5.7.-18. 전2권 (V.2 의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8 / 1-227

제43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의제에 관한 내용임.
1. 제43차 WHO 총회는 본회의, A 위원회, B 위원회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본회의는 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관련사항, A 위원회는 WHO 사업의 기술적 문제 및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B 위원회는
WHO의 행정, 재정 및 규정을 토의함.
●

A 위원회 의제
- 세계 어린이 영양문제에 관한 진전사항과 평가
- 경제압박이 심한 국가들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원조강화 방안
- AIDS 예방관리에 관한 세계전략 검토
- 열대병 연구훈련 특별사업, 필수의약품 사업계획
-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및 보건위험성 관리

●

B 위원회 의제
- 90/91년 회계년도 추가 경정예산, WHO 재정상황 및 분담금 미납문제
- 사업운영 기금, 부동산 기금
- 유엔조직 내 협력, 유엔 산하 직원 연금기금 등

2. WHO 사무처에서 발간한 제43차 WHO 총회 의제 설명에 대한 문건(영문)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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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64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85차. Geneva(스위스),
1990.1.15.-2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2 / 19 / 1-258

제85차 WHO(세계보건기구) 이사회가 1990.1.15.~24.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주요 토의의제(의제별 사무국 배포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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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WHO 총회의 매년 10월 개최 문제

●

각 지역 사무처 활동 보고

●

아프리카 및 유럽지역 사무처장 임명 동의(임기 5년)

●

사무총장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보고방법 및 보고일정 검토

●

제43차 WHO 총회 잠정일정 검토

●

제86차 WHO 이사회 개최시기 및 장소 결정

2. 이사회 결정 사항
●

제43차 WHO 총회: 1990.5.7.~18. 개최

●

차기 제86차 WHO 이사회: 1990.5.21.~22. 개최

●

팔레스타인의 WHO 가입 신청(1989.5월, 제42차 총회) 문제 회피를 위해 기존 5월 총회 개최를
10월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5월 개최 확정

●

WHO 사무국 배포 제85차 이사회 잠정 토의기록 자료 첨부

90-0965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 제41차.
Manila(필리핀), 1990.9.10.-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3 / 1 / 1-211

정부는 1990.9.10.~14.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1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
양지역 회의에 유원하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회원국 24개국 대표 72명 참석(장관 8개국, 차관 4개국 참석)

2. 주요 의제
●

AIDS, 소아마비 퇴치, 보건 분야의 비상대비, 인간생식의 연구개발 및 조사훈련 특별사업,
필수의약품 사업 등 전문분야 포함

3. 주요 결정사항
●

차기 AIDS 관리위원회 위원국으로 한국 선출

●

차기 이사국으로 필리핀 선출

●

차기 지역회의 결정
- 제42차 지역회의: 1991.9.10.~16., 일본 오미야
- 제43차 지역회의: 1992.9월, 홍콩
- 제44차 지역회의: 1993.3월, 필리핀 마닐라

●

한국이 제44차 WHO 총회(1991.5월, 제네바) 지명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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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66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3권 (V.1 1990.1-4)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3 / 2 / 1-220

1. 정부는 1990.1~4월 중 WHO가 주관하는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에 전문가를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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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실명예방훈련과정: 김재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등 2명

●

2.13. 금연사업 자문관 과정: 김일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3.2. 보건홍보강화 워크숍: 김명철 보건사회부 보건기좌

●

3.13. 면역학 과정: 이웅수 국립보건원 연구관

●

3.16. 급성호흡기 감염의 임상관리 훈련: 조동일 국립의료원 의무기정

●

3.19. 보건의료사업 과정: 대한의학협회 강남희 기획연구실장

●

4.18. 1차 보건의료를 위한 의료교육 방안 워크숍: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 정부는 1990.3~4월 중 세미나 및 연구사업 지원을 WHO에 신청함.
●

3.21. 가정간호 사업조직 개발 연구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25,000달러

●

4.3. 1990~91년도 세미나, 워크숍 및 연구 사업(과학기술처): 83,000달러

90-0967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3권 (V.2 1990.5-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3 / 3 / 1-107

1. 정부는 1990.5~8월 중 WHO(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에 전문가를
파견함.
●

5.17. 1차 보건의료와 기초간호과정 통합훈련: 서순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등 2명

●

7.10. AIDS 등 바이러스 질병진단 훈련과정: 허숙진 국립보건원 연구관등 등 2명

●

7.24. 오물폐수이용의 기술적 전망과 건강에 관한 워크숍: 안산선 환경처 보건기좌 등 2명

●

8.16. 의료보장, 보건기획 및 재정분야 훈련과정: 보사부 직원 3명

●

8.29. 급수관리에 관한 작업단 회의: 곽결호 건설부 상수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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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처는 1990.7월 중 세미나 및 연구사업 지원을 WHO에 신청함.
●

7.12. 국제수질관리 세미나(1990.10.25.~26., 서울) 개최: 25,500달러

●

7.28. 사망원인 분석사업: 116,150달러

90-0968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3권 (V.3 1990.9-1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3 / 4 / 1-148

1. 정부는 1990.9~12월 중 WHO(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에 전문가를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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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암 관리와 역학에 관한 과정: 안돈희 국립의료원 의무부기감

●

9.28. 1990~91년 정규자금 해외훈련 후보자: 백규석 환경처 토목기좌 등 3명

●

10.12. AIDS 및 HIV 감염의 자문에 관한 훈련과정: 이웅수 국립보건원 연구관 등 3명

●

10.15. 병원관리 과정: 임용권 서울대학교 병원연구소 연구원

●

11.20. 1990~91년 WHO Fellowship 정규 훈련과정: 이건수 경북대 교수 등 4명

●

12.5. 직업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 차철환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

12.19. 직업과 환경 관련 국제 심포지엄: 이세훈 카톨릭 의대 조교수

2. 과학기술처는 세미나 및 연구사업 지원을 WHO에 신청함.
●

10.11. 여성과 AIDS에 관한 워크숍(1990.12.1. 서울) 개최: 9,400달러

●

10.12. 보건진료소 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숍(1990.10월경, 서울) 개최: 32,040달러

●

10.12. AIDS에 대한 고등학생의 지식 및 태도조사와 교육사업: 57,330달러

90-0969

ILO(국제노동기구) 회의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5 / 1-85

1. 제10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1985.10.1.~4., 호주 멜버른)
●

참석자: 아태지역 34개국 122명(장관급 19명) 참석

●

한국 대표: 조철권 노동부장관

●

한국 관련 회의결과
- 공동성명서에서 보편성 원칙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미가입국의 조속 가입촉구
- 제11차 아태노동장관회의 서울 개최 결정(87년 개최 예정)
- 한국 수석대표의 총회 부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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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차 아시아지역 노동장관회의(1985.12.4.~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참석자 : 36개국(6개 옵저버국 포함) 및 10개 국제기구에서약 350명의 대표 참석

●

대표단(수석대표): 한진희 노동부차관

●

한국대표단 활동
- 한진희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ILO에 가입하고자하는 희망을 피력함.

3. 제12차 미주지역 노동장관회의(1986.3.18.~26., 캐나다 몬트리올)
●

한국의 참가신청과 관련, 당해지역에 소속되지 않은 비ILO 회원국이 옵서버 참가신청을 하거나
초청된 선례가 없는바, 한국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우려를 감안하여 동 회의에 참가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90-0970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7차. Geneva(스위스),
1990.6.6.-27.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6 / 1-245

정부는 1990.6.6.~2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7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최영철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정부는 1990.6.2.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제77차 ILO 총회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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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국
●

150여 ILO 회원국 정부, 근로자, 사용자 대표

3. 남･북한의 옵서버 대표단 참석
●

1990.3.1. 개최된 제245차 ILO 집행위는 제77차 ILO 총회에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하였으며
5.31. 개최된 제246차 ILO 집행위는 북한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함.
- 한국: 최영철 노동부장관 등 12명(정부 측 5, 근로자 측 2, 사용자 측 2)
- 북한: 한창온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등 2명

4. 정부 훈령
●

국익 증진에 노력하고 한국의 노동정책 및 근로자의 노동권 신장 현황을 적극 홍보할 것

●

금번 총회에서 한국의 ILO 가입문제가 거론될 경우 한국은 ILO 가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가입 후 자동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

●

북한대표단이 한국을 비방할 경우 반박 발언 등 적절히 대처할 것

5. 의제
●

90/91 ILO 예산안, 피점령 아랍지역의 근로자 상황, 상선에 관한 노동기준, 사용자의 파산 경우
근로자 청구권 보호,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사용 안전문제, 호텔 및 식당, 유사업종에서의 작업
환경 등

6. 주요 결과
●

Triaca 아르헨티나 사회노동부장관이 신임 총회 의장으로 선출됨.

●

주요국 대표들의 기조연설 요지
- Triaca 신임 의장은 부의 공정한 분배 및 제3세계 부채 해결문제가 주요과제라고 강조함.
- 특별초청 연사인 N.Mandela 아프리카 국민회의 부총재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을 요청함.
- 최영철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등 모든 당사자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ILO 조기가입 실현을 희망함.

●

정부 측 이사국 18개국(아프리카 6, 미주지역 5, 아태지역 4, 서구지역 1, 동구지역 2), 노동자
대표 14명, 사용자 대표 14명이 선출됨.

●

인종차별위원회 보고서,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 관한 보고서 등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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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71

UPU(만국우편연합) 전문가 파견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7 / 1-97

1988~90년 중 UPU(만국우편연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파견과 관련된 내용임.
1. 파견 경위
●

1987.2월 주스위스대사관은 UPU와 직원 파견 관련 협의 개시

●

1987.3월 UPU의 수락에 따라 12월 세부절차 협의, 1988.1월 UPU의 동의

2. 파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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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 UPU 및 회원국의 우정기술 습득, UPU와의 협력관계 구축

3. 협정(Agreement) 체결 및 전문가 파견
●

1988.9.13. 권동만 주스위스대사와 Botto De Barros UPU 사무총장 간 서명

●

1989.1월 UPU 사무국은 동 협정에 따라 한국 전문가 1명 추천 요청

●

1989.10월 전문가 1인 추천, 1990.3월 부임

4. 파견 증원
●

1990.9.10. UPU 사무총장은 1994년 한국의 UPU 총회 개최에 대비하여 UPU 한국전문가
증원 파견 필요성을 언급

●

1990.10월 체신부 장관은 4명의 직원(1991, 1993년 2명씩 교체) 파견을 회신
- 12월 파견후보자 2인을 선발하여 1991.1월 파견 예정

90-0972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8 / 1-335

정부는 1989.11.13.~12.14.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이우재
체신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PU(만국우편연합) 개요
●

전세계 우편물 교환을 보장하고 우편기술협력과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1874년 설립된 유엔전
문기구이며 총회는 매 5년마다 개최됨.
- 1989년 현재 회원국은 169개국(한국은 1900년 가입, 북한은 1974년 가입)
1033

2. 파견 목적
●

1994년 제21차 UPU 총회의 유치교섭 및 집행이사국 진출을 위함.

3. 이우재 체신부장관의 미국 방문일정
●

11.12. UPU 사무총장 면담, 대표단의 총회 참가대책 종합검토

●

11.13. 총회 개회식 및 본회의 참석

●

11.14. 미 상무부장관 및 미국 우정공사 총재 면담

●

11.15.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

●

11.16. UPU 총회 본회의 참석

●

11.17. World Stamo Expo 개막식 참석

4. 정부는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시 집행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한 결과, 1989.11.9. 현재 문서지지 33개국, 구두지지 43개국, 호의적 고려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32개국임.

90-0973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2 서울총회 유치교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9 / 1-162

정부는 1994년에 개최되는 제21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의 서울유치 교섭을 추진함.
1. 경위
●

정부는 1989.4.11. 우정 선진화와 우정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1994년 제21차
UPU 총회의 서울유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제21차 UPU 서울총회에 169개 회원국 대표단 약 1,333명의 참석을 예상하고 9억 원
예산을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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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9.5.10. 최영철 체신부장관 명의 A.C. Botto de Barros UPU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제21차 UPU 총회 유치를 공식 신청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전개함.
3. UPU 사무총장은 1989.6.26. 한국의 유치신청 사실을 전회원국에 문서로 회람함.
4. 제20차 UPU 총회에서 1989.11.24. 총회 의장은 한국의 총회유치 신청을 만장일치로 수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국 대표들은 박수로 수락함.
●

UPU 총회 개최지 선정은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UPU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결정함.

90-0974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3 집행이사국 선거 및
CCPS(우편연구자문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10 / 1-246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시 정부의 집행이사국 진출 추진 및 CCPS(우편연구자문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을 추진함.
1. UPU 집행이사회 개요
●

UPU 집행이사회는 최고 의결집행기관이며 4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40개국은 1개의 의장국(총회 개최국)과 총회에서 선출된 39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39개
이사국은 5개 지역별 그룹에 대한 의석 배분에 따라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됨.
- 한국은 10개 의석이 배정된 아태 및 중동그룹(46개국)에 속함.

2. 정부의 UPU 집행이사국 입후보 추진
●

외무부는 1989.7.2. 체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20차 UPU 총회에서 집행이사국 진출을 추진
하기로 함.
- 제20차 UPU 총회에서 한국의 제21차 UPU 총회 유치신청이 수락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21차 총회 준비를 위해 집행이사국 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

●

외무부는 8.17. 재외공관에 한국이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체신부는 9.9. 체신부장관 명의로 106개 회원국 체신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는 11.15. PAPU(범아프리카우편연합)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Amoussou PAPU
사무총장의 1990년 상반기 방한을 추진함.

3. 회원국의 CCPS(우편연구자문이사국) 입후보 지지
●

외무부는 1989.11.10.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제20차 UPU 총회에서
선출될 CCPS(우편연구자문이사국)에 입후보한 인도, 일본, 쿠웨이트, 파키스탄, 영국 등 17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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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75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4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아주･중동지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 F 번 호 2020-73 / 11 / 1-219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시 아주 및 중동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9.8.17. 재외공관에 제20차 UPU 총회 시 한국이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재국에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집행이사국 선출 의석은 총 40석이며(한국이 속한 아태 및 중동지역은 10석) 11.9. 현재 아태
및 중동지역의 입후보 표명국은 13개국임.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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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시리아

2. 각 재외공관이 주재국을 접촉하여 교섭한 결과 1989.11.17. 현재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아주 및 중동지역 47개 국가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문서지지 국가(12)
- 일본, 요르단, 필리핀, 사우디아리비아, 부탄, 네팔, 인도, 몰디브 등

●

구두지지 국가(18)
-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라크,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브루나이 등

●

호의적인 고려 중이라는 국가(7)
- 이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통가 등

●

검토 혹은 무반응 국가(1)
- 레바논

●

교섭 제외 국가(9)
- 북한, 중국, 라오스, 베트남, 남예멘 등

90-0976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5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구주지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3 / 12 / 1-138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시 구주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9.8.17. 재외공관에 제20차 UPU 총회 시 한국이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재국에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각 재외공관이 주재국을 접촉하여 교섭한 결과 1989.11.17. 현재 한국의 UPU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구주지역 26개 국가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문서지지 국가(7)
- 벨기에, 독일(구 서독),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

구두지지 국가(5)
-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터키, 바티칸

●

호의적인 고려 중이라는 국가(8)
-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

검토 혹은 무반응 국가(5)
- 몰타, 사이프러스, 모나코 등

●

교섭 제외 국가(1)
- 알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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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77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6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미주지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3 / 13 / 1-186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시 미주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9.8.17. 재외공관에 제20차 UPU 총회 시 한국이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재국에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

11.15. 북한은 집행이사국 입후보 의사 철회를 UPU 사무국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자 입후보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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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재외공관이 주재국을 접촉하여 교섭한 결과 1989.11.17. 현재 한국의 UPU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주지역 35개 국가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문서지지 국가(17)
- 캐나다, 칠레,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

구두지지 국가(12)
- 미국, 아이티,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등

●

검토 혹은 무반응 국가(2)
- 바하마, 벨리즈

●

교섭 제외 국가(4)
- 쿠바, 가이아나 등

90-0978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7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4 / 1 / 1-179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9.8.17. 재외공관에 제20차 UPU 총회 시 한국이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재국에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각 재외공관이 주재국을 접촉하여 교섭한 결과 1989.11.17. 현재 한국의 UPU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아프리카지역 50개 국가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문서지지 국가(7)
- 모로코,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르완다,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

구두지지 국가(20)
- 카메룬, 적도기니, 말라위, 우간다, 감비아, 세네갈 등

●

호의적인 고려 중이라는 국가(8)
- 이집트, 코모로,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등

●

검토 내지 무반응 국가(3)
- 부르키나파소, 기니, 카보베르데

●

교섭 제외 국가(12)
- 앙골라, 콩고, 말리, 잠비아, 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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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79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9.11.13.-12.14. 전8권 (V.8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4 / 2 / 1-357

1989.11.13.∼12.14. 위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0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참석 결과임.
1. 경위
●

1989.11.3. 정부는 1994년 제21차 UPU 총회 유치교섭 및 집행이사국 진출을 위해 제20차
UPU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2. 참가국
1040

●

169 UPU 회원국, 옵서버, 유엔 산하 전문기구 등 약 1,500명

3. 한국 대표단
●

이우재 체신부장관 수석대표 등 20명

4. 정부 훈령
●

한국입장의 최대한 반영에 노력하고 한국의 우정분야 발전상을 적극 홍보할 것

●

한국의 1994년 제21차 UPU 총회 유치 및 집행이사국에 피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회의 의제
●

우정사업 발전에 관한 정책 토론, 지난 5년간(1985~89) UPU 사업성과 검토, 향후 5년간
(1990~94)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한도액 책정

●

차기총회 개최국 결정,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6. 주요 결과
●

한국의 1994년 제21차 총회 유치가 만장일치로 결정됨.

●

한국은 아태중동지역 10석을 놓고 13개국과 경합한 결과 총 유효투표 154표 중 141표를
획득하여 최고 집행기관인 집행이사국(임기 5년)에 피선됨.
- 북한도 입후보하였으나 총회 개막 후 11.15. 철회의사를 통보하고 제20차 UPU 총회에 불참함.

7. 평가
●

정부의 1994년 제21차 총회 유치는 한국 우정 발전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제21차 총회 유치는 UPU 역사상 아시아에서는 일본(1969 주최)에 이어 두번째이며, 정부는
동 총회 주최 후 UPU 규정에 따라 5년간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

90-0980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Berne(스위스),
1990.5.8.-1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4 / 3 / 1-80

정부는 1990.5.7.~18.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1990년도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에
권영수 강원 체신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국
●

UPU 이사국 40개국 및 옵서버 기구

2. 회의 주요결과
●

1994년 서울총회 회의기간 단축 문제 토의
-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991년도 집행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정

●

UPU 국제담당 사무차장보 선거에서 인도 후보 당선

●

우편금융위원회(한국 의장국) 연구소위를 구성 telematics 등을 이용한 새로운 이체방식의 연구
개발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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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8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1 1988)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4 / 1-173

1989.5.23.~6.29.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을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결정을 검토함.
1. ITU 관리이사회 개요
●

ITU 최고의결기구로서 가입 회원국(163개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연임 가능)

●

이사국은 전권위원회가 비밀투표, 지역별 배분 방식에 의해 선출한 41개 회원국으로 구성
- 미주지역(8개국), 서유럽지역(7개국), 동유럽･북아시아지역(4개국), 아프리카지역(11개국),
아시아대양주지역(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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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국 입후보 추진 경위 및 배경
●

1988.3.25. 체신부는 세계전기통신 정책에의 직접 참여, 국제협력을 통한 통신산업 활성화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진출 추진 의사를 알려오면서 외무부에 지원을 요청함.

●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FAO(세계식량농업기구), IAEA(국
제원자력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전기통신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ITU
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제고됨.

3. 입후보 결정(피선) 요소
●

1952년 ITU 가입 이후 관리이사국으로 피선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호선원칙에 의거. 한
국의 입후보에 대한 설득력을 구비함.

4. 입후보에 따른 전략적 고려사항
●

북한 및 아주그룹 내 경쟁국(15개국 입후보 예상, 11개국 선출)의 방해활동 대처

●

교섭 대상국가를 적절히 분류하여 구체적인 득표 전략수립 및 시행

90-098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2 1989.1-4)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5 / 1-256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의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결정 및 국가별 지지 요청 관련 사항임.
1. 한국의 ITU 이사국 입후보 필요성
●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토대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지위 고양

●

88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고양

●

1952년 ITU 가입 후 이사국 피선 경력 전무

●

제13차 총회가 이사국 진출의 호기
- 7년 만에 개최되는 금차 총회 시 아주지역 배분 11개 이사국 전면 교체 선출

●

대ITU 활동강화를 통한 통신산업 외교 적극화

2. 여타 아시아대양주 국가의 입후보 동향
●

금차 전권회의 시 아시아대양주지역 11개 이사국(인도･중국･일본･쿠웨이트･태국･호주･필리핀･
인도네시아･사우디･레바논･파키스탄) 전면 교체

●

현 이사국 전부가 재입후보 예정이며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시리아, 요르단 등이
추가 입후보 예정임.

●

북한은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입후보 시 방해 활동 예상

3. 입후보에 따른 전략적 결론
●

한국은 ITU 가입 이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7년만에 개최되는 금번 전권회의 계기에
입후보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표명이 필요함.

●

입후보 시 치열한 지역 내 표 대결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득표 교섭활동이 필요함.

4. 나이지리아,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스위스, 그리스, 사우디,
필리핀, 칠레, 모로코, 터키, 에콰도르 정부는 공식 서한을 통해 자국의 IPU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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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83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3 1989.5-12)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6 / 1-368

정부는 1989.5.23.~6.29.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
위원회에 최영철 체신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활동
●

신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및 신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제정 참여

●

ITU 사무총장, 사무차장,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위원, 관리이사회 이사국(41개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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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신부장관의 입후보 지지 교섭활동
●

전권위원회 개최 전 스웨덴,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4개국 순방(1989.5.10.~22.)을 통해
한국의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 교섭활동 전개

●

각국 대표단(약 700명) 초청 리셉션(1989.5.25.) 개최

3.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표결과정 및 결과
●

ITU 전권위원회 본회의는 1989.6.23. 사전토의 없이 비밀투표를 실시

●

아시아대양주의 12석 이사국 선출에 17개국이 입후보, 한국은 137개 투표국 중 83표를 획득
하여 ITU 이사국에 피선됨.
- 당선국(12): 한국, 일본, 태국, 사우디,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호주, 쿠웨이트,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 1989.5월 ITU 니스 전권회의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대양주지역 이사국 의석을 각각 1석씩
늘리기로 결정

4. 이사국 피선 의의 및 평가
●

현 이사국을 포함한 17개국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한국의 ITU 이사국 피선은 다자외교분야
에서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임.

●

ITU 이사국 피선을 통해 통신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함.

●

국제전기통신 체제 운영의 실질적 수권기관인 ITU 이사국 참여를 통해 전세계 전기통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증대 효과가 기대됨.

90-098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4 각국반응(미주))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7 / 1-202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의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와 관련, 미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활동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2.8. 한국이 속한 아시아대양주지역(E지역)은 현 이사국 외에도 다수 회원국
(17개국)이 입후보하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문서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미주지역 공관에 지시함.
2. 미주지역 재외공관의 입후보 지지 교섭활동 결과, 아래 국가들로부터 구두지지 또는 문서지지
공한을 접수함.
●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상호지지 제의), 미국(상호지지 제의), 브라질(상호지지 제의), 수리남,
아르헨티나(상호지지 제의), 에콰도르(상호지지 제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상호지지 제의),
자메이카, 칠레(상호지지 제의), 파라과이(상호지지 제의), 페루(상호지지 제의), 캐나다(상호지지
제의), 콜롬비아(상호지지 제의), 트리니다드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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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85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5 각국반응(유럽)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8 / 1-240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의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와 관련, 유럽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활동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2.8. 한국이 속한 아시아대양주지역(E지역)은 현 이사국 외에도 다수 회원국
(17개국)이 입후보하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문서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유럽지역 공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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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지역 재외공관의 입후보 지지 교섭 활동 결과, 아래 국가들로부터 구두지지 또는 문서지지
공한을 접수함.
●

교황청, 그리스(상호지지 제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CCITT 사무국장 입후보 상호
지지 제의), 벨기에, 스위스(상호지지 제의), 스페인(ITU 사무총장 입후보 상호지지 제의),
이탈리아(상호지지 제의), 터키(상호지지 제의), 포르투갈, 프랑스(상호지지 제의), 핀란드(ITU
사무총장 입후보 상호지지 제의)

90-0986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6 각국반응(아프리카))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9 / 1-179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의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활동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2.8. 한국이 속한 아시아대양주지역(E지역)은 현 이사국 외에도 다수 회원국
(17개국)이 입후보하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문서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아프리카지역 공관에 지시함.
2. 아프리카지역 재외공관의 입후보 지지 교섭활동 결과, 아래 국가들로부터 구두지지 또는 문서
지지 공한을 접수함.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상호지지 제의),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상호지지
제의), 모리셔스,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세네갈(ITU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위원
입후보 상호지지 제의), 수단(ITU IFRB 위원 입후보 상호지지 제의),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상호지지 제의),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상호지지 제의),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상호지지 제의), 이집트(상호지지 제의), 케냐(상호지지 제의),
코트디부아르(상호지지 제의), 튀니지(상호지지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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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87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7 각국반응(아시아중동))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4 / 10 / 1-254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의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와 관련, 아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활동 내용임.
1. 외무부는 1989.2.8. 한국이 속한 아시아대양주지역(E지역)은 현 이사국 외에도 다수 회원국
(17개국)이 입후보하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문서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아시아 및 중동지역 재외공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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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및 중동지역 재외공관의 입후보 지지 교섭활동 결과, 아래 국가들로부터 구두지지 또는
문서지지 공한을 접수함.
●

네팔, 뉴질랜드, 사모아(구 서사모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브루나이, 스리랑카
(상호지지 제의), 몰디브, 싱가포르, 인도(상호지지 제의), 부탄, 인도네시아(상호지지 제의), 일본, 태국
(상호지지 제의),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상호지지 제의), 호주(상호지지 제의), 피지, 나우루,
바누아투(구 뉴헤브리데스), 키리바시(구 길버트아일란드), 솔로몬제도, 레바논(상호지지 제의),
바레인, 예멘(구 북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상호지지 제의), 파키스탄
(상호지지 제의)

90-0988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제45차.
Geneva(스위스), 1990.6.11.-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4 / 11 / 1-65

정부는 1990.6.11.~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5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에
박원화 외무부 국제기구과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천조운 체신부 통신기획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항공이동업무의 주파수 대역 사용 개선

●

무선주파수 대역의 할당 및 사용개선 무선통신규칙 연구를 위한 자발적 전문가그룹 결성

●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주파수 관리시스템

●

ITU 기능과 조직의 검토

2. 대표단 활동 내역
●

한국의 전기통신 서비스 적용 범위의 의미 및 영향에 대한 발표

●

ITU 사무총장, 기술협력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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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89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총회,
제17차. Dusseldorf(독일), 1990.5.21.-6.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0-74 / 12 / 1-51

정부는 1990.5.21.~6.1.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제17차 CCIR(국제무선통신자문
위원회) 총회에 박성득 체신부 전화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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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선통신 연구과제 선정 및 배정

●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문제

●

미 이용 주파수대 및 디지털 무선통신 이용기술

●

디지털 TV 신호전송 및 위성이용 뉴스전송

2. 대표단 활동 내역
●

조직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등 각 심의위원회 회의 참여

●

CCIR 의장 및 주요국 국제무선통신 주관 정부대표 면담
- 통신･방송 위성사업 추진현황 협의
-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협의
- EMI 방지대책 및 규제현황 협의

3. 총회 참가 효과
●

국제무선통신기술 발전동향 파악 및 선진기술 자료수집

●

각국의 국제무선통신기술 주관청과의 업무협력 관계수립

●

전파관리업무의 법령 현행화 정보수집

90-0990

유엔 군축위원회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 / 1-264

1989~90년 중 UNDC(유엔군축위원회) 회기 관련 내용임.
1. 1989년 회기(1989.5.8.~31., 뉴욕)
●

참가국: 88개국(의장국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주요 의제
- 핵군축, 군사예산 감축, 해군 감축, 재래식무기감축, 제3차 군축 Decade(90년대) 선포

●

회의 결과
- 다자포럼으로서 유엔군축회의의 가치를 평가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서구 및 동구 진영, 제3세계권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결과는 미미

2. 1990년 회기(1990.5.7.~29., 뉴욕)
●
●

참가국: 전 유엔회원국(의장국 인도네시아)
주요 의제
- 핵군축, 군사예산 감축, 남아공 핵능력, 군축에 있어서의 유엔 역할, 해군 감축, 재래식무기
감축, 제3차 군축 Decade(90년대) 선포, 군사문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

●

회의 결과
- 핵군축과 해군 군축 의제는 진영간 입장 차이로 별무 진전
- 남아공 핵능력, 군축에 있어서의 유엔 역할, 재래식무기감축, 제3차 군축 Decade(90년대)
선포 등 4개 의제에 대해서는 워킹그룹별 최종문서를 컨센서스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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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91

유엔 센다이 군축회의. 센다이, 1990.4.16.-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2 / 1-157

1990.4.16.~19.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의 새로운 추세: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New Trends in Science and Technolog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주제하의 유엔 군축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요
●

참석자: 제네바 군축회의 각국 대사, Petrovsky 소련 외무차관, George Brown 미 하원의원
등 22개국 군축전문가 40여 명
- 한국은 이규형 국제연합과장, 주일본대사관 군축담당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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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 배경
●

제43차 및 44차 유엔총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결의안 채택

●

유엔 군축회의 동 문제 관련 보고서 재조명

3. 토의 의제
●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국제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90-0992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Geneva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 F 번 호 2020-75 / 3 / 1-96

1990년 중 개최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

참가국: 회원국(40개국) 및 한국, 북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옵서버국(30개국)

●

회의 기간
- 제1차 회기: 1990.2.6.~4.24.
- 제2차 회기: 1990.6.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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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제
●

비핵국가 안보 특위, 방사성무기 특위 설립문제

●

핵군축 및 핵실험 금지

●

외기권 무기경쟁 금지

●

핵전쟁 방지

●

화학무기 금지

●

비핵국가 안보

●

포괄적 군축계획

3. 회의 결과
●

화학무기 협정 토의에 진전을 이룸으로써 다자간 화학무기협정 체결 기반 마련

●

화학무기 특위, 외기권 특위, 핵실험 특위의 보고서 청취 및 채택

●

핵무기경쟁 금지, 핵군축, 핵전쟁 방지 의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 이견 조율

●

미국과 소련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협상 및 NST(Nuclear and Space Talks) 협상 진행
결과에 대한 수시 브리핑은 유엔군축회의 발전에 기여

90-0993

화학무기 관련 국제회의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0-75 / 4 / 1-198

1986~89년 중 화학무기 관련 국제회의 개최 내용임.
1. 제2차 미국･소련 화학무기 금지 및 비확산 회의(1986.9.4.~5., 스위스 베른)
●

Hawes 국무부 정치군사국장(미국 수석대표)과 Issraelyan 주제네바군축위 대사(소련 수석대표),
화학무기 확산 제어를 위한 정치적, 기술적 문제를 검토

2.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1989.1.7.~11.,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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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정부의 화학무기 관련 기본정책 및 입장 천명(북한은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참석)
- 남북한 화학무기 사용포기 공동선언 제의
- 화학무기 불소유 정책 천명
- 화학무기 금지 등 국제적 군축 움직임 지지

3.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정부･화학산업계 국제회의(1989.9.18.~22., 호주 캔버라)
●

한국대표로 참석한 권동만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북한은 장명식
외교부 군축부과장 참석)
-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잔여 문제들이 조속 타결되어 동 조약의 조기 체결 기대
- 한국은 화학무기 불보유 정책 계속 견지
- 한국의 화학 산업계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화학무기 생산에 참여한 실적이 없음.

4. 미국･소련 외무장관, 화학무기 검증에 합의
●

1989.9.22.~23.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에서 해외군사기지 포함하여 화학
무기 검증에 합의
- 범세계적 화학무기금지조약 체결의 촉진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먼저 양측 생산시설 및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검증 실시
- 1단계 조치: 1989년말까지 양측 정보교환 완료, 1990.6월부터 화학무기시설 교환 사찰
- 2단계 조치: 미국･소련 양국 내 시설에 대한 검증 실시 후 해외주둔 군사기지에 대한 화학
무기 배치유무 검증(주둔국 동의 전제)

90-0994

유엔 아･태지역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지역회의.
Kathmandu(네팔), 1990.1.29.-31.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5 / 1-208

정부는 1990.1.29.~31.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신뢰와 안보 구축” 제하의
유엔 군축회의에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유엔 군축국 주관 세계군축 캠페인의 일환으로 군축회의 및 세미나 개최

2. 참석자
●

Akashi 유엔 군축담당사무차장, 아태지역 국가 정부 관리, 학자 등 40여 명

3. 토의 의제
●

동북아 및 남아시아지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문제
- 동북아: 한반도 문제, 중국･소련 관계, 중국･몽골 관계
- 남아시아: 인도･파키스탄 관계, 인도･스리랑카 관계, SAARC(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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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95

유엔 군축훈련 과정 참가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6 / 1-86

1990년 중 군축훈련과정 연수생 파견 관련 내용임.
1. 파견 경위
●

1990.4.24. Akashi 유엔사무처 군축담당사무차장은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1990.7.4.~11.23.
실시되는 유엔 군축훈련 과정에 참가할 대상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제의함.

2. 훈련 내용
1056

●

교육 및 참관
- 제네바 군축회의, 유엔총회 등

●

군축관련 주요국 시찰 방문
- 소련,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등 7개국

3. 특이 사항
●

동 군축훈련 과정은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시행되어 온 연수제도이나 1990년에는
별도 예산인 군축기금을 활용하여 남북한에서 각 1명씩의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결정되어
한국은 김명진 외무부 본부근무 서기관, 북한은 이용호 외교부 군축과 책임지도원이 참가함.

90-099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권문제 토의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7 / 1-281

1989~90년 중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의 한국 내 인권문제 관련 문의와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임.
1.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89.8.17. 한국 내 인권침해 관련자 서승(재일교포)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법무부는 9.8. 서승에 대한 관련 자료(죄목, 범죄사실, 판결 및 복역 상황,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의견 등)를 주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에 제출
- 서승은 1990.3.28. 대전교도소 복역중 3･1절 특사로 특별 가석방

2.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89.9.14. 한국 내 인권침해 관련자 장의균(출판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법무부는 9.21. 장의균에 대한 관련 자료(죄목, 범죄사실, 판결 및 복역 상황, 양심수 주장에 대한
의견 등)를 주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에 제출

●

주유네스코대표부는 9.25.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에 출석, 한국 정부 입장 설명

3.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90.3.29. 임수경(대학생), 문규현(신부)의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가 위원회 토의에 출석 및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법무부는 1990.8.14. 임수경, 문규현에 대한 관련 자료(범죄요지, 사건처리, 수감동정 등)를
주유네스코대표부로 송부

4.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90.10.15.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25개 인권문제 관련
안건에 대한 토의를 종료하고 인권 관련 최종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함.
●

한국 내 인권 관련 문제
- 서승 문제: 특별가석방에 따라 심의 의제에서 삭제
- 장의균 문제: 제16차 집행위원회(1991.5월)에서 심의여부 재검토 및 동인에 대한 관대 처분 요청
- 임수경, 문규현 문제: 제16차 집행위원회에서 심의여부 재검토 및 동 문제와 관련 방북신청자에
대한 한국 정부 허가 비율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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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97

유엔 인권위원회, 제46차. Geneva, 1990.1.29.-3.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8 / 1-435

정부는 1990.1.29.~3.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6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유엔인권위 43개국 위원, 옵서버국, 전문기구, 민간 인권단체 등

2. 의제
1058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문제, 국제인권규약 가입현황

●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각국의 인권 위반상황

●

신앙의 자유, 과학기술발전과 인권문제 등

3. 토의 내용
●

고문, 실종 문제를 포함한 피구금자 인권문제
- 재소자 보호원칙 등 재소자에 대한 인권협약 준수 강조, 실종 사례의 지속적 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고문방지협약 가입 촉구,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의 권한 강화 필요성 등

●

각국 인권상황
- 아프가니스탄의 전투상황 및 난민문제 미해결, 불법처형 진정서 다수 접수, 인권침해로 인한
난민증가 문제 등

4. 한국 관련 사항
●

북한대표는 문익환 및 임수경 사건을 거론함.
- 이에 대해 한국 측 답변권 행사

5. 결의안 채택
●

쿠바, 중국 등 인권결의안

●

약식 처형문제, 이주노동자 보장협약안, 소수민족권리선언 초안 작성 등 촉구

6. 평가
●

북한을 제외한 타국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 발언 부재

●

쿠바와 북한에 대한 NGO, 정부대표의 비난 발언 지속

●

AI(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 과장 주장에 대한 대비 필요

90-0998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9 / 1-137

1990년 중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국내 인권 관련 문의 내용임.
1. 유엔사무국은 1990.3월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1989.9월) ‘구금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기준
적용’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태조사 설문서를 작성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의 설문서 답변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유엔인권위원회에 회신함.
●

국내법상 소년의 법적 정의

●

형사책임 연령

●

재판대기중인 청소년의 구금 허용 조건

●

청소년이 성인처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

●

재판대기 중 구금된 청소년의 성인 및 기결청소년으로부터의 분리 수용 여부

●

청소년 별도 구금시설 사용 여부

●

재판대기중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직접감독, 보호관찰 등) 여부

●

소년범을 위한 수용시설 내에서의 교육 또는 갱생목적의 프로그램 여부

●

행형시설에 있어서의 성인과 소년의 분리 수용

2.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내 인권센터는 1990.7.18. 무력분쟁시의 인권 관련 한국 경찰 및 군사요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자료를 요청함.
●

외무부는 8.24. 관계부처(국방부 및 내무부) 작성, 인권교육 현황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인권센터로 송부함.

3. 유엔인권위원회 신앙자유문제 특별보고관은 1990.7.25. 한국 정부가 신앙, 양심 및 사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입법 및 행정조치와 법원 판결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9.24. 유엔인권위원회 신앙자유문제 특별보고관의 문의사항에 대한 법무부 답변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전달함.

4. 유엔사무총장은 1990.11.14.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아동인신매매 관련 입법 및 정부 조
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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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99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42차, Geneva, 1990.8.6.-3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0 / 1-210

정부는 1990.8.6.~3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2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인권소위 위원 26명, 옵서버국(97개국), 정부간 기구(8개), 민족해방운동기구(2개), 민간 인권
단체 대표(97개)

1060

2. 주요 의제
●

각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

●

법사행정 및 재소자 인권

●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청소년 인권 등

3. 일반 토의내용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인권유린 비난
- 이라크 인권상황 조사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

개별국가의 인권문제 거론
- 이란, 남아공, 과테말라, 팔레스타인, 엘살바도르, 인도 등

●

한국 관련 토의내용
- 임수경 등 불법 방북사건 관련 진정서: 진정서 심의 실무소위 심의결과 기각, 인권소위원회
위원이나 정부대표는 한국 인권상황 미거론
- 기타 거론사항: 11개국의 주민 강제이주 문제 언급 시 서울의 재개발사업 거론 및 전노련
결성관련 구속자 문제 거론

4. 평가 및 건의
●

북한 측이 지난번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임수경 사건 등을 거론하였으나 제42차 회의 시에는 별도
언급 없었음.

●

국내에서 이산가족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90-1000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 워크샵, Manila, 1990.5.7.-1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1 / 1-116

정부는 1990.5.7.~11.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 워크숍에 황용식
주필리핀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2. 토의 내용
●

Martenson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의 사회로 8개 세션별로 3~4명의 연사, 참석자의 논평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

주제
- 인권의 기준 설정, 유엔인권기구의 역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인권과 기본자유를 인식하기 위한 여론의 역할

●

지역적 인권위원회(유럽, 아프리카, 미주) 및 국가인권위원회(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의 기능,
역할, 경험 소개

●

유엔 내에서의 인권문제담당 기구에 대한 설명, 유엔인권위와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관계 소
위원회의 역할분담에 대한 설명

3. 평가
●

인권문제 토의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양해 하에 인권문제를 규탄하던
종래의 관례에서 벗어나 국제정치 현실을 배제하고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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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1

인권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원기금 공여 요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2 / 1-30

●

Martensan 유엔 인권담당사무차장 겸 구주사무처장은 1989.5.30.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을 통해
인권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원 기금의 목적 및 사업현황을 설명하고, 동 기금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의 자발적 기여금 공여를 요청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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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2

남부아프리카 난민관계 국제회의. Oslo, 1988.8.22.-24.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3 / 1-91

정부는 1988.8.22.~24. 오슬로에서 개최된 남부아프리카 난민 국제회의에 송성한 주노르웨이
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개최배경
●

1987.7월 개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에서 남부아프리카 난민 국제회의 개최 요청

●

노르웨이 정부, 회의 유치 결정

2. 참가국
●

97개국, 22개 단체

3. 회의 목적
●

국제사회에 남부아프리카 난민의 실상 전달 및 원조제공 요청

4. 각국 대표 연설 요지
●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남부아프리카 난민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이라고 규탄하고 난민문제
해결의 국제적 노력 필요성 역설

●

나미비아 독립 및 앙골라 내 쿠바군 철수를 위한 협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5. 최종선언 요지
●

남부아프리카에는 54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며 난민 발생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나미비아
불법점령 등에서 기인됨.

●

남아공과 나미비아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책임임.

●

긴급원조와 복구원조 및 개발원조의 상호연계임.

●

난민 접수는 적대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난민과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규탄함.

●

Action Plan
- 인도적 구호지원, 장기적 해결책, 난민정보 수집배포, 평가기구 등 4개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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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3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후속위원회, 제1차. New York,
1990.6.27.-28.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4 / 1-52

정부는 1990.6.27.~28.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후속위원회에
오윤경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72개국

2. 개회 연설
1064

●

유엔사무총장은 개회식 연설에서 중미지역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설명하고, CIREFCA
주도 난민구호사업이 지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

3. 회의 내용
●

Lopez 의장(코스타리카 부통령)은 회의 배경 및 CIREFCA 후속위원회 7개 회원국 작성 사업계획
서 설명

●

CIREFCA 사업계획서는 향후 3개년에 걸쳐 200만 명의 피난민 및 실향민 구호대책을 위한
59개 프로젝트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소요예산은 1억 8,600만 달러로서 이중 1억 6,100만
달러는 대외지원금으로 충당 계획

●

일본,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의 발언

4. 관찰
●

UNDP(유엔개발계획) / UNHCR(유엔난민기구)의 공동지원하에 개최되어 주요 공여국들 이외에도
다수국가가 참여하였음.

●

니카라과에서의 유엔 평화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고,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에서도 반군과의
협상에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이 지역에서의 고무적인 사태발전을 배경으로 회의
주최 측이 적극적으로 참가 유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봄.

90-1004

한국의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입후보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5 / 1-60

1990.2.6. 뉴욕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선거에서의 한국 위원의 입후보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

회의명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차 당사국 회의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박쌍용 주유엔대사

●

주요 의제
- CEDAW 임기 만료 위원 12명에 대한 선거 실시

2. CEDAW 임기 만료 위원에 대한 선거에서 보건사회부 추천으로 입후보한 이경숙 숙명여대
법정대학장은 과반수 득표에 실패, 낙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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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5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 회의, 제34차. Vienna,
1990.2.26.-3.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5 / 16 / 1-50

정부는 1990.2.26.~3.9.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4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함명철 주
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32개국), 옵서버국 대표

2. 파견 목적
1066

●

여성관계 국제협력사업 추진상 중요한 회의로서 각국 여성계 동향 파악과 한국의 여성정책 홍보

●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전략(평등, 발전, 평화) 이행사항 및 향후 전략의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

3. 회의 의제
●

유엔 및 유엔기구 관련 프로그램 및 협력문제

4. 토의 의제
●

평등
-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평등

●

발전
- 여성의 지위개선에 대한 국제경제 정세의 부정적 영향

●

평화
- 무력충돌, 외국간섭, 식민지 지배, 외침과 평화의 위협 등에 놓여있는 여성

5. 훈령
●

대표단은 회의기간 중 의제 토의는 물론 각종 비공식 회의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지위향상 성과 및 입장을 적극 홍보할 것

●

참가국의 여성문제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여성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

90-1006

각국의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위원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1 / 1-62

1988~90년 중 각국의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위원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INCB(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개요
●

1961년 설립된 동 위원회는 마약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각국 정부 및 유엔
등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세계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요와 공급체계를
통제함.

●

동 위원회는 임기 5년의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WHO(세계보건기구) 추천
3명, 유엔 회원국 및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이 추천하는 10명으로 각각 선출됨.

2.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의 입후보 지지 요청
●

1988.12.22. 및 1990.6.29. 콜롬비아 정부는 주콜롬비아대사관을 통해 자국 INCB 위원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볼리비아 정부는 1989.3.3. 주볼리비아대사관을 통해 1989.5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에서 선출 예정인 자국 INCB 위원 입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3. 한국입장
●

외무부는 ECOSOC 54개국 이사국이 INCB 위원 선출 투표권을 갖고 있으나 한국은
ECOSOC 이사국이 아니므로 지지가 어려움을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 측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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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7

유엔 마약위원회 특별회의, 제11차. Vienna,
1990.1.29.-2.2.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2 / 1-42

정부는 1990.1.29.~2.2.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ECOSOC(유엔경제사회이
사회) 주관 제11차 유엔 마약위원회 특별회의에 장영수 보건사회부 마약관리관을 수석대
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1068

●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강화

●

마약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 참여

●

세계 각국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강화 및 정보 파악

2. 참가국 및 국제기구 등
●

참가국: 99개국(419명)

●

52개 단체, 국제기구 및 기관(114명)

3. 의제 및 토의
●

국제마약류 관리대책

●

불법마약류 억제대책

●

개발도상국의 마약전쟁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 요청

●

콜롬비아 지원 요청, 1988년도 협약 비준 및 마약류 감시대책에 관한 위원회 수락

90-1008

유엔 마약문제 특별총회. New York, 1990.2.20.-23.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3 / 1-125

정부는 1990.2.20.~23.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마약문제 특별총회에 박쌍용 주유엔대표
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89.11.14. 제44차 유엔총회 시 콜롬비아 대통령의 제창으로 마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특별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2차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1990.2.20.∼23.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마약문제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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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국
●

유엔 회원국(157개국), 옵서버국(4개국, 한국, 스위스, 교황청, 북한)

3. 정부 훈령
●

마약류 불법거래 추이와 각국의 정책, 제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도록 할 것

●

한국의 마약류 남용 예방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의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도록 할 것

4. 주요 결과
●

각국 대표들은 연설을 통해 마약소비 선진국의 마약 수요 감소와 마약생산 개도국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마약문제 해결에 긴요하다고 강조함.

●

국제적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91~2000년을 ‘유
엔마약퇴치 10년’으로 정할 것을 결의함.

5. 한국대표단 활동
●

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마약현황 및 대책을 설명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한
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함.

6. 평가 및 건의
●

유엔 마약문제 특별총회는 유엔 역사상 마약문제를 단일 의제로 한 첫 특별총회로 1990.2.15.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마약 4개국 정상회담(미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 이어 개최되어
마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 그러나 마약문제의 해결책임에 대해서는 마약 생산국과
소비국 간 이견이 노정됨.

●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선언문 및 행동강령의 국내 적용을 위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며, 동 총회 시 미국이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에 가입
하였는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동 방지협약 가입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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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9

마약퇴치 관련 세계 각료회의. London, 1990.4.9.-11.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4 / 1-120

정부는 1990.4.9.~11. 런던에서 개최된 영국 정부와 유엔 공동주최 마약퇴치 관련 세계
각료회의에 주경식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영국 수상, 유엔 사무총장, 콜롬비아 대통령, 태국 부수상, 미국 보건부장관, 아르헨티나 외무부장
관 등 각료급 76명을 비롯하여 120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 총 500여 명 참석

2. 회의 주요내용
●

마약의 불법적 수요를 감소하고 코카인의 위협을 저지하는 총 35개항의 정치선언을 채택함.

●

마약퇴치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대책 수립이 긴요하며, 어떠한 마약의 합법화 움직임에도 반대
하고, 기존의 공급측면 규제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관리도 중요함.

●

수요 감소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대책: 자원배정 증가, 가정･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유도, 학교
교육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 강화, 연구 및 전문인력 훈련,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이 필요함.
- 코카인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대책의 대폭적 수정과 범세계적 전략수립이 필요

3. 한국대표단 활동
●

1990.4.10. 제3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기조연설

4. 마약퇴치 관련 세계각료회의 자료
●

각료회의 최종 선언문, 영국 수상･유엔 사무총장 연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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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0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제15차. 북경,
1990.10.15.-19.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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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10.15.~19.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5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에
유창종 대검 마약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34개국(회원국(23개국), 옵서버국(11개국), 국제기구(8개)

2. 토의 내용
1072

●

각국별 마약 압수현황 보고
-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등이 회의 개최 전 마약국에 제출한 국별보고서에 추가하여 최근의
마약 압수현황 보고

●

주제별 분임토의
- 헤로인 밀거래, 아프리카인을 통한 헤로인 배달, 국내 집행기관 간 업무조정, 향정신성 물질
통제, 마약류 원료의 통제, 아편 재배지역 분석 등

●

역내 마약요원 훈련

●

유엔 사업현황 보고

3. 한국대표단 활동
●

부의장 및 분임토의 의장 선출, 활동

●

지역내 마약실태 및 추세 보고

●

유엔 마약 밀거래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입법의 논의 조정 등 경과 설명

4. 성과
●

마약수출국으로서의 오명 해소

●

역내 마약퇴치 지도국으로서의 평가

90-1011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6차.
동경, 1990.2.2.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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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간 대책회의가 1990.2.2.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문봉주 외무부 동북아1과장

●

일본 측: 이마이 외무성 북동아과장

2. 회의 의제
●

한･일본 양국에 있어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의 현황과 대책

●

한･일본 양국간 협력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

●

기타 양국의 관심사항
- 마약 중독자 치료에 관한 정보 교환, 마약탐지견 훈련기법 협조, 의료용 마약류 품질 관리
및 유통 감시

3. 회의 결과
●

양국은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최근의 마약 및 암페타민류 유통 증가추세를 설명하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사범 근절에 대응하기로 합의함.

●

양국간 수사 및 단속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함.

●

수사공조를 위한 범죄인 수사, 마약 중독자 치료문제, 마약 탐지견 훈련기법, 의료품 마약류
감시 등 관심사항에 협력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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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2

유엔 범죄예방 및 통제 한국연락관 임명
생산연도

1981-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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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90년 중 유엔 범죄예방 및 통제를 위한 한국연락관 임명과 관련된 내용임.
1. 유엔사무총장은 1981.7.24.자 공한으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인 처벌에 관한 유엔 통신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국 국내 연락책임자 통보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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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8.27. 유엔사무총장 공한을 법무부에 송부하고 연락책임자 지정을 요청

●

법무부는 9.3. 정해창 법무부 검찰국장을 연락책임자로 통보

2. 외무부는 1983.6.16. 연락책임자가 정구영 검찰국장으로 변경됨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9.10.19. 유엔 사무국 공한을 법무부에 송부하면서 연락관 임명을 요청함.
●

법무부는 천성관 검찰국 검사를 범죄예방 및 통제연락관으로 통보

90-1013

유엔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 회의, 제9-11차. Vienna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0-76 / 8 / 1-330

1986~90년 중 제9~11차 유엔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됨.
1. 제9차 회의(1986.3.5.~14.)
●

토의사항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분야에서 유엔의 업무 검토
- 발전의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등

2. 제10차 회의(1988.8.22.~31.)
●

유엔 측은 제10차 회의 관련 ‘법집행 공무원 사무규정’ 및 ‘사형수의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서
작성 협조 요청

●

토의사항
- 제7차 회의 결론 및 권고의 이행
-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청소년 사법
- 가정폭력 문제 등

3. 제11차 회의(1990.2.5.~16.)
●

대표단(대표): 천성관 법무부 검사

●

훈령
- 형사사법의 문제점 검토 및 법령 개선 등 활동 소개
-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재범방지를 통한 교정교화활동, 갱생보호활동
등 소개
- 유엔 범죄방지 및 범법자처리 회의 결의 및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한국의 노력 설명

●

토의사항
- 범죄방지 및 통제분야 유엔활동에 관한 보고
- 제7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법자처리 회의(1985년, 밀라노) 결과와 권고사항의 실행
- 제8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법자처리 회의(1990.8.27.~9.7., 쿠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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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4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8차.
Havana(쿠바), 1990.8.27.-9.7.
생산연도

1988-1990

생 산 과

국제연합과 /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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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0년 중 제8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와 아태지역 준비회의가
개최됨.
1. 제8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아태지역 준비회의(1989.4.10.~14., 방콕)
●

대표단(수석대표):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

참석자: 한국 등 21개 아태지역 대표

●

토의내용
- 범죄예방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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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과 형사 제재, 조직범죄, 테러리즘, 청소년 보호문제
- 형사분야 협력문제, 범죄인 인도문제

2. 제8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1990.8.27.~9.7., 쿠바 하바나)
●

대표단(수석대표): 김두희 법무부차관

●

참석자: 123개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 및 전문가

●

한국대표단 활동
- 1990.8.30. 전체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한 입장 발표

●

특기사항
-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개회식 축사를 하고, 8.27. 참가자를 위한 리셉션 주최
- 북한은 한상규 중앙검찰소장(수석대표) 외 3명 참석, 수석대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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