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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 V.1 1981-85
8 2 1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 V.2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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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한·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간의 양해각서, 1987.9.24.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42호)

823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전2권 V.1 1981-1986.7월
824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전2권 V.2 1986.8월-1987
825 단일유럽협약 (Single European Act)
826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및 회신
827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전2권 V.1
828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전2권 V.2
829 이중국적보유 아국인의 법적지위관련 검토
830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확대조치
8 3 1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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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물품 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A1)" 및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E1)" 한국가입, 1987.3.5.

83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 의정서 한국가입, 1988.1.1. (조약 제945호)

901
902

834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에 정부간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위한 양해각서 한국가입,
1987.8.29. (외무부고시 141호)

835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87.5.19. (조약 921호)
836 [1971년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 가입, 1987.10.10. (조약 937호)
837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87.5
838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2 1987.6-12
839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2.8.(조약 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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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6호)

909

8 4 1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910

842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86.10

911

843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월-1987

844 1986년 소맥무역협약 한국 가입, 1986.7.1. (조약 924호)
845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5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7.3.30.-4.16.

912
913
914

846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5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7.7.27.-8.21.
847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자문역할을 위한 정부간기구(INFOFISH) 설립협정
848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제10차. Montevideo(우루과이) 1987.5.11.-20.
849 남극조약상의 타방당사국에 대한 통보
850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의 국경분쟁
8 5 1 필리핀·말레이지아 간의 Sabah 지역 분쟁
852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추진
853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26차. Bangkok, 1987.1.11.-17.
85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5차. New York, 1987.2.17.-27.
855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9-20차
856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실제에 있어서의 통일사법 국제회의. Rome, 1987.9.7.-10.
857 북한 주민 김만철 가족 망명 사건. 전5권 V.5 국내외 언론보도 및 홍보
858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859 한·인도 문화공동 위원회, 제4차. 서울, 1987.5.11.-15. 전2권 V.1 기본문서
860 한·인도 문화공동 위원회, 제4차. 서울, 1987.5.11.-15. 전2권 V.2 자료
8 6 1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3권 V.1 기본문서 I (1984-85)
862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3권 V.2 기본문서 II (1986)
863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3권 V.3 기념행사
864 주Hamburg(독일) 명예영사관 개설 100주년 기념사업
865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조사
866 한·일본 도시간 자매결연
867 한·일본 문화담당 실무자 회의
868 마산·Zapopan시 (멕시코) 간의 자매 결연
869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870 국립무용단 중남미 순회공연, 1987.9.7.-10.28.
8 7 1 Djarnany, Hubert-Mary 중앙아프리카 문공차관 방한, 1987.10.15.-21.
872 브루나이 언론인 방한
873 네팔 문화관계 주요 인사 방한 (민간)
874 Niandou, Harouna 니제르 'Le Sahel'지 사장 방한, 1987.10.15.-21.
875 Cyr, Arthur 미국 시카고 외교협회 부회장 방한
876 Do Hoi 베트남 'Vietnam News Agency' 기자 방한, 1986.9.18.-25.
877 태국내 한국학 연구 지원문제
878 한국 이슬람대학 건립 문제
879 한·중공 교육, 학술관계 인사교류
880 Coens, Daniel 벨기에 문교장관 방한, 1987.4.20.-26.
8 8 1 아시아지역 이슬람 선교대회 서울 개최 문제
882 1987년도 Indiana 특수올림픽대회 : 명예후원자 위촉
883 태권도 사범 베넹(구 다호메이) 입국 문제
884 이세기 체육부장관 구주 순방, 1987.2.18.-3.5.
885 Diallo, Amadou Binani 기니 청년체육장관 방한, 1987.10.25.-30.
886 말레이지아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887 Castagnola Maldonado, Victor Manuel 페루 체육회장 방한, 1987.8.28.-9.3.
888 소련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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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한·미국 의회간 청소년 교류
890 한·일본 비정부간 채널 조사
8 9 1 프랑스·한 친선협회
892 한·영국 협회
893 구주지역 친한단체 결성현황
894 미주지역 친한단체 결성 현황
895 버마 정부의 외국무역상사 규제조치
896 중공의 외환 관리
897 이탈리아 경제동향
898 일본 경제동향
899 소련의 경제정책 및 동향
900 한·호주 경제통상협력
9 0 1 한·카메룬 경제협력
902 한·이디오피아 경제협력
903 한·가나 경제협력
904 한·인도 경제현안 일괄타결 교섭
905 한·이라크 경제협력
906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907 한·일본 경제협력
908 한·케냐 경제통상협력
909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 협력
9 1 0 한·세네갈 경제협력 일반
9 1 1 한·미국 환율 관계
9 1 2 한·미국 환율 관계
9 1 3 한·중국(대만) 경제통상관계 회의
9 1 4 한·중국(대만) 경제각료회담, 제20차. Taipei, 1987.6.12.-16.
9 1 5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25.-27. 전2권 V.1 기본문서
9 1 6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25.-27. 전2권 V.2 자료
9 1 7 한·오스트리아 혼성 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16.-17.
9 1 8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1 사전준비 I
9 1 9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2 사전준비 II
920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3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
9 2 1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4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I
922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5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923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87.5.7.-8.
924 한·독일 경제공동 위원회, 제13차. 서울, 1987.6.11.-12.
925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3차. Baghdad, 1987.11.8.-10. 전2권 V.1 기본문서
926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3차. Baghdad, 1987.11.8.-10. 전2권 V.2 자료
927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928 한·모로코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6.10.29.-31.
929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1 1986.3-87.3
930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2 1987.4-7
9 3 1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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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2 결과보고
933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3 자료
934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0.14.-16. 전3권 V.1 사전준비 I : 1985
935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0.14.-16. 전3권 V.2 사전준비II : 1986
936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0.14.-16. 전3권 V.3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937 한·수리남 공동위원회, 제2차. Paramaribo, 1987.11.18.-19.
938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939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7차. London, 1987.9.24.-25.
940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1 사전준비 Ⅰ
9 4 1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2 사전준비 Ⅱ
942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943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4 자료
944 한·인도 [민간] 경제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6차. New Delhi, 1987.9.8.
945 한·일본 민간 합동경제위원회 회의, 제19회. 제주, 1987.4.20.-22.
946 한·노르웨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Oslo, 1987.6.3.
9 4 7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7차. 서울, 1986.10.8.
948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1차. 서울, 1987.9.1.-4. 전3권 V.1 사전준비I (1986.11-87.7)
949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1차. 서울, 1987.9.1.-4. 전3권 V.2 사전준비II (1987.8)
950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1차. 서울, 1987.9.1.-4. 전3권 V.3 결과보고
9 5 1 중남미 8개국 정상회담, Acapulco(멕시코) 1987.11.27.-29.
952 WEF(세계경제협의회) 세계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87.1.29.-2.4.
953 말레이지아의 남남협력위원회 (South Commission)설립관련 기여금 제공
954 민간경제사절단 아프리카 및 이집트 순방, 1987.4.22.-5.6.
955 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전2권 V.1 1차 방문, 1.26.-29.
956 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전2권 V.2 2-3차 방문
95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아주 및 나이지리아 순방, 1987.9.19.-10.7.
958 [민간] 경제사절단 중미 순방, 1987.10.17.-11.1.
959 아르헨티나 경제사절단 방한
960 콜롬비아 관민 경제사절단 방한, 1987.7.6.-14.
9 6 1 인도 경제사절단 방한, 1987.9.14.-19.
962 이헌기 노동장관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방문, 1987.6.9.-14.
963 이규호 건설부장관 필리핀 방문계획
964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미국 방문, 1987.2.23.-28.
965 사공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미국 방문, 1986.12.4.-11.
966 벨기에 경제관계 인사 방한
967 가이아나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968 스리랑카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969 미국 경제관계 인사 방한
970 한국의 대카메룬 원조 (무상원조)
9 7 1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원조(무상원조)
972 한국의 대가나 원조 (무상원조)
973 한국의 대기니 원조
9 7 4 한국의 대 기니비사우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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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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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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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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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1986년도 한국의 대모리타니 원조 (무상원조)
976 한국의 대네팔 무상기술용역 공여 (상수도)
977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 (무상원조)
978 한국의 대세네갈 원조 (무상원조)
979 한국의 대소말리아 스포츠용품 지원
980 한국의 대중남미 원조(무상원조)
a 구도시 보존사업 지원
9 8 1 북예멘 Sana’

982 가나 원조국 회의, 제4차. Paris, 1987.5.6.-7.
983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984 대네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985 대페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986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전2권 V.1 1981-86
98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전2권 V.2 1987
988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989 중국(대만) 지하철 건설 입찰 참여
990 대한조선공사의 홍콩 록마차우-중공 심천 간 대교 건설
9 9 1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관련 동향
992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993 Baghdad(이라크) 소재 소련 업체의 건설협력 제의
994 삼화(주)의 대필리핀 진출
995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Kembe 수력발전소 건설 예비조사
996 한·일본 기업기술훈련원 설립사업
997 한·파키스탄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사업
998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제3-4차
999 태평양 과학대회, 제16차. 서울, 1987.8.20.-30.
1000 환태평양 과학기술 협력 민간협의체 구성방안
1001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호주 및 동남아 순방, 1987.3.8.-21.
1002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태국 및 중국(대만) 방문, 1987.6.27.-7.5.
1003 프랑스 우주산업 관민사절단 방한, 1987.6.30.-7.1.
1004 Ahmed Fathi Ben SHATWAN 리비아 공업장관 방한, 1987.11.13.-19.
1005 한·인도네시아 자원 협력위원회, 제9차. Jakarta, 1987.9.4.-5.
1006 한·페루 자원협력위원회, 제2차. Lima, 1987.7.7.-10.
1007 Kaputin, John 파푸아뉴기니 동력자원장관 방한, 1987.6.20.-28.
1008 이라크산 원유 도입
1009 한·카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5차. 서울, 1987.6.25.-26.
1010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4차. 서울, 1987.11.19.-20.
1 0 1 1 Zoumanigui, J. B. 기니 수산청장 방한 초청 계획
1012 한·바베이도스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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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전9권
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1014 한·일본 어업협력
1015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1016 한국 어선 몰디브 수역 통과

1088
1089
1090
1091

1 0 1 7 한·멕시코 어업협력
1018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1019 한·포르투갈 어업협력
1020 한·페루 어업협력
1021 한·스페인 어업협력
1022 한·수리남 어업협력
1023 트리니다드토바고 진출 덕수물산 현지 부채 처리 문제
1024 한·터키 어업협력
1025 Falkland 주변 수역 조업
1026 한·미국 어업협력
1027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1차. 서울, 1987.3.30.-4.1.
1028 한·일본간 어선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
1029 Yadav Prasad PANT 네팔 수자원장관 방한, 1987.9.13.-15.
1030 Dulloo, Madun Murlidas 모리셔스 농수산 및 자원상 방한, 1987.1.18.-22.
1031 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
1032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교환각서
1033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제6차
1034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전2권 V.1 제1차. 서울, 3.9.-10.
1035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전2권 V.2 제2차. 동경,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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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2차. Washington D.C.(미국), 1987.9.29.-10.1. 전2권
V.1 기본문서

1111

1037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2차. Washington D.C.(미국), 1987.9.29.-10.1. 전2권
V.2 자료

1038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Washington, D.C.
1039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주최 각료급 심포지엄. Bangkok, 1987.6.18.-21.
1040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28차. Miami(미국) 1987.3.23.-25.
1041 AFDB/AFDF(아프리카 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기금) 제 5차 재원보충 회의 및 제 23차 연차 총회
1042 UR(우루과이라운드) / 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04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반덤핑/상계관세 위원회
104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동광(copper) 관련 비공식 협의
1045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046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 그룹 회의
1047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
104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 회의. 전2권 V.1 1987.1월-11.10.
104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 회의. 전2권 V.2 1987.11-12
105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반덤핑/상계관세 위원회
105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전2권 V.1 1987.1-3
105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전2권 V.2 1987.4-12
1053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기능강화 및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1054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055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전4권 V.1 제1-2차 회의
1056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전4권 V.2 제3차 회의
1057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전4권 V.3 비공식 협의 및 제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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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전4권 V.4 비공식 협의 및 제5차 회의
1059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060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제1-3차 회의
1061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제4-5차 회의
1062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 회의
106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3차. Geneva, 1987.11.30.-12.3.
106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전2권 V.1 2-3월
106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전2권 V.2 4-8월
106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06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예산행정위원회
1068 ISO(국제사탕기구) 이사회, 제1-9차. London (영국)
1069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1070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7-108차. London
1071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제43-46차
1072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1-2차. Geneva
1073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3차. Geneva, 1987.9.21.-10.2.
1074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4차. Geneva, 1987.11.23.-12.4.
1075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Geneva
1076 CCC(관세협력이사회) ADP 소위원회 회의, 제26차. Brussels(벨기에), 1987.11.9.-13.
1077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 제5-6차. Brussels(벨기에)
1078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3-14차. Brussels(벨기에)
1079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제1차. Canberra/Melbourne(호주) 1987.4.6.-10.
1080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9-70차. Ottawa(카나다) 1987.6.22.-26.
1081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082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전2권 V.1 1-6월
1083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전2권 V.2 7-12월
1084 일본·미국간 통상관계
1085 미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법안 추진 동향
1086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1 1-2월
1087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2 3-4월
1088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3 5-6월
1089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4 7-11월
1090 이스라엘 보이코트 위원회(Israel Boycott Committee)
1091 미국 통상법 제301조 대EC 적용문제
1092 미국의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대책
1093 한·미국 통상협력
1094 호주의 한국산 상품 덤핑 규제
1095 카나다의 한국산품에 대한 특혜관세(GPT) 철폐 동향
1096 카나다 수입시장 조사
1097 카나다의 수입물품 반덤핑 제소 동향. 전2권 V.1 1-3월
1098 카나다의 수입물품 반덤핑 제소 동향. 전2권 V.2 4-7월
1099 카나다의 한국산 자동차 덤핑 조사
1100 카나다의 한국산품 덤핑제소

1137
1138
1139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01 한·중공 교역 추진
1102 한·중앙아프리카 통상협력 추진
1103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1104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105 한·일본 통상
1106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를 위한 협정의 시행
1107 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1108 대미국 광고시장 개방문제
1109 한·미국간의 섬유협정 운영
1110 대 베트남 교역
1 1 1 1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10차. 서울, 1987.4.1.-2.
1112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제2차. Jakarta, 1987.7.5.-9.
1113 대일본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 조정에 관한 기술협의
1114 한·말레이지아 통상장관 회담, 제1차. Kuala Lumpur, 1987.6.29.-7.1.
1115 한·필리핀 통상장관 회담, 제3차. Manila, 1987.7.1.-4.
1116 대미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에 대한 기술협의
1117 한·미국 통상장관 회담, 제12차. 서울, 1987.4.20.-21.
1118 제10차 한·호주 무역실무회의 개최계획
1119 한·중국(대만) 과실 교역회담, 제3차. Taipei, 1987.8.25.-27.
1120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1 각 부처의 대책자료
1121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2 회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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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120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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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1123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4 회의일정 및 면담요록
1124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5 결과보고
1125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1126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7 자료
1127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12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전2권 V.1 대EC 쿼타 협의
1129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1130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6차. New Delhi, 1987.9.1.-3.
1131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전2권 V.1 제1차. 서울, 1986.11.6.-7.
1132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전2권 V.2 제2차. 동경, 1987.6.18.-19.
1133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1 기본계획
1134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2 결과보고
1135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3 자료
1136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4 타부처 자료
1137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7.1.12.-14.
1138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7.6.25.-26.
1139 한·일본 무역확대균형위원회 회의
1140 아시아·태평양 비지니스 컨벤션, 제4차. 오사카, 1987.10.6.-9.
114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142 ITCB(국제섬유 및 의류기구) 회의 및 이사회

1206
1207
1208
1209
1210
1212
1213
1214
1216
1217
1218
1220
1221
1222
1223
1225
1227
1229
1230
1231
1232

1143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랜드) 1987.3.22.-24.
1144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145 인도네시아 수출진흥 경제협의회
1146 대일본 수출촉진 실무위원회
1147 대중남미·카리브 투자진출 간담회
1148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대책 실무위원회
1149 특수지역 교역위원회
1150 구매사절단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7.2.26-3.15. 전2권 V.1 기본문서
1151 구매사절단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7.2.26.-3.15. 전2권 V.2 활동보고
1152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1153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154 통상 및 투자사절단 구주 순방, 1987.3.12.-26.
1155 동독 통상사절단 방한, 1987.12.2.-8.
1156 일본 경제교류촉진단 방한, 1987.3.15.-20.
1157 미국 통상관계 사절단 방한
1158 Mosbakk, Kurt M.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87.9.24.-30.
1159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주요인사 방한
1160 한·자메이카 구상무역
1161 한·필리핀 구상무역
1162 한·태국 구상무역 (제2단계)
1163 우리나라의 구상무역
1164 대일본 수출 라면 첨가물 검사
1165 대카나다 자동차 수출
1166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1167 일본의 낚시대 수입규제
1168 대튀니지 경비정 수출
1169 대자이르 경비정 연불 수출
1170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 1 7 1 카나다 농산물 수입문제
1 1 7 2 이디오피아산 소금 연계 수입
1 1 7 3 이디오피아산 원피 수입 추진
1 1 7 4 요르단산 인광석 수입
1 1 7 5 소련산 석탄 수입
1 1 7 6 소련산 원목 도입
1 1 7 7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 시행관련 호주 및 태국과의 협의
1 1 7 8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한 제소
1 1 7 9 GATT(관세와무역에관한 일반협정) 분쟁해결 패널 구성 동향
1180 미국 해운 동향
1 1 8 1 항공운수관계 자료
1182 대한항공(KAL)의 중공·소련 영공 통과 항로 개설
1183 한·프랑스 해운협력
1184 한·일본 항공협력
1185 한·일본 해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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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8 6 수단 특별화물기의 김포공항 착륙허가
1187 한·영국 항공관계
1188 한·미국 해운 협력
1189 오명 체신부장관 프랑스 및 스위스 방문, 1987.10.14.-25.
1190 차규헌 교통부장관 서구 순방, 1987.5.19.-30.
1 1 9 1 Douffiaques, Jacques 프랑스 교통장관 방한, 1987.3.13.-17.
1192 Hylton, Noel A. 자메이카 항만청장 방한, 1987.2.1.-5.
1193 Teheran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
1194 Made in KOREA Fair 개최. 오사카, 1987.9.16.-22.
1195 일본 국제 박람회 참가
1196 아주지역 국제 박람회 참가
1197 호주 ITDC(국제무역개발센터) 전시회 참가
1198 동경지역 한국상품 전시 직매장 설치계획
1199 소련 개최 전시회 참가
1200 주한 아일란드 산업개발청(IDA) 서울 사무소 설치
1201 미국 주정부 한국사무소 현황
1202 77그룹 사무국 보좌관 파견계획
1203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4.20.-26. 전3권 V.1 사전준비
1204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4.20.-26. 전3권 V.2 결과보고
1205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4.20.-26. 전3권 V.3 자료
1206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제6차. Dhaka(방글라데시) 1987.3.9.-16. 전3권 V.1 사전준비
1207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제6차. Dhaka(방글라데시) 1987.3.9.-16. 전3권 V.2 훈령 및 의제
1208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제6차. Dhaka(방글라데시) 1987.3.9.-16. 전3권 V.3 결과보고
1209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제11차. New York, 1987.9.28.-30.
1210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 회의, 제1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87.12.8.-11.
1 2 1 1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3차. Venice(이탈리아) 1987.6.8.-10. 전2권 V.1 5-6월
1212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3차. Venice(이탈리아) 1987.6.8.-10. 전2권 V.2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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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경제협력에관한 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9.7.-12. 전2권 V.1 기본문서

1310

1214 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경제협력에관한 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9.7.-12. 전2권 V.2 자료

1215 77그룹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 제5차. New York, 1987.5.18.-22.

1311
1312

1216 ECDC / TCDC(개발도상국간경제협력 / 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국별 연락관 회의, 제2차. New Delhi(인도)
1987.[11]

1217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기술자 교육 대학 유치 검토
1218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0차. SanFrancisco (미국) 1987.5.18.-21.
1219 중미·카리브 지역 회의
1220 리비아국적 유조선 해양오염사고
1221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정세
1222 아프가니스탄 사태
1223 알제리 정세
1224 서부사하라 문제
1225 호주 정세. 전2권 V.1 1-5월

1313
1314
1315
1316
1318
1320
1321
1323
1324
1325

1226 호주 정세. 전2권 V.2 6-12월
1227 Waldheim, Kurt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1228 방글라데시 정세
1229 버마 정세
1230 캄푸챠 정세
1231 캄푸챠에 관한 국제회의, 제3차. Bangkok, 1987.7.25.-26.
1232 차드사태
1233 중국(대만) 정세
1234 콜롬비아 정세
1235 중공 정세. 전4권 V.1 1-2월
1236 중공 정세. 전4권 V.2 3-4월
1237 중공 정세. 전4권 V.3 5-10월
1238 중공 정세. 전4권 V.4 11-12월
1239 중앙아프리카 정세
1240 이집트 정세
1241 이디오피아 정세
1242 EC(구주공동체) 정세
1243 휘지 사태. 전3권 V.1 4-5월
1244 휘지 사태. 전3권 V.2 6-9월
1245 휘지 사태. 전3권 V.3 10-12월
1246 프랑스 정세
1247 감비아 정세
1248 독일 정세
1249 가나 정세
1250 과테말라 정세
1251 홍콩 장래문제 관련위원회
1252 홍콩 장래 실무대책반 회의
1253 아이티 정세
1254 인도 정세
1255 인도네시아 정세
1256 이라크 정세
1257 이란·이라크 전쟁관련 동향. 전2권 V.1 1월
1258 이란·이라크 전쟁관련 동향. 전2권 V.2 2-7월
1259 이라크 공군기의 미국 함정 STARK호 피격사건
1260 이란 정세
1261 이스라엘 대외관계
1262 일본의 대외 어업관계
1263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및 다께시다 내각구성
1264 일본 정세
1265 레바논내 외국인 및 외교관 납치 현황
1266 레바논 정세
1267 라이베리아 정세
1268 리비아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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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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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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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1364
1365
1367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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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1269 리비아 정세
1270 몽골 정세
1271 모리타니 정세
1272 모리셔스 정세
1273 말라위 정세
1274 모잠비크 정세
1275 나이지리아 정세
1276 니제르 정세
1277 오만 정세
1278 필리핀 정세. 전2권 V.1 1-8월
1279 필리핀 정세. 전2권 V.2 9-12월
1280 팔라우 독립문제
1281 파푸아뉴기니 정세. 전2권 V.1 1-6월
1282 파푸아뉴기니 정세. 전2권 V.2 7-12월
1283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1284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1285 스웨덴 정세
1286 싱가포르 정세
1287 시에라리온 정세
1288 스리랑카의 타밀족 인종분규 문제. 전2권 V.1 1983-86
1289 스리랑카의 타밀족 인종분규 문제. 전2권 V.2 1987
1290 세네갈 정세
1291 수단 정세
1292 수리남 정세
1293 시리아 정세
1294 태국 정세
1295 튀니지 정세
1296 우간다 정세
1297 영국 정세
1298 소련 정세
1299 소련 혁명 70주년 기념 연설
1300 부르키나파소 정세
1301 베트남 정세
1302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
1303 걸프 지역 정세. 전4권 V.1 1-7월
1304 걸프 지역 정세. 전4권 V.2 8월
1305 걸프 지역 정세. 전4권 V.3 9월
1306 걸프 지역 정세. 전4권 V.4 10-12월
1307 중미지역 국가 정세. 전2권 V.1 1-6월
1308 중미지역 국가 정세. 전2권 V.2 7-12월
1309 중남미 지역 국가 외채 문제
1310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 3 1 1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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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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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4
1406
1407
1408
1409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20
1421
1423
1424
1425
1426
1428
1430
1431
1433

1312 자이르 정세
1313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미국 동향. 전3권 V.1 2-7월
1314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미국 동향. 전3권 V.2 8-9월
1315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미국 동향. 전3권 V.3 10-11월
1316 재일 교민 사건 사고
1317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 사건
1318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 V.1 기본문서
1319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 V.2 자료
1320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회의, 제2차. 서울, 1987.3.5.
1321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전2권 V.1 기본문서
1322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전2권 V.2 언론보도 및 자료
1323 재일본 조선 장학회 실태조사
1324 재일본 대한 부인회 방한 추진
1325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326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3권 V.1 1-7월
1327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3권 V.2 8-12월
1328 필리핀 주재 한국인 안전문제
1329 조총련계 무역회사의 COCOM 위반 품목 대북한 수출
1330 투자이주 실태 조사 및 정부 소유 농장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출장, 1987.3.8.-26.
1331 호주 이민
1332 파라과이 San Pedro농장 운영문제
1333 해외 이주 부조리 문제 해결 방안
1334 서해 표류 중공 어선 송환 처리문제
1335 한·인도간의 복수사증 발급
1336 일본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및 한국의 동 선박 나포
1337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1338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1339 걸프만 한국선원 피격사건
1340 홍콩 여권제도 검토
1341 주한 미군부대 취업 필리핀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문제
134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3권 V.1 1-3월
1343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3권 V.2 3-4월
1344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3권 V.3 4-10월
1345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346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347 주요르단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4권 V.1 1983.1-85.6
1348 주요르단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4권 V.2 1985.9-86.4
1349 주요르단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4권 V.4 1986.7-87.6
1350 주Honolulu(미국) 총영사관 관저 매입
1351 주미국대사관 관저 부지 추가매입
1352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전3권 V.3 1986.9월-1987
1353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구 청사의 개축
1354 재외공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355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356 한·멕시코 정무일반
1357 한·중공 관계 개선
1358 북한·태국 관계
1359 북한·동남아 관계
1360 북한·중미 관계
1361 북한·남미 관계
1362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14차. 서울, 1982.3.30.-31. 전4권 V.1 기본문서
1363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14차. 서울, 1982.3.30.-31. 전4권 V.4 각국반응 및 자료
1364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365 주한미군 철수(감축) : 한·미국(행정부)간 협의. 전7권 V.7 7-12월
136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367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136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369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370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국내 취업문제
1371 페루 군사·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372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전8권. V.6 1982.9월-11.10.
1373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전8권. V.7 1982.11.11.-12월
1374 Alliance Francaise(알리앙스 프랑세즈)
1375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376 주한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1377 1982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82.7.28.-30.
1378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379 대싱가포르 군수품 수출
1380 각국의 대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승인 및 지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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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원회, 제43차. Geneva, 1987.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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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과

MF번호

2017-54 / 6 / 1~276(276p)

정부는 1987.2.2.~3.13.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43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및 의제
 43개 인권 위원국, 64개 옵서버국 및 92개 인권관계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대표가 참석함.
 주요 의제

2. 회의 결과
 각국의 인권 상황

- 남아공, 이스라엘 점령 아랍영토,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동 국가들의 인권 침해 상황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함.
-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인권 상황 판단에 대한 객관성 부여를 주장하는 한편 쿠바, 소련, 불가리아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여 비판함.
 고문 및 비자발적 실종

- 동 회의에 제출된 특별보고관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납치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페루, 엘살바도르 및 스리랑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유엔 인권소위원회 활동

- 서방측은 동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최 필요성을 역설함.

3. 한국 관련 사항
 가톨릭 단체 등은 한국에서 보안사범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행해지는 등 기본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대표로는 캐나다대표가 한반도의
인권 상황을 비판함.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인권보장제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4. 회의 결과 평가
 인권 문제와 관련한 동서 진영의 정치 공세는 인권위원회를 정치 선전장화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로도 서방국가와 공산권 간의 인권문제 관련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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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상황, 수감자 인권문제, 인권 분야에서의 지원활동,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탄압
및 차별 금지, 이주근로자의 인권 보장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초안 작성

UN 인권소위원회, 제39차. Geneva, 1987.8.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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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8.10.~9.4.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3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및 의제
 인권소위 위원 23명, 옵서버 자격 51개국 정부 대표 및 54개 인권 관련 비정부간 기구 대표가
784

참석함.
 주요 의제

- 각국의 인권 침해 사례
- 인종차별 철폐 문제 및 피구금자 인권 문제

2. 회의 결과
 의제별 16개 결의안, 최종보고서 및 제40차 회의 잠정 의제를 채택함.
 타국의 인권 상황을 상호 비방하는 정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한국 관련 사항
 금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종전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평가됨.
 한국 관련 4건의 진정서가 실무위원회에서 기각됨.
 로마 소재 인권단체 대표 1명의 발언 외에는 한국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발언이 없었음.
 영국 출신 Whitaker 인권소위원회 위원은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북한도 한국과 유사한 인권 상황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세계인권대회, 제2차. Dakar(세네갈)
1986.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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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인권회의가 1986.12.8.~12.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동 회의에는 46개국 대표가 참석함.

- 인권 관계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가 참가
- 각국 정부대표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주세네갈대사가 동 회의 개막식에 참석함.

 동 회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보호’
를 주제로 아래 의제를 토의함.

- 인종차별로부터 개인 및 단체의 권리 보호
- 여성의 권리 보호
- 피난민 권리 보호
- 소수민의 자립 및 권리 보호
- 인권과 국제경제
- 고문, 실종 및 재판절차 없는 구금의 철폐 실현 방안
- 인권단체 및 인권운동가 보호

3. 동 회의 결과 보고서(프랑스어) 첨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결과

785

캄푸챠인의 인도적 긴급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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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4.29.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5.5. 유엔 개최 캄보디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회의에서
3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1985년부터 캄보디아 난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UNBRO(유엔국경구호단: United Nations
Border Relief Operation)에 1985년 2만 달러, 1986년 3만 달러 등 총 5만 달러의 기여금을 공여함.
 아세안의 주요 현안인 캄보디아 난민문제에 대하여 유엔 등을 통해 한국의 협력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아세안 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786

참여함.
 1985~86년도에는 무상원조 예산에서 동 기여금을 지출하였으나, 동 공여가 유엔 산하조직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87년부터 국제기구 분담금에서 지출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87.5.5. 캄보디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회의에 참석한 채의석 대사가 금년 중 3만
달러 공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캄보디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회의가 9.10.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지원금 전달 예정 시기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9.3. 동 기여금 3만 달러를 송금 예정
임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 87-0723 |

CEDAW(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회의 제6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3.30.-4.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4 / 11 / 1~252(252p)

정부는 1987.3.30.~4.10. 비엔나 개최 유엔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차 회의에 김영정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및 정부 훈령
 보건사회부, 외무부 담당관 등 3명
 한국 제출 제1차 보고서 심의 시 정부가 여성차별 철폐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이룩한 실적을

도모
 여성문제 관련 국제협력 및 여성차별철폐 위원 등과의 친선, 유대관계 강화

2. 외무부 작성 회의 참가 자료 요지
 여성차별 철폐문제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

- 여성의 전반적 지위: 제도적, 실질적으로 남녀평등 달성
- 여성의 법적 지위: 헌법 및 각종 법령에서 남녀평등을 보장
-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1990년까지 남녀차별 규정 각종 법령 정비 계획
- 가족법상 여성차별 조항 문제: 1990년까지 여성차별 조항을 남녀평등 방향으로 개정 계획
 여성차별 철폐협약 관련 한국이 제출한 제1차 보고서 내용

3. 회의 결과
 임원 선출, 전체회의 시 경비 절감 및 보고서 제출 원활화 문제 검토를 위한 작업반 구성, 8개국
정부 제출 보고서 심의
 여타 6개국 보고서 심의 및 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 문제 계속 검토
결정

4. 정부대표단의 한국의 보고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에 만족 표명
 차후 보고 시 통계 제시 등 내용 면에서 상세 보고 희망
 여성 지위 향상 장기계획, 가족법 개정 의향, 여성 근로자 현황, 여성의 공직 참여, 윤락여성 실태
및 선도대책 등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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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홍보
 여성문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한국의 여성 지위 향상 실적 소개 및 한국 여성의 활동상 홍보를 통해 여성의 국제적 지위 향상

| 87-0724 |

CEDAW(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회의 제6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3.30.-4.10. 전2권
V.2 회의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4 / 12 / 1~359(359p)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7.3.30.∼4.10. 비엔나 개최 유엔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차
회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85~98차 회의 요록
2. 회의 일정표
788

3. 각종 보도자료
 한국 등 7개국 보고서 검토 현황
 경비 절감 및 보고서 제출 원활화 문제 검토를 위한 작업반 구성
 나미비아 여성, 이슬람 하에서의 여성 지위 등 각국별 특정 상황 보고 청취
 각국 제출 보고서에 근거한 추가 제안 내용
 차기 회의 시 9개국 보고서 검토 계획 등

4. 회의 요록
 주요 결의 사항

- 유엔 기구에 의한 이슬람권 내의 여성지위 상황 연구 장려
- 여성에 대한 편견 불식을 위한 여성차별철폐협약 회원국의 교육 및 대중 홍보체계 확립 권장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특정국에 대한 여성지위 개선 권고 권능
- 협약 일부 조항 유보 국가에 대한 유보 재고 권고
- 각 전문기구들에 의한 협약 이행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 1988년 회의 시 회기 수 확대 요청
 동 위원회 제7차 회의의 1988.3월 뉴욕 개최 결정

UN 여성차별 철폐 협약 당사국 회의, 제3차.
New York, 1986.3.25.

| 87-072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4 / 13 / 1~166(166p)

정부는 1986.3.25. 유엔본부 개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3차 당사국 회의에 주
유엔대표부 김해선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1. 금번 당사국 회의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23명 중 1986.4.15. 임기 만료되는 12명을 교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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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2개국을 지지함.
 일본 등 한국의 지지를 공식 요청한 국가 10개국
 추가 지지 요청 등을 감안하여 기타 2개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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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경합 중인 총 20개 국가 중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협조관계 등을 고려하여

세계 청소년의 해 관련 사업

| 87-0726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5 / 1 / 1~244(244p)

1. 문희철 주수리남대사는 1985.1.18. 주재국 Lumsden 국제 청년의 해 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유사한
위원회와의 상호 연락 및 사업 협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보고하고, 한국의 유관 위원회,
기구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1.21. 한국 청소년대책 관련 기구 현황 등을 주수리남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함.
 한국은 1985년‘국제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
를 맞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790

청소년대책위원회 주도하에 총 167건에 달하는 청소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5.1.30. 유엔 CSDHA(사회개발·인도문제센터)로부터 접수한 세계 청소년의
해와 관련하여 각국 국가원수의 청소년에 대한 메시지 발표를 권장하는 서한 사본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3.2. 진의종 국무총리의 1.4.자 국제 청소년의 해에 즈음한 담화문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하고, CSDHA
측에 송부하도록 지시함.

UN 마약위원회 회의, 제32차. Vienna, 1987.2.2.-11.

| 87-072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5 / 2 / 1~203(203p)

1987년 제32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회의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기간 및 장소: 1987.2.2.~11., 비엔나
2. 한국 대표단

3. 파견 목적
 마약 불법거래 근절 등 마약통제정책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한국 마약
행정 발전 도모
 마약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에 능동적 참여 등

4. 기본 훈령 요지
 각국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류 관계법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한국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초의 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상황 설명 등

5. 동 회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Allobarbital 등 5개 물질의 신규 국제통제에 관한 WHO의 권고안을 표결로 채택(2.2.)
 마약 남용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안에 관한 토의 진행 및 비공식 전문가그룹 구성
(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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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연탁 보건사회부 마약과장(수석대표), 보사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 등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
회의, 제4차. 동경, 1987.12.22.

| 87-072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55 / 3 / 1~260(260p)

동경에서 1987.12.22. 개최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제4차 한·일 대책회의 개최
결과임.
1. 양측 대표단
 한국 측: 유병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수석대표), 외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관세청 및 주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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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관
 일본 측: 다나카 히도시 외무성 북동아과장(수석대표), 외무성, 총리부, 법무성, 대장성, 후생성,
경찰청, 해상보안청 관계관

2. 회의 결과
 마약류 밀수출입 단속 협력

- 양측은 사전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확인함.
- 마약검사 능력 제고 및 검문검색 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 면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원료공급 차단 및 밀조유인 제거문제

-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마약류의 철저한 단속을 요망함.
- 한국 측은 단속도 중요하나, 마약사범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주로 일본 폭력조직으로부터 제공되는
원료공급, 자금제공 등 일본 내 소비 관련 조직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마약류 밀조유인 제거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강조함.
 마약류 관련 사건 수사공조

- 한국 측은 사법공조협정 제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수사 당국 간 공동수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일본 측은 동 협정 없이도 수사공조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 Vienna,
1987.6.17.-26. 전2권 V.1 회의 진행 사항

| 87-072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5 / 4 / 1~218(218p)

정부는 1987.6.17.~26. 비엔나 개최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에 이시용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진강 보건사회부 약정국장, 보건사회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2. 정부 훈령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함.
 한국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활동 상황을 소개하여 관련 분야의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함.

3. 회의 결과
 동 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Mahatir 말레이시아 수상과 볼리비아 외상 간 경합이 치열하였으나,
막후교섭 결과로 Mahatir 수상을 표결 없이 6.17. 동 회의 의장으로 선출함.
 유엔 사무총장 및 동 의회 의장은 6.17. 연설을 통해 마약문제는 각국의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약의 퇴치는 단일 국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에 따라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요망됨을 강조함.
 수석대표는 6.19.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안 및
CMO(Comprehensive Multi-disciplinary Outline) 내용 등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함.
 동 회의 최종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리비아 등 아랍 국가들은 회의 개최일인 6.17.을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날로 지정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서방 선진국들은 동 선언문을
채택한 6.26.을 지정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1987년 유엔 총회에 양일을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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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 및 비정부 기구 간 협력 도모
 마약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 참여 및 한국의 마약관리 행정 발전 도모

| 87-0730 |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 Vienna,
1987.6.17.-26. 전2권 V.2 각국의 의장·부의장직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5 / 5 / 1~133(133p)

1. 비엔나에서 1987.6.17.~26. 개최된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 의장 선출 관련 정부의
말레이시아 입후보 지지 결정 경과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6.2.3. 주재국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Dato Musa Hitam 부수상 겸
내무상이 동 회의 의장에 입후보하였음을 알려 오면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6.4.8. 현지 말레이시아대표부가 자국 정부의 상기 입후보 철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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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Anthony Yeo Keat Seong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는 7.28.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마하티르 수상이
동 회의 의장에 입후보하였음을 통보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옴.
 정부는 1986.8.25.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주재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및 유엔·비동맹에서의
협력관계, 마하티르 수상이 아세안그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동 수상의
의장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2. 정부는 1987.3.24. 동 회의 부의장(2명의 조정담당 부의장 및 24명의 부의장) 등 선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입후보할 예정임을 한국 측에 알려 오면서 지지를 요청해 온 태국, 핀란드 및 미국에 대해 기존
우호관계 및 동국 정부들의 마약규제 노력을 고려하여 동국들의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5.27. 동 회의 부의장직 입후보를 통보하고, 지지를 요청해 온 이란에 대해서도 지지하기로 결정함.

볼리비아 마약퇴치를 위한 특별회의. Vienna,
19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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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4.7.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볼리비아 마약 퇴치를 위한 UNFDAC(유엔마약
남용통제기금) 특별회의에 이시용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 경위
 볼리비아 베드레갈 외상은 1987.1.6. 및 1.16. 최광수 외무부장관에 대한 아래 내용의 전문을
전달해 옴.

 주볼리비아대사는 2.2. 베드레갈 외상에게 마약 퇴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마약 규제를 위한
볼리비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히는 내용의 외무부장관 회신을 전달한 바, 동 외상은
금번 비엔나 회의는 볼리비아의 마약 재배 퇴치를 위한 3개년 계획 추진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함.

2. 주볼리비아대사는 동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1987.3.9.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재국 외무성은 동 회의에 가급적 고위 정부대표단 파견을 요청함.
 주재국이 동 건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대표단 파견을 건의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7.4.7. 동 특별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회의에 22개국 대표 및 8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볼리비아는 외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미국 등 주요국은 볼리비아 마약퇴치 3개년계획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약속함.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각국은 볼리비아의 마약퇴치 3개년계획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개도국 경협정책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 지원을 증대해 갈 것으로 전망됨.

4. 볼리비아 외상은 1987.4.30. 최광수 외무부장관에 대해 상기 특별회의에 한국 정부가 고위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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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에서 국제 마약거래 범죄 퇴치를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력
형태 및 협력기구 문제가 논의될 예정임.
- 한국 정부의 고위대표단 파견을 요청함.

인종차별 철폐 협정에 따른 제4차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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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10.25. 동 대표부에 송부된 10.15.자 유엔 사무총장 명의 외무부장관 앞
공한에 의하면 인종차별철폐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8조에 의거한 조약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매 2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제4차분을 1986.1.4.까지 제출
하기로 되어 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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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1.12. 법무부에 한국은 1978.12.5. 동 협정 비준서를 기탁한 이래 현재까지 3차례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통보하고, 한국이 1984.2월 제3차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동 협정
시행과 관련된 입법, 사법, 행정 및 여타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86.2.5. 동 협정 관련 아래 요지의 제4차 정기보고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해 왔음을
설명함.
 인권규약 및 난민의정서 비준 예정 등 인종차별 철폐 관련 법적 조치에 관해 설명함.
 인종차별철폐의 날(3.21.) 및 나미비아의 날(8.23.) 기념 외무부장관 메시지 발표 등 한국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관해 설명함.
 거주이전의 자유, 노조결성권 등에 관한 설명 및 한국의 월남 난민 지원 실적 등을 소개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87.3.9.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를 종료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질문은 협정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국내법상 추가 입법조치 필요 여부 등으로
동 심의에 참석한 안종구 공사는 동 위원들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을 보고함.
 반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및 대남아공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힘.
 동 협정 4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침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기존 법률로도
동 협정 제4조의 국내 적용이 가능함.

인종차별 철폐 관련 국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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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4.29. 유엔본부 개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정 제11차 당사국회의에
주유엔대표부 채의석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금번 회의에서는 협약 당사국의 기여금 미납분 총 16만 달러에 대한 해결 방안이 토의될 예정인
바, 한국은 동 문제가 조속 해결되어 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필요시 동 입장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87.4.23. 주유엔대표부에 한국의 상기 당사국회의 부의장국 입후보 의사를 아시아그룹
 Al Ansi 아주그룹 의장(오만대사)은 4.24. 아주그룹은 동 회의 부의장국으로 한국의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Cuellar 유엔 사무총장 앞 공한 사본을 박근 주유엔대사에게 송부해 옴.

3. 주유엔대표부는 1987.4.29. 채의석 차석대사가 동 회의에서 분담금 미납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인종차별철폐운동에 기여하자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으며, 한국이 아시아 그룹을 대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보고함.
4. 주가나대사는 1987.6.6. 유엔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이 5.15.자
공한을 통해 인종차별 및 아파르트헤이트에 관한 동 연맹 제5차 아프리카지역 회의 및 세미나가 주재국
에서 개최됨을 통보하는 한편 동 회의 개최 환영 및 연대감을 표시하는 메시지 송부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환영 메시지 발송을 건의함.
 외무부는 6.15. 인종차별 및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등에 관한 한국 입장을 표명하는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를 주가나대사관에 송부함.
 주가나대사는 6.24. 동 회의 개막식에서 이집트 대통령, PLO 의장 및 SADR 수반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한국 외무부장관의 메시지 전문이 낭독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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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통보하고, 피선을 위해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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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6.3.13.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행사 관련 아래 입장을 수립함.
 유엔은 매년 3.21.을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 반아파르트헤이트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함.
 한국은 인종차별반대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비동맹국의 주요 현안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비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1977년 이래 매년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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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1978년 이래 남아공 관련 유엔기금에 기여금을 제공 중임.
 1986.3.21. 동 기념일에 외무부장관 명의 성명 발표를 통해 기여금 2만 달러 제공 서약 및 1987년
중 유엔 남부아프리카 교육연수계획에 다른 연수생 접수 용의를 표명함.

2. 정부는 1986.3.14. 주유엔대사에게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 한국의 기여금 서약 및 연수생 방한초청
의사를 유엔 반아파르트헤이트 특별위 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3.21. 아래 요지의 국제 인종
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외무부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주일대사 등 49개 공관장에게 동 성명을 송부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및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반대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
 아파르트헤이트는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완전히 종식
되어야 함.

3. 정부는 1987.3.6.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행사 관련 아래 입장을 수립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함.
 과거 외무부장관 명의 기념일 성명을 국무총리 명의로 격상 발표함.

- 한국 정부의 보다 큰 관심 표명으로 대아프리카 외교 기반 강화를 도모함.
- 국무총리 명의 성명 발표가 유엔 공식문서에 기록됨으로써 한국 정부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입장을 더욱
강하게 천명함.
 남아공 관련 유엔기금에 대한 기여금 2만 달러 제공을 서약함.
 관련 조치

- 3.17. 주유엔대사에게 국무총리 성명 및 한국의 기여금 전달 지시
- 3.21. 국제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무총리 성명 발표 및 주방글라데시대사 등 38개 공관장에게 동
성명을 송부, 주재국 정부, 의회 및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지시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종차별 반대 국제회의.
Harare (짐바브웨) 198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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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1.5.~7. 짐바브웨 하라레 개최 체육 분야에서의 인종차별반대 국제회의 파견을
위해 김세원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외 1명, 외무부 아프리카2과 담당관을 정부
대표로 임명함.
1. 정부 훈령

 최근 짐바브웨 정세 및 북한의 동향 파악

2. 체육부는 1987.11.6. 외무부에 대해 영국 소재 동 회의 조정관 및 짐바브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참가 계획을 통보하고, 입국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입국사증 발급이 불허됨에 따라 상기
국제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
3. 주케냐대사는 1987.11.16. 짐바브웨 NOC 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한 한국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경위 등을 아래 보고함.
 짐바브웨 NOC는 한국대표단 3명 전원에 대한 사증 발급을 추진하였으나, 짐바브웨 외무성이
한국 외무부 담당관에 대한 사증 발급에 반대함.
 KOC 소속 2명에 대해서만 사증 발급을 결정하고, 11.14. 주영 짐바브웨대사관에서 한국대표단을
접촉코자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치 못함.
 북한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북한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아 발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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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분야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대남아공 제재 동향 파악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방해 활동 파악 및 각국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권유
 한·짐바브웨 관계 개선 및 88 서울올림픽 참가 권유, 양국 간 체육교류협정서 체결 협의
 대짐바브웨 경제 진출 가능성 타진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이사회,
제42차. Rome, 1987.5.10.-11.

| 87-073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5 / 11 / 1~124(124p)

정부는 1987.5.10.~11. 로마 개최 제42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이사회에
이태녕 서울대 사범대 교수(현 ICCROM 이사) 및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장(옵서버)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개요
 가입국 및 참가국: 1987.4월 현재 77개국 가입, 금번 이사회에 한국 등 19개국 참가
800

2. 북한의 가입 및 관련 검토
 정관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정회원인 북한의 공식 가입의사 표명으로 1986.9.29. 가입함.
(한국은 1968.7.22. 가입)
 정부는 북한의 가입에 따라 아래 사항을 검토함.

- 한국의 이사 재선을 위해 ICCROM에서 수학한 문화재관리국 간부급 요원을 계속 이사회 및 총회에
파견
- 한국문화의 밤 행사 개최 등 ICCROM 내에서의 호의적 분위기 조성
- ICCROM의 각종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3. 정부 훈령
 실질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회원국 참가 대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함.

- 동구 공산권 국가, 아프리카 대표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재와 문화에 관한 이해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각국과의 문화 교류 방안 협의를 통한 교류 기반을 구축함.
- 유네스코, ICCROM 및 각국의 문화재 관계 세미나, 훈련 및 연수과정, 보존기술자 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동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함.
 의제별 입장

- 의제의 인준, 재무 및 기획위원회 보고 및 토의는 다수 의사에 따름.
- 분담금은 현 수준을 유지함.
- ICCROM 일반정책 토의 시 불교문화권의 문화재 보존 문제에 관한 관심과 사업 제고 필요성을 환기하고,
교육과정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상응하는 개선과 진화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최근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 결과의 소개와 보존 문제에 관해 각국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을 시행함.

| 87-0737 |

IO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
위원회 회의, 제15차. Kuala Lumpur (말레이지아)
1987.10.24.-26.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5 / 12 / 1~95(95p)

정부는 1987.10.24.~26. 쿠알라룸푸르 개최 제15차 OI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
위원회 회의에 전찬수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및 농진청 관계관 1명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악성 전염병 발생 정보 교환 및 동물과 축산물 교역에 관한 정보 수집
 88 서울올림픽 승마경기 마필 검역시설 및 수입 위생조건 등의 홍보 및 대회 참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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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훈령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수역 분야 현황 설명을
통해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인식을 제고함.
 수역관계 자료 발표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한국의 수역관계 분야의 기술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함.
 세부 훈령

- 우역 방역지역의 추진 상황 보고: 회원국의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기여함.
- 회원국의 구제역 발생 상황 및 지역 협력: 한국과 동물 및 축산물을 교역 중인 국가들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상대국 간 위생조건 제정 및 국내 방역정책에 반영함.
- 뉴캐슬병, 가금 인플루엔자,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한국의 뉴캐슬 방역 현황 발표를 통해 회원국의
이해 증진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가금 인플루엔자 및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발생국의
방역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수출입검역에 반영함.
- 회원국의 가축위생 상황: 한국의 가축위생 상황을 설명하고, 타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가축방역대책에 참고함.

3. 회의 결과
 주요 의제별 토의 내용

- 우역 및 구제역 방제에 대한 회원국의 경과 보고, 뉴캐슬병 등 방제대책 보고, 어류 질병에 대한 훈련계획,
OIE 회원국의 가축위생 현황 보고
 종합 의견

- 국제무역의 다변화정책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수입 증가, 이에 따른 해외 악성전염병의 전파 기회
증가가 예상됨.
-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해외 악성전염병의 유입 원천봉쇄 및 국내 침입 시 초동단계에서 박멸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해외 악성전염병 발생 상태를 감지하는 정보망 운용, 전문요원 양성, 외래성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방법
확립, 가축위생연구소 내 해외 악성전염병 연구 및 진단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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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훈령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5차. Paris,
1987.5.18.-22.

| 87-073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5 / 13 / 1~178(178p)

정부는 1987.5.18.~22. 파리 개최 OIE(국제수역사무국) 제55차 총회에 전찬수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및 대한승마협회, 서울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를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한국 수역 분야의 기술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
 88 서울올림픽대회 승마경기에 참가할 마필 검역 관련 준비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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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훈령
 회원국 상호 간의 이해 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
 세부 훈령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수역 분야 현황을
설명하고,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인식을 제고함.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역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의 가축방역 분야의 기술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함.
 세부 훈령

- 동물 및 축산물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가 및 국제 간 감시감독: 선진국의 감시감독 체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사항 이해로 한국의 동물검역 및 국내 방역정책에 활용함.
- 낙타 질병: 이해 당사국 간 조사된 기술자료 수집, 토의내용 검토로 수출입 검역과 낙타의 질병관리에
참고함.
- 회원국의 가축위생 현황: 각 회원국의 현황 검토 및 한국의 현황 설명을 통해 회원국 간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

3. 회의 결과
 참석자: 87개 회원국 대표, FAO(식량농업기구) 등 11개 국제기구 대표, 가축위생 전문가 등 223명
 각 의제별 토의 내용

- 동물 및 축산물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국내·국제 간 무역통제 및 감시감독, 낙타 질병, 가축위생기구,
1986년 국제적 가축질병 발생 보고, 각국의 가축위생 현황 보고, 행정사항
 정부 훈령사항 이행

- 선진국의 각국별 방사선 오염도 관련 수집 자료를 검토, 한국의 방역정책에 반영
- 낙타 질병 기술사항 및 각국의 질병 발생 상태를 파악, 동물검역 업무 및 방역정책 수립에 반영
-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검역 강화와 국내 방역 철저화로 악성 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 강구

IOC(정부간해양학 위원회) 총회, 제14차.
Paris, 1987.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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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6.11.13.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의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의 동 기구
집행이사국 진출 검토를 위해 아주지역의 합의 확보가 중요함을 설명하는 한편 동 입후보와 관련한
의견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주프랑스대사는 12.3. 아래 의견을 보고함.
 현 집행이사국의 의석 감소 및 북한의 방해 활동 등으로 한국의 이사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준비 단계로 우선 WESTPAC(서태평양그룹) 내에서 피선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5차 총회 시
이사국 진출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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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함.
 의장(노르웨이), 제1부의장(코스타리카), 집행이사국(태국, 일본 등 총 21개국)
 쿠바에 대해서는 지지 유보
 외무부는 1987.3월 주프랑스대사 및 관련 공관장에게 상기 정부의 지지 입장을 통보하고, 주한
관련국 공관에도 동 지지 표명 공한을 송부함.

3. 정부는 1987.3.17.~4.1. 파리 개최 IOC 제14차 총회에 김현곤 주프랑스공사 외 2명을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IOC 개요

- 1960.11월 설립, 총 112개 회원국, 집행이사회는 임기 2년의 33개국으로 구성
- 해양 연구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도모 목적으로 창설
 정부 훈령

- 해양 개발과 연구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관련 분야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해양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함.
- 북한, 중국(구 중공) 등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특히 북한의 활동에 적절히 대처하며, 한국의
정당한 입장과 정책을 홍보함.
- 해양과학, 해양과학 활동 지원, IOC 및 지역기구, UN 기구 등과의 협력 등에 대해 세부 훈령에 따라
입장을 표명함.
 회의 결과

- 70여 개 회원국, 국제기구 대표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 참석
- 주요 토의 내용
  · 1985~86년 활동 실적 보고, IOC 정관 개정안 의결, 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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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3월 제14차 IOC 총회 시 의장 및 집행이사국 입후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지 입장을

  · IOC 중장기계획(1990~95년), 결의안 및 회의의사록 채택
- 북한대표단 발언(3.17.)
  · 개도국의 해양과학 발전 및 회원국 상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IOC의 지원을 희망
- 정부대표단 발언(3.30.)
  · WESTPAC에의 적극적인 참여 용의 표명 및 1987.8월 서울 개최 제16차 테평양과학총회에 각국의
참여 독려
804

| 87-0740 |

CCOP(아시아 천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
위원회) 총회, 제24차. Bangkok, 1987.10.28.11.7.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55 / 15 / 1~31(31p)

정부는 1987.10.26.~11.7. 태국 방콕 개최 아시아 CCOP(천해저광물 공동탐사조정위원회)
제24차 총회에 김동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지질연구부장(수석대표) 및 동 연구소 관계자 3명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일정
 제8차 운영위원회: 10.26.~27.
 본회의 및 기술자문단회의: 10.28.~11.7.

 한국의 해저광물탐사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참여와 협조 방안을 모색함.
 공산권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발전상, 평화통일정책 및 문호개방정책을 소개하고, 특히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도 설명함.
 1989년 이후 연간 기여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함.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본국에 청훈함.
 본회의 세부 입장

- CCOP 지원국에서 제공하는 지원, 협력 내용 검토 및 한국의 이용 가능 여부 타진
- 개도국 회원국 간 기술협력 확대 지지, 한국의 지원 가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입장 및 회원국의
기술훈련 요청이 있을 경우 수락 입장 표명
 기술자문위원단 회의 의제별 세부 입장

- 해저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된 활동
- 주석 및 기타 쇄설성중 광물자원의 천해저 및 해안 조사와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 제4기 지질연구 계획
- CCOP 활동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컴퓨터 응용에 의한 자료 저장, 수정 및 해석
- 해양환경계획
- 훈련계획
- 출판계획
-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기술자문단 회의 보고서 채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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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 제9차.
Kuala Lumpur (말레이지아) 1987.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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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처는 1987.2.20. 외무부에 과기처장관의 3.7.~21. 호주 및 동남아 4개국 순방 시 태평양
연안국들과 각료급 과학기술공동협력체 구성을 통한 환태평양 기술협력회의를 제의하는 구상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2.26. 아래 검토 의견을 회신함.
 기존 ASCA(아시아과학협력기구)에 대한 관련국들의 관심 저조로 새로운 협력회의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양자 간 협력 차원에서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양자 간 과학기술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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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확대하여 기존 ASCA를 활성화하도록 관련국들의 관심을 촉구함이 바람직함.

2. 과학기술처는 1987.5.25. 아태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6.27.
아래 검토 의견을 회신함.
 아태지역 국가들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상 상호 실리적 기술이전을 도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과학기술협정을 근거로 한 양자 간 협력 기반을 확충하면서 장기적, 점진적 추진 모색이 바람직함.
 현 단계에서는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 한 ASCA 활성화 추진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제9차 ASCA 회의 시 한국의 상설사무국 유치 의사 표명 및 실무급 회의 한국 개최 제안이 자연
스러운 접근 방식으로 판단됨.

3. 과학기술처는 1987.9.17. 쿠알라룸푸르에서 10.12.~13. 개최 예정인 제9차 ASCA 회의 시 ASCA 활성화
방안 제안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9.21. 아래 검토 의견을 회신함.
 상설사무국 서울 설치 및 실무급 회의 한국 개최에 동의함.
 차기 ASCA 회의 한국 유치는 역내의 부정적, 소극적인 반응을 감안하여, 1989년경 개최 추진이
바람직함.

4. 정부는 제9차 ASCA 회의에 권원기 과기처차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과학기술처 관계관 6명을
포함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정부 훈령

- 한국이 추진 중인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등 과학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개도국 간
기술협력정신에 입각한 양자·다자간 협력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설명함.
- 제8차 회의 결과 검토, 현행 협력사업 및 신규 협력사업 논의, ASCA 세미나 개최, ASCA의 장래 등 사안에
대해 세부 훈령에 따라 대처함.
- 한국의 차기 ASCA 회의 유치를 제의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유치 교섭을 시행함.

 정부는 9.30. 주말레이시아대사 등 17개 아태지역 공관장에게 제9차 ASCA 회의 시 동 기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차기 ASCA 회의 한국 유치를 제안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주재국에 대한 지지
교섭 시행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함.
 회의 결과

- 차기 제10차 회의의 1988.11월 서울 개최를 결정함.
- 상설사무국으로 ASCA 연락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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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집행이사회. 북경,
1987.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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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8.25.~9.1. 북경 개최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및 APPTC(아태
우정연수소) 관리이사회에 이형우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외 2명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실질 토의 참여 및 각국 대표와의 친선 유대를 통해 관련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함.
 회원국의 관련 분야 동향 파악을 통해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의 우편업무 발전에 활용하도록
808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
 세부 훈령(집행이사회)

- 북한 관련 사항: 북한대표의 참석 및 동 연합 가입 가능성 관련 대처
- UPU/EC(만국우편연합/구주공동체) 회의에 참가할 APPU 대표 선정: 타 회원국의 참가 희망 시 한국
은 참가 표명을 유보, 희망국이 없을 경우 참가 의사 표명
- 중앙사무국 운영규칙 개정: 한국에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지 않는 한 동 연구 결과 존중
- 아시아태평양 우정정보센터 설립: 설립 필요성 지지, 동 센터 재정적 지원에 동의
- 우편물 항공운송 극대화 세미나 및 국제특급우편 세미나: 주제 논문 발표 및 토론 참가
- 동 연합의 회계보고서 및 예산안 승인

2. 회의 결과
 참가국: 한국 등 18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50명
 주요 토의 내용

- 베트남의 신규 가입으로 총 21개 회원국으로 확대,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의 동 연합 가입 의사 표명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정정보센터 설립 원칙 합의,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향상 및 교환국 망 확장 결의안
채택, 1988년도 집행이사회의 몰디브 개최 합의
 정부대표단 활동

- 1988 UPU 집행이사회 참가 APPU 대표로 재지명
- APPTC 재정위원국에 선출되어 연수소 운영의 실질토의에 참가, 1988년도 회의 재정위원국에 재선임
- 항공운송 국제화의 성공적 도입 요건에 관한 주제 발표
 건의 사항

- 1988.5월 개최 UPU/EC 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 APPTC에 1988년도 약 3만 달러 상당의 훈련기자재 기증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2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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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칠레대사 등 재외공관장은 1987.1월 이후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제12차 총회 중 법률
전문위원 교체 선거 시 주재국 측의 입후보자 지지 요청을 보고한 바, 정부는 1987.9.7. 주호주대사 등
9개국 주재 공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하는 한편 9.30. 주한 일본대사관 등 9개 공관에 외교 공한으로
동 지지 결정을 통보함.
 주재국 추천 법률전문가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적의 통보 바람.
 양국 간 협력관계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
하도록 교섭 바람.

파견함.
 기본 훈령

- 총회 실질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성통신사업 관련 국익 증진을 도모함.
- 별도 통신위성시스템 Space Segment(우주부분) 시설 설치, 계획적 국내 서비스 등에 대한 한국 입장
설정 및 대처 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아시아지역 개도국과의 접촉 강화 및 연합 의사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반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 통신 저개발 회원국들과 접촉 시 한국의 전기통신 발전 방향을 홍보하고, 동 지역 내의 국내 통신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함.
 세부 훈령

- 법률 전문가 선출: 정 전문가는 칠레 등 11명을 우선적으로 지지, 교체 전문가 선출 시 상기 낙선국 및
프랑스를 우선적으로 지지, 기타 입후보국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지지
- 별도 위성통신시스템 설치 문제: 설치를 위한 경쟁체제는 바람직하나, INTELSAT 장기 재정계획에의
차질로 인한 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회원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해결책 등 논의에 신중히 대처
- 우주부분 사용 문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반적인 요금차등제는 태평양지역 위성 사용국의 요금 인상을
수반함에 따라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
- 차기 정기총회 개최 시기 및 장소: 회원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표단이 적의 대처
- 총회 의장 등의 선출: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3. 주칠레대사 등은 1987.10월 한국 정부의 주재국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는 주재국 측의 서한을 송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는 1987.10.5.~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INTELSAT 제12차 총회에 정부대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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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 총회,
제11차. Washington,D.C.(미국) 19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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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4.1.~3 워싱턴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본부 개최 동 기구 제11차 특별총회에
체신부 이해욱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주미대사관 담당관, 한국전기통신공사 2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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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통신위성시스템 설치 문제, Space Segment 사용 요율 문제
 신임 사무총장 임명 추인, 1987.10월 정기총회 개최 일자 결정

2. 정부 훈령
 별도 위성통신시스템 설치 문제: 설치를 위한 경쟁체제는 바람직하나, INTELSAT 장기 재정 계획에의
차질로 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회원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해결책 등 논의에 신중히 대처

- Space Segment 사용 요율 문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반적인 요금차등제는 태평양지역 위성 사용국의
요금 인상을 수반함에 따라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
- 신임 사무총장 임명 추인 및 차기 정기총회 개최 시기 및 장소: 대표단 재량으로 적의 대처

3. 회의 결과
 의장단 선출 및 신임 사무총장 추인
 별도 위성시스템 구성 시 INTELSAT 총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의무 조항 의결
 미국과 자메이카 간 국제 Teleport 운영 문제는 INTELSAT의 경제적 손실 문제를 세심히 검토
후 추후 결정
 협약 제5조d항 개정(위성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 문제)은 차기 총회에서 결정
 차기 총회를 1987.10.5.~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하기로 의결
 대표단 건의사항

- 본부, 주미대사관 및 주미 각 총영사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
- 예산, 기술 및 보안상 제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2.18.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987.3월 동 기구 제71차 이사회 시 선출
예정인 신임 사무총장에 D. Burch 미국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미국의 동 기구에
대한 기여도, 입후보자 경력 및 한·미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여 3.6. 동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결정을
주미대사를 통해 통보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 제5차.
London(영국) 1987.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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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9.28. 런던에서 1987.10.13.~15. 개최 예정인 제5차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총회에서의 한국의 동 기구 지역대표 이사국 입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동 기구 지역대표 4개 이사국 선거 실시 계획에 따라 동 기구 사무국은 1987.4.24. 한국 측 가입
서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입후보 의사를 문의한 바, 동 공사는 8.29. 외무부와의 사전 협
의 없이 동 입후보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
 이에 따라 아주지역 이사국 1석에 대해 한국과 기 입후보한 중국(구 중공)이 경합하게 된 바, 아래

- 중국은 이미 3차에 걸쳐 아시아지역 대표 이사국으로 피선된 바 있으며, 중국의 INMARSAT 위성 설치
계획은 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여타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짐.
- 중국이 입후보 의사를 조기 표명하고 활발한 지지 교섭을 시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이사국
피선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교섭을 추진할 경우에도 촉박한 시일 등으로 당선에 어려움이 있음.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총회 기간 중 가능한 경우 중국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입후보 철회
및 중국 입후보 지지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임.

2. 정부는 양병학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주영국대사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동 총회에 파견한 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중국, 칠레, 가봉 및 폴란드를 표결 없이 4개 지역대표 이사국으로 선출함.
 INMARSAT 이사회는 사무국에 대해 제4차 총회 시 이미 의결한 바 있는 항공위성통신 관련 협약
및 운영협정을 포함한 4개 협정에 대한 수정동의서를 조속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항공통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INMARSAT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간의 협력협정 체결
추진을 사무국에 위임함.
 정부대표단은 아주지역 내의 합의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의 견지에서 이사국 입후보 사퇴를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 중국대표단에게는 향후 한국의 입후보 시 지원을 요청한 바, 중국대표단은
한국 측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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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HO(국제수로기구) 총회, 제13차. Monaco,
198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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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5.5.~15. 모나코 개최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제13차 총회에 김문선 교통부 수로국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회원국 대표들과의 유대 및 수로업무 협조 강화
 관련 전문자료 수집 및 교환
812

 수로 측량 및 수로 지도의 세계표준화 및 발전에 기여
 수로 및 해양에 관한 기술개발과 선진화를 위한 교류 확대
 수로업무 유관 국제기구 및 각국 기관과의 협력 증진

2. 회의 결과
 5.13.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3명의 집행위원 선출 선거에서 영국, 이탈리아 및 캐나다 입후보자가
선출됨.
 동 집행위원 3명을 후보로 하여 실시된 집행위원장 선거에서 영국 위원이 선출됨.

3. 동 집행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등은 외무부에 지지 요청
공한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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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8.12. 제7차 WTO(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 총회(1987년) 한국 유치
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함.
 총회 유치 목적

- 88 서울올림픽 홍보 효과 제고, 각국 관광 분야의 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다수 방한으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 도모
 유치 추진 경과

 총회는 매 2년 마드리드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하며, 유치국에서 추가 비용 부담 시 타 지역에서
개최 가능한 바, 105개 회원국 중 투표 회원국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
 유치 추진 교섭 경과 및 북한 동향

- 단독 입후보 시에도 과반수 찬성 득표가 필요한 바, 제7차 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제6차 총회 개최지가
미수교 공산국인 불가리아임 등을 감안하여 1985.7월 재외공관을 통해 7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를
위한 지지 교섭 시행
- 북한의 사주에 따라 시리아 및 일부 공산국이 한국 개최에 반대 의사 표명
 한국의 유치에 관한 WTO 사무국의 전망

- Lonati WTO 사무총장은 1985.8.8. 주스페인대사 면담 시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국 및 회원국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는 다수 회원국의 서울 개최 반대로 한국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제7차 총회의 WTO 본부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는 의견 표명

2. 교통부는 1985.8.22. 외무부에 대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WTO 제7차 총회 유치를 1989년 제8차
총회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제7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우 1981년 이래 연속 4회에 걸친 역외 개최에 대한 동 기구
사무국 측의 유보적 입장
 제6차 총회의 공산권 개최에 따라 표결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표
대결로 공산권을 자극할 가능성

3.	외무부는 1985.8.30. 관련 재외공관에 1985.9월 소피아 WTO 총회에서 표 대결로 일부 회원국과 충돌하는
것은 88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7차 총회 유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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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8월 멕시코 세계관광회의 시 유치 의사 비공식 표명
- 1983.9월 Lonati WTO 사무총장 방한 시 유치 문제 협의
- 1983.10월 뉴델리 제5차 총회 시 WTO 사무국은 한국의 유치 의사를 전 회원국에 통보
- 1984.7월 교통부장관 명의 총회 유치 공식초청장 발송 및 1985.2월 WTO 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공식
초청장 재발송
- 1985.2월 WTO 사무국은 한국의 공식 유치 의사를 전 회원국에 통보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7차. Madrid(스페인)
1987.9.22.-10.1. 전2권 V.2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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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9.22.~10.1. 마드리드 개최 WTO(세계관광기구) 제7차 총회에 아래와 같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김창갑 교통부 차관(수석대표) 및 윤찬 주스페인대사(교체수석대표)
 교통부 및 주스페인대사관 관계관
814

2. 정부 훈령
 우방 회원국은 물론 비동맹 및 공산권 미수교국 대표들과의 접촉 강화를 통해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의 관광 분야 발전상과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공산권 등 북한에 동조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방 발언 등이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고,
한국의 문호개방 및 평화통일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함.

3. 회의 결과
 수석대표는 1987.9.24. 기조연설에서 WTO가 추구하는 목표와 올림픽 운동의 이상을 연계하여
언급하고,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과 한국의 관광 동향 등을 소개함.
 총회 직전 개최된 제17차 WTO/CAP(세계관광기구/동아태지역위원회) 회의에서 1988년도 동
지역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4. 북한의 WTO 가입
 정부는 1987.9.15. 북한의 8.4.자 WTO 가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북한이 동 기구 가입 후 소재지인 마드리드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스페인 측과 사전 양자 간 교섭을 통해 동 설치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9.22. 총회에서 의장은 북한의 WTO 가입 신청 사실을 발표하고 일부 회원국들의 박수로 북한의
동 기구 가입이 가결된 바, 정부대표단이 입장 발언을 요청할 분위기가 아니었음에 따라 대표단은
총회 의장 및 WTO 사무총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보편성 원칙에 따라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함.

WTO(세계관광기구) 제8차 총회 유치문제

| 87-074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6 / 8 / 1~58(58p)

1. 제8차 세계관광기구(WTO) 총회(1987년) 유치 추진 경과임.
 교통부는 1987.2.16. 외무부에 1989.9~10월 개최되는 제8차 WTO 총회 서울 유치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2.24. 주스페인대사관에 1984.12월 WTO 집행이사회 제24차 회의에서 채택된 총회 개
최 장소 결정에 관한 절차에 의하면 유치 희망국은 동 총회 개최지를 결정할 총회(1987.9월) 개
최 최소한 1년 전 사무총장에게 동 유치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의 사항이 차기 총
회 개최지 결정에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 등에 관한 사무국 측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사실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5월 개최 예정인 집행위원회 회의 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섭함이 좋을 것임을 조언함.
 Giusti WTO 사무국 섭외국장은 3.23. 주스페인대사관 관계관 면담 시 한국이 총회 유치를 정식으로
신청해 온다면 사무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1987.9월 총회에서도
1985.9월 소피아 총회의 경우와 같이 일부 국가가 한국 개최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예견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외무부는 3.28. 상기 WTO 사무국 측 견해와 한국이 제7차 총회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1985.9월
소피아 제6차 총회 시 공산권의 반대 및 WTO 본부 소재지 개최 여론으로 인해 중단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동 유치 신청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교통부에
통보함.
 교통부는 4.15.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동 총회 유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교통부는 1987.2.16. 외무부에 1988년 2/4분기 개최 제19차 WTO/CAP(동아태지역위원회) 회의 서울
유치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3.28. 아래 의견을 회신함.
 동 회의를 유치할 경우 참석 대상인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한국 관광산업 소개뿐만
아니라 회원국인 중국(구 중공) 등 미수교국이 참석할 경우 관계 개선 차원에서도 유익할 것임.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동 지역위원회 유치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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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함.
 Phar WTO 사무총장은 3.4. 윤찬 주스페인대사 면담 시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IBWM(국제도량형국) 총회, 제18차. Paris,
1987.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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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0.12.~16. 파리 개최 국제도량형국(IBWM/BIPM) 제18차 총회(General Conference
of Weights and Measures)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강홍렬 한국표준연구소장(수석대표), 공업진흥청 및 한국표준연구소 관계관
816

2. 회의 개요
 국제미터법협약에 따라 국제도량형국에서 최소 6년에 1회 개최함.
 국제도량형국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계량단위, 계량기의 설정과 각국의 계량계측 수단의 표준화를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고, 각국 표준기관 간의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1975.5월 국제미터법
협약에 따라 창설됨.

3. 회의 의제
 온도 측정 등에 관한 7개 결의안 토의
 1989~1992년 국제도량형국 사업계획 및 1989~1990년 각국 분담금 심의
 국제표준단위 제5차 개정판 발간 문제 협의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
제9차. Amman(요르단) 1987.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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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4.21.~26. 요르단 암만 개최 AARRO(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제9차 총회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총회: 유종탁 농림수산부차관(수석대표), 박동순 주요르단대사(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부, 주요르단
대사관 및 주인도대사관 관계관
 집행위원회: 박동순 주요르단대사(수석대표), 농림수산부 및 주요르단대사관 관계관

 동 총회 개최 전후 제30차(4.18.~20.) 및 제31차(4.27.) 집행위원회 각각 개최

3. 파견 목적
 AARRO 집행위 부의장국으로서 동 총회 및 집행위 참석을 통해 AARRO 기구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1985~86년간 2차에 걸친 AARRO 회원국 대상 새마을운동 연수 실적을 홍보하고, 개도국 회원
국과의 협력 증진을 도모함.
 제9차 집행위원(1988~90) 피선 교섭을 추진함.

4. 회의 결과
 4.21. 총회에서 한국은 부의장국으로 피선되어 3회기에 걸쳐 연속으로 의장단에 선출됨.
 4.22. 총회에서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촌지역 개발 노력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AARRO 활동에 대한 지속적 협조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1988년부터
새마을운동 연수 격년제 실시 합의 사실을 발표함.
 제30차 집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은 분담금 체납국에 대한 납부 촉구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회원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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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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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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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10.14.~22. 마드리드 개최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총회 및 조사통계상설위원회에 박영철 국립수산진흥원 연구관
및 심호진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수산관을 대표로 파견함.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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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 참치 어종별 자원상태 검토
- 대서양 참치 통계 및 자료 관리체계 검토
- 상설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검토
 정부 훈령

- 금번 회의에서 국별 어업 및 자원조사 사업 검토, 황다랑어 연차사업 진도 검토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인 바, 각 회원국의 활동 파악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참치류 출어조업에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한국이 ICCAT의 자원보존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원양어업 허가 시에는 동 규제조치의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2. 정부는 1987.11.18.~24. 포르투갈 폰타델가다 개최 제10차 ICCAT 정례회의에 정해욱 외무부 기술협력과
사무관 및 김민종 수산청 원양생산담당관실 수산기좌를 대표로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7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및 옵서버가 참석함.
 사무국이 제시한 1988년 예산 규모(898,000달러, 1987년 예산 대비 30% 증가)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일본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이 동조함에 따라 삭감된 예산
735,000달러를 채택함.
 한국의 분담금은 1988년 31,988달러로 사무국 측 제시액보다 감액 산정됨.
 어획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은 서부대서양의 참다랑어 어획 허용량을 3,850톤으로 증량
주장했으나, 미국 및 캐나다의 반대로 철회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9차. Bourne
Mouth (영국) 1987.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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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22.∼26. 영국 Bourne Mouth 개최 제39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김균현
국립수산진흥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총회에 앞서 과학위원회(6.1.∼13.) 및 기술위원회(6.15.∼20.)가 개최됨.
 41개 회원국 중 33개국 180여 명이 참석함.
819
 주요 결정 사항

- 회원국 분담금: 1987/88 회계연도의 총 분담금액은 411,232파운드이며, 한국의 분담금은 13,032파운드로
결정됨.
- 뉴질랜드의 제안에 따라 차기 총회를 1988.5.30.∼6.3. Auckland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의 과학조사를 위한 특별허가 신청은 미국이 제안한 결의문 채택으로 부결됨.
- 비폭발포 사용 및 긴수염고래 포획 위반 비난에 대해 한국은 구체적인 해명을 제시함.
- 미국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과학조사의 필요성 및 알래스카 원주민의 Bow Head 고래포획 요청에
대해 협의함.
- 동일한 조사계획 신청국인 일본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함.
 회의 동향

- 미국을 위시한 반포경국은 과학조사를 위한 포획활동을 상업포경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대함.
-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포경국은 반포경국의 입장에 불만을 표출하고, 아이슬란드 중심으로
별도의 국제포경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함.

3. 후속 조치
 수산청은 1987.7.11. 수산청 생산국장 주재로 동 회의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함.
 동 총회 결과 분야별 후속조치 및 고래자원 조사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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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회의, 제19차. Hague (네덜란드)
1987.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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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3.17.~23.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 FAO/WHO(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Committee on Food Additives) 제19차
회의에 백덕우 국립보건원 위생부장, 김일환 한국식품과학회 감사(고문) 및 변시명 한국과학
기술원 교수를 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820

 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는 한국이 1970년 가입한 FAO/WHO 식품규격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식품첨가물의 사용, 분석평가 등에 관한 Codex 규격 제정, 변경 등을 사전 심의하는 위원회이나
한국은 그간 제반 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가를 유보해 옴.
 한국은 현재 동 분야에 있어 낙후된 실정으로 금번 회의 참가를 통해 식품첨가물에 관한 각국
및 유관 기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식품공업 발전에 기여하고, 식품규격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을 도모함.

2. 회의 결과
 과거 한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MSG(조미료) 과다 사용 문제는 금번 회의에서 MSG의
일일 섭취 허용량 한도 자체를 해제시킴으로써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총회, 제17차.
Rome(이탈리아) 1987.6.2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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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25.~26. 로마 개최 FAO/WHO(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제34차 집행이사회 및 6.29.~7.10. 제17차 총회에
백덕우 국립보건원 위생부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Codex 식품위원회는 FAO/WHO 공동식품 규격화 계획의 총괄기관으로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국제 식품 무역 장려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1970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이사국을

821

연임 중임.
 집행이사회에서는 총회에 보고할 Codex 재정심사, 각 위원회 활동보고 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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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지역 대표 이사국으로서 실질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음.
 총회에서는 Codex 사업 전반에 대한 토의 및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한국 식품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식품위생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함.

2. 보건사회부는 1987.7월 외무부에 동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가 보고서를 송부함.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전2권
V.1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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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5.4. 주호주대사관에 회원국의 분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사무국 측의 질의에
대해 아래 요지로 회신하도록 지시함.
 유치어업국 보호를 위해 일정 어획고(예: 3천 톤)까지는 어획고에 의한 분담을 면제하고, 일정 어획고
이상에 대하여 매 추가 어획 톤당 분담 비율을 결정함.
 동 어획고에 의한 분담으로 충당되지 않는 잔여분은 회원국 간 균등 분담함.
822

2. 외무부는 1987.7.16. 수산청에 CCAMLR 사무국이 동 위원회 제6차 총회가 10.26.~11.6. 호주의
Hobart에서 개최됨을 공지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동 회의에 참가할 대표 추천을 요청함.
3. 주호주대사관이 1987년 외무부에 보고한 CCAMLR 사무국의 주요 문서 목록임.
 1987.6월 파리 개최 Working Group for the CCAMLR Ecosystem Monitoring Program 제2차 회의
자료
 스페인의 남극 인근 해역에서의 과학 및 수산 연구 관계 자료
 1986년 재정보고서
 1987.6.2.~6. 파리 개최 Scientific Seminar on Antarctic Ocean Variability and Its Influence on
Marine Living Resources, particularly Krill 참석자 발표문 요지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전2권
V.2 8-12월

| 87-075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57 / 5 / 1~330(330p)

정부는 1987.10.26.~11.6. 호주 Hobart 개최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제6차 총회에 이상철 주호주
대사관 1등서기관, 공영 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 및 이순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2. 회의 결과
 호주 환경장관은 1987.10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의 협조정신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크릴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보존조치가 조속히 취하여져야 함을 강조함.
 본회의에서 20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한국이 동 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됨으로써 향후 남극
해양생물과학 분야에서 소련, 동독 등 공산권 위원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케 됨.
 아래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함.

- 분담금과 관련하여 소련 및 일본만 추가 분담하고, 여타 18개 회원국은 균등 분담하기로 결정함.
- 남극의 생태학적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South Georgia 해역에서의 남극빙어의 총 어획량을 3천 톤으로 결정하는 등 보존조치를 채택함.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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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어획 활동에의 참여와 자원 확보에 유리한 기반을 구축함.
 주요 남극조약 회의 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한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7차. Managua
(니카라과) 1987.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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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87.4.24.~5.2.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개최된 제7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권정달 국회내무위원장(민정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구성
 의원대표: 오세응, 이영일, 김현자 의원(민정당), 정선호 의원(국민당), 정재원 의원(민중민주당)
 수행원: 국회사무처, 외무부 관계관 등
824

2. 회의 결과
 중동 평화 문제, 공정한 국제무역 달성 및 중미 평화 문제 토의
 차기 회의의 1987.10.12.~17. 방콕 개최 결정
 한·니카라과 관계 개선 관련 대표단 활동

- Ortega 대통령 및 D'Escoto 외상 등 고위 인사를 접촉함.
- 니카라과 측은 양국 간 외교관계 유지 사실을 확인하고, 선 경협 후 관계 정상화 방안 및 상호 상주대사관
개설을 제의함.
- 한국 측은 선 관계 정상화 후 경협, 통상 확대 입장을 표명하고, 차관 공여는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함.
- 양측은 니카라과 겸임 주멕시코대사의 아그레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하는 한편 통상, 경협 방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3. 권정달 단장은 1987.2.7. 주제네바대사 경유 국회의장 앞 전문을 통해 동일 Pierre Cornillon IPU 사무
총장을 오찬에 초청하여 협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유성환 의원 구속사건 및 니카라과 개최 IPU 총회 대책 등에 관해 협의함.
 동 사무총장은 2.2.~5. IPU 산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유성환 의원 구속사건에 관해 토의한 바,
유 의원의 발언 전문, 국회 본회의 의사록, 법적 처리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언급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8차. Bangkok
(태국) 1987.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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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1987.10.12.~17. 방콕 개최 제78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권정달 의원(민정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구성

- 대표(이사): 오세응 의원(민정당)
- 대표: 김현자, 지연태 의원(민정당), 김봉호, 이재옥 의원(민주당), 김효영 의원(국민당), 최운지 의원
(신민당)
- 수행원: 국회사무처 관계관 등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11명의 대표가 참석함.
- 양형섭은 의제 7항(정치·경제 문제 등) 일반토의 연설에서 세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 등에 의한
핵무기 생산이 중단되어야 하며, 소련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비핵화 움직임 등 평화 제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남북 외교장관회담이 필요함을 주장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10.28. Pierre Cornillon IPU 사무총장이 10.13.~15. 방콕 개최 제39차 IPU 인권
특위 시 아래 요지의 한국 관계 사안 심의 결과를 알려 왔음을 보고함.
 유성환 의원 건: 1988.2월 제네바 개최 제40차 인권특위에서 재심의하며, 동 심의 시까지 긍정적
조치가 없는 경우 1988.4월 과테말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142차 IPU 집행위원회에 동 건을 상정함.
 이철 의원 건: 제40차 인권특위에서 재심의함.
 박찬종, 조순형 의원 건: 제142차 IPU 집행위원회에서 재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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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대표단 관련 사항

S.I.(국제사회주의연맹) 집행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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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7.4.8.~9. 밀라노에서 개최된 S.I.(국제사회주의연맹: Socialist International)
상반기 집행이사회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회의 개요

- 33개국 38개 정당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민사당 및 사회당이 참가함.
- 한민통 4명 등 옵서버 11개국 13개 단체가 참가함.
 동 회의에 참석한 Simon Peres 이스라엘 외상은 4.8. 개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Brutents 소련
826

공산당 중앙위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유엔에서 추진 중인 중동문제 국제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Brutents 외교부장은 이스라엘과의
접촉 강화가 소련의 전통 우방인 아랍과의 관계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Craxi 이탈리아 수상은 개막연설에서 지중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EC(구주공동체)와 중동
국가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지중해 평화를 위한 지원그룹 창설을 주장함.
 동 이사회는 동서 관계, 군축 문제 등에 관한 최종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한국 및 아시아에 관해서는
언급치 않음.

2. 외무부는 1987.10.15.~16. 세네갈 다카에서 개최된 1987년 하반기 S.I. 집행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북한 요원 활동

- 북한 요원 2명이 기자 신분으로 일방적으로 참석하여 남북한 군축문제,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의
타당성 등을 결의안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회원들의 불응으로 실패함.
 한국 민주화 현황 및 북한 실상 설명

- 나가스에 일본 민사당 부위원장(S.I. 부의장)은 10.16. 회의 시 한국의 민주화 추진 현황 및 노사분규
해결 성과 등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발전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은 서방은행 차관 상환
불이행 등 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권력 세습, 주한미군 철수 등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함.
 한국의 S.I.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브란트 의장 등 유력 인사들은 한국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단일화하
고, 차기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확보 시 차기 총회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을
표시함.
 회의 주요 의제

- 아프리카의 위기
- 중동, 중남미 및 지중해(리비아·차드 분쟁 및 사이프러스) 문제

AFPPD(인구 및 발전에 관한 아시아 의원 회의),
제1차. New Delhi. 1984.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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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4.2.17.~20. 뉴델리 개최 제1차 AFPPD(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 Asian Forum
of Parliamentarian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 허경구 의원(민한당) 및 김모임 의원(민정당)을
대표로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동 의원회의는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태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기여를
목적으로 1982.3월 뉴델리에서 발족하였으며, 일본, 중국(구 중공) 및 인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조직되어 운영됨.
 25개 아태지역 국가(북한 불참) 및 유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허경구 의원은 6개국

연설함.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은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버마 사건,
대한항공 사건 등을 예로 들어 1983년 국제정세를 언급함.

2. 전두환 대통령은 1985.7.18. 인구성장 안정을 위한 성명서 서명을 위한 아래 요지의 외무부 건의
문서를 재가함.
 인구문제에 관한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각국 국회의원으로 결성된 인구개발에 관한 세계
국회의원 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제안한 동 성명서에 한국 대통령의 서명을 요청함.

- 제1차 인구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 참석 김모임 전 국회의원 경유 요청
 동 성명서를 제안한 위원회는 각국 의원 간의 비공식 토론기구 성격의 국제단체로서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이 의장이며, 동 성명서에 일본,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 및 필리핀, 케냐, 요르단 등
20여 개 제3세계 지도자들이 기 서명함.
 동 성명서는 각국 지도자의 서명 확보 후 1985.9월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총회에 즈음하여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 모이 케냐 대통령 등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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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의 일원으로 피선됨.
 간디 인도 수상, 슈미트 전 서독 수상, 후쿠다 전 일본 수상, 황화 전 중국 외상 등이 참석하여

AFPPD(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
제2차. 북경, 1987.9.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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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대사는 1987.3.31. AFPPD(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AFPPD 사무총장은 9.23.~25. 북경 개최 동 기구 제2차 회의에 한국 국회대표단의 참석을 위한
참석 초청 안내 공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동 기구가 아시아 미수교국 국회와의 접촉 경로로 이용될 수 있음에 따라 동 기구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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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4.9. 국회 사무총장 앞으로 AFPPD 가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AFPPD 개요

- 1982년 아시아 지역 국회 간 인구 및 개발 담당의원 협력기구로 설립
-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가 중 국회 내 인구 및 개발담당 그룹 형성을 통고함으로써 가입, 현
회원국은 19개국
 국회사무처는 6.4. 외무부에 국회 내 인구 및 개발문제 연구 의원그룹 구성(4인 의원)을 통보

3. 국회사무처는 1987.8.21. 외무부에 제2차 AFPPD 회의 참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민정당 권중동 의원 등 2인 참가
 초청장 발송 등 협조 요망

4. 동 북경 회의 참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아시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국회의원 간 상호 협력 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개최됨.

- 21개 회원국 약 90명, 기타 UN 등 관련 국제기구 임원이 참석함.
- 한국은 의원 2인, 외무부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중국(구 중공)은 한국대표단을 타국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식 국명(Republic of Korea) 사용 등을
배려함.

- 북한대표단 2인은 정치적 발언 없이 한국대표단에 대한 비방 등 특별한 언동을 자제함.
 종합 관찰평가

- 중국은 한국을 외교의 동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미국을 통해 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식함.
- 한·중 관계 개선도 한국의 노력보다는 중국 자체의 동북아 정세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북경에는 아직 대외개방정책 효과가 충분히 파급된 것 같지 않으나, 일반 국민들은 동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임.
- 중국의 향후 현대화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 조직과 효율적 동원 체제 동원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관찰됨.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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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7.10.3. 작성한 A.I.(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의 1987년도 보고서 중 남·
북한 관련 사항임.
 한국 관계 보고서 요지

 북한 관계 보고서 요지

- 북한 당국의 비협조 및 기본정보 부족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지적
- 북한이 1981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결사의 자유 등 다수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례 지속
- 상당수의 정치범 수감, 북한 동북 산악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 존재 언급
- 북한의 후지산마루 선원 억류 등 지적

2. 현희강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1987.6.19. A.I. 미국 서부지부 J. Rendler 및 E. Baker 회원의 방문을
받고 김현장 문제와 관련하여 동인이 한국 실정법을 위반함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양인은 김현장이 1982년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양심범임에 따라 석방을 희망한다는 종래 입장을 재차 표명함.
3. A.I. 네덜란드 지부, 호주 New South Wales 지부는 해당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내 수감 중인
양심수 문제 관련 진정서를 전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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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장기구금, 자백강요 등 사법 절차상 문제 지속
- 1986년 중 3,400명이 정치 관련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1986년 말 현재 약 1,500명 구금 중
- 1986.5월 인천 소요사태, 유성환 의원 사건 및 학생 시위 동향 등 언급
- 부천서 권양 사건 등 고문 등 수감자에 대한 부당 처우문제 및 1986년 중 구금 중 사망자 3명 발생
언급

Martin, Ian A.I.(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방한,
1987.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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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n Martin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의 1987.5.25.~30. 방한 경위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는 1987.2.21.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동 사무총장이 2.17.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조치에 대한 관찰을 목적으로 3월 말 또는 4월 초 방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고위인사 면담을 희망해 온 것과 관련하여 동 방한에 협조함으로써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동
위원회의 부정적 시각을 시정 내지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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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3.27. 주영국대사에게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동 사무총장의 금번 방한 시 정부
면담 인사 주선 등 협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한 바, 주영국대사는 4.29. 동 사무총장이
5.25.~30.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동 사무총장은 방한 중 아래와 같이 최광수 외무부장관 예방,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및 국회 외무위원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동 사무총장은 5.27. 최광수 장관 예방 시 한국에서 양심범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고 사회안전법에 의한 예방적 구금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함.
- 최 장관은 강압적인 정부는 결국은 존속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권 문제도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자 함을
언급하고, 한국 인권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함.
 주영국대사관은 6.5. 국제사면위 Peter Harris 아시아부장이 정부의 동 사무총장 방한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동 사무총장 수행 등을 위해 방한한 Vandale 연구원이 출국 시 공항에서
9권의 책자를 압수당하였음에 따라 동 반환 조치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김포세관에
의하면 동 서적은 관세법 제146조에 의거하여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함을 6.23.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Ian Martin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이 1987.7.31.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외무부의
6.4.자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서명 검토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의 유보 없는 국제인권규약 가입 등을
촉구한 데 대해 아래 요지의 답신을 외무부차관 명의로 발송하기로 9.16. 결정함.
 6·29선언 이후 한국 정부의 정치 발전, 인권보호 강화 노력 설명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 국회 계류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 검토 설명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의 중국
(대만)의 지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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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는 1984.9월 중국(구 중공)의 조건부 가입 신청을
찬성 72표, 반대 27표, 기권 8표로 가결함으로써 대만(구 자유중국)의 INTERPOL 회원국 자격을
정지함.
1. 상기 총회 이후 대만의 회원국 자격 회복 노력과 관련하여 대만의 단순한 옵서버 자격만 인정하려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대만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희망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2. 외무부 아주국은 1985.9월 국제기구조약국에 대만의 INTERPOL 내 지위 문제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보함.
 대만의 회원국 자격 회복 요구는 제53차 총회 시 투표 경향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은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을 통한 한·중국 관계 개선 노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1985.10월 개최 예정인 동 기구 제54차 총회에서 대만의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기구 내에서 양국 공존 또는 중국 단독 가입 활동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유보
- 중국 측의 대만 문제 제기 시 한국 입장: 발언 유보
- 중국의 1개 지역 대표로서 대만의 제한된 참여를 반영한 결의안 표결: 기권

3. 주한 대만대사관은 1986.10월 개최 예정인 제55차 동 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회원국 자격 회복을 위한
대만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 아주국은 1986.9월 아래 의견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회보함.
 중국의 입장에 반하여 대만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움.
 제55차 총회 시 대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만 입장 지지 발언: 유보
- 중국과 대만이 합의하여 단일안이 제출될 경우: 지지
-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안이 제출될 경우: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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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고 있으며, 대만의 명칭을 Taiwan China로 변경하는 데는 상호 이견이 없음.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54-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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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87년 중 개최된 아래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1. INTERPOL 제54차 총회(1985.9.28.~10.8., 워싱턴)
 대표단: 정용득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수석대표) 및 치안본부 관계관
 파견 목적

- INTERPOL 연례 운영계획 수립 참여, 국제 범죄 방지에 관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832

 대표단은 아시아지역 부총재에 입후보한 태국 후보에게 한국 정부의 동인에 대한 지지 결정을
알려 주었으며, 동일 실시된 선거에서 동인이 선출되고 중국(구 중공)과 인도가 집행이사국에
선임됨.

2. INTERPOL 제8차 아시아지역 회의(1986.4.15.~19., 통가 왕국 누카로와)
 대표단: 남상용 치안본부 수사부장(수석대표) 및 치안본부 관계관
 파견 목적

- 국제 범죄 방지에 관한 지역 간 협력 강화
 회의 결과

- 대표단은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관련 각종 테러행위 사전 봉쇄를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3. INTERPOL 제55차 총회(1986.10.6.~13., 유고 베오그라드)
 대표단: 김우현 치안본부 제3차장(수석대표), 치안본부 및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코스타리카는 대만(구 자유중국)의 인터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안건의 추가 상정을 제의했으나,
사무총장은 동 문제 재론의 부당함을 설명하여 동 안건 상정이 부결됨.

4. INTERPOL 제9차 아시아지역 회의(1987.7.1.~4., 동경)
 대표단: 천기호 치안본부 형사부장(수석대표), 치안본부 및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5. INTERPOL 제56차 총회(1987.11.23.~27., 프랑스 니스)
 대표단: 구홍일 주프랑스대사관 주재관 및 치안본부 관계관

ASOSAI(아시아최고 회계검사기구) 이사회, 제11차.
Bangkok(태국) 1987.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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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28.~30. 방콕 개최 ASOSAI(아시아최고회계감사기구: Asian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제11차 이사회에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황영시 감사원장(수석대표), 이균범 감사위원(교체수석대표) 및 감사원 관계관
2. 파견 목적

미국 및 캐나다를 각각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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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OSAI 세미나 및 훈련 프로그램 협의
 INTOSAI(세계최고회계감사기구)의 개발기구 자문국 선발 협의
 동 대표단은 회의 참석 후 미국 및 캐나다 감사원장 초청으로 동 국가들의 감사제도 시찰을 위해

ICOLD(국제대댐위원회) 집행위원회, 제55차.
북경, 1987.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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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정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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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는 1986.8.27. 외무부에 한국대댐학회의 1987년 중국(구 중공) 개최 ICOLD(국제대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제55차 집행위원회 및 연구여행 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9.8. 동 회의 및 여행 참가에 원칙적으로 이의 없음을 회신함.
2. Cotillon 국제대댐위원회 사무총장은 1987.9.10.∼21. 아래와 같이 남북한을 방문함.
 주프랑스대사의 7.24.자 관련 보고
834

- 북경에서 5.19.~23. 개최된 국제대댐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시 동 사무총장은 금강산댐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회합을 위한 중재 의사를 표명함.
- 동 사무총장은 남북한 양측 대표의 호의적 반응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북한 측의 초청을 수락하여
9.10.~14. 방북 후 9.15.~21. 방한할 예정임을 밝힘.
 배경

- 동 사무총장은 상기 북경 회의 개최 이전 한국대댐학회 회장의 방한 초청에 따라 9.14.~21. 서울 개최
WEC(세계에너지회의) 집행이사회 참석 기회에 한국대댐학회 측과 접촉 예정임.
- 한국대댐학회 측은 북경회의 개최 이전 동 사무총장의 중재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으며, 북경
회의 시에도 동인의 재차 제의가 있었으나 한국 측은 동 제의를 거절함.
- 동 중재 제의는 국제대댐위원회의 국제적 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방북(9.10.~14.) 결과

- 북한의 국제대댐위원회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협의함.
- 북한은 동 사무총장에게 금강산댐 관련 금강산 발전소 건설 백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함.
 방한(9.15.~21.) 결과

- 세계에너지회의 집행이사회 참석, 낙동강 하구, 판문점 및 땅굴 시찰 일정을 가짐.
- 한국대댐학회 측은 동 사무총장에게 1988.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차기 총회 시 국제 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기술분과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설명함.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총회, 제50차. 서울,
1987.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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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7-58 / 4 / 1~184(184p)

1. 정부는 1987.4.24.~28. 서울 개최 제50차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총회에 대비하여 2월 아래와 같이
유관 부처 회의 자료를 작성함.
 총회 유치 경위

- 1984.5월 파리 총회 시 결정
- 올림픽 개최국은 관례적으로 대회 개최 1년 전 AIPS 총회를 개최
 개최 효과

 조직위원회

- 박갑철 KSPU(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국일보 등 언론사 기자(위원)로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 설치
 주요 일정

- 개최
- AIPS 회장단 회의, 집행위원회(4.24.), 대륙별 회의, 개회식, 1986 사진 전시(4.25.), 총회(4.26.), 올림픽
시설 시찰, 특별위원회 회의(4.27.), 총회, 집행위원회, 폐회(4.28.)
 회의 규모

- 90개국 대상, 약 300명 참가 예상
 총회 주요 의제

- 바르셀로나 총회 회의록 승인
- 향후 AIPS 활동 지침
- 88 동·하계 올림픽 준비 상황 보고

2. 외무부는 1987.4.20. 동 총회에 소련 등 미수교국 대표 22명이 참석할 예정임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동 대표들은 총회 참석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김포공항 도착 후 입국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동인들이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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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목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올림픽 홍보 계기 마련
- 한국의 발전상 및 전통문화를 해외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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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조약
제932호) V.1 1983-84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8 / 5 / 1~330(330p)

1.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83∼84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3.10.28. 주재국 외무성 Seyffertitz 경제총국장 면담 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가 계속 증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필요성을 설명한 바, 동
총국장은 적극적 반응을 보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 상주 5개 종합상사 등이 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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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조세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동 협약 체결 추진을 건의함.
 재무부는 11.8.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1.28. 주재국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통해 동 회의 개최를 제의함.
 재무부는 1984.1.27. 오스트리아 측이 제안한 동 회의의 비엔나 개최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2.27.~3.2., 비엔나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재무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
- (오스트리아 측) Egon Bauer 재무성 조세총국장(수석대표), 재무성 관계관
 회의 결과

- 양국에 이해관계가 많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을 제외하고 인적적용범위,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부동산소득 등에 대해 대부분 한국 측 제안대로 합의
- 제2차 회의를 1984.7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3.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7.24.~26., 서울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오스트리아 측) Egon Bauer 재무성 조세총국장(수석대표), 재무성 관계관
 회의 결과

- 건설공사 등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관련
법인 간 배당(지분율 10%) 10%, 기타 배당 15% 등 미결 사항에 합의
- 양측 수석대표 간 7.26. 동 협약안에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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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조약
제932호) V.2 1985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8 / 6 / 1~221(221p)

1.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을 위한 19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는 1985.5.10. 동 협약 체결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6.17.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외무부는 7.25. 내부 건의를 통해 동 협약(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

 1985.8.16. 제37회 국무회의는 동 협약을 심의 의결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8.28. 주재국은 동 협약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며 재무장
관의 금년 10월 IMF 총회 참석차 방한 시 서명하도록 예정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전두환 대통령은 9.14. 동 협약 체결 및 발효를 위한 외무부의 아래 요지 건의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약 서명
-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 동 협약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2. 이원경 장관과 IMF 총회 참석차 방한 중인 Franz Vranitzky 오스트리아 재무부장관 간에 1985.10.8.
서울에서 동 협약이 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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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의의)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한국 기업의 오스트리아 진출
도모
- 동 협약은 전문, 본문 29개 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
-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토지세, 자본세 등
-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인적용역소득, 자본
소득 등

| 87-0772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조약
제932호) V.3 1986-87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8 / 7 / 1~249(249p)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86∼87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 Simon 서기관은 1986.8.20. 외무부 조약과 김영원 사무관에게 오스트리아 측은
동 협약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함.
2. 전두환 대통령은 1986.9.9. 동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838

외무부 결재문서를 재가함.
3. 국회는 1986.12.19.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제131회 국회 제20차 본회의(86.12.17.)에서 원안대로 동의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이시용 주오스트리아대사와 Manfred Scheich 외무성 경제총국장 간 1987.9.4. 비엔나에서 비준서
교환의정서 서명과 동시에 비준서가 교환되고, 동 협약(조약 제932호)은 1987.12.1. 발효됨.

| 87-0773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 피 와 탈 세 방 지 를 위 한 협 약 . 전4권,
1985.7.19. New Delhi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 V.1 1973-81
생산연도

1973-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7-58 / 8 / 1~260(260p)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73∼79년간 추진 경과임.
 외무부는 1973.8.16. 주뉴델리총영사에게 대한해운공사는 한국 선박이 인도 항에 입항하여
선적할 경우 총 운임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도 세관에 납부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 오면서
한·인도 간 협정 체결을 통해 동 조세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인도 측에 동 조세 감면 규정을 위한 협정 체결을 제의할 것을 지시함.
 대한선주협회는 8.21. 동 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외무부에 발송함.
 재무부는 1974.1.29. 외무부에 현재까지의 예로 보아 인도 정부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감면
아니라 일반조세협약도 필요함에 따라 차제에 일반조세협약 체결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함.
 외무부는 4.15. 동 협약 한국 측 안을 주인도대사관에 송부하고, 주재국에 제시할 것을 지시함.
 주인도대사관은 4.24. 재무성 Unninayar 외국인 세제국장(Foreign Tax Division Director)은 4.23.
인도 측도 한국과의 동 협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음을 보고함.
 한·인도 양측은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를 개최한 바,
1979.1.17. 주한 인도대사관의 제의에 따라 동 제1차 실무자회담을 5.28.~6.1.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2. 동 제1차 실무자회담 결과임(재무부 작성).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인도 측: Badami 재무성 직접세위원장(수석대표), 재무성 및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양측 초안에 대해 협의, 인도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잠정 합의
-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안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는 데 합의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안에 따라 귀속주의 및 독립기업 회계원칙을 채택하기로 합의
-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경우 상호 면세한다는 원칙(기업소재지주의)에 합의, 선박의
경우 재론하기로 하고 보류
- 한국의 부가가치세 및 이와 유사한 인도의 조세의 면세에 대해 재론하기로 하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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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일반조세협약에 포함시켜 체결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운수소득에 관한 협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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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조약 884호)
V.2 1982
생산연도

1973-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7-58 / 9 / 1~185(185p)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이 1982.3.31.~4.5. 뉴델리에서 개최됨.
 대표단

- 한국 측: 재무부 백원구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외무부 및 주인도대사관 관계관
- 인도 측: 재무성 J. Chand 직접세청장(수석대표), 재무성 및 외무성 관계관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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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방위세(합의의정서에 규정)를 대상조세로 규정하는 한국 안에 동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지국 제한세율을 양국 조정안(은행 간 이자 10%, 기타 이자 15%)에 합의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 면세하기로 합의
- 선박의 국제항행소득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상호주의에 의한 100% 또는 50% 면제를 제의한 데 대해
인도 측은 해운협정과 병행하여 협의하되 자국선 적취율을 50:50으로 하는 경우(현재는 85:15로 한국선
적취율이 높음) 100% 또는 50% 면제 제안
-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제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2. 제3차 실무자회담 개최 추진 경과임.
 외무부는 1982.5.3. 주인도대사에게 동 실무자회담 일정으로 인도 측이 제의한 1982.6.14.~16.
개최에 동의함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바, 동 대사는 1982.5.31. 주재국 재무성은 선박운수소득에
관한 선박운수성과의 협의 미타결 등의 사정으로 동 회담을 개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동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자를 재차 제의하겠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주인도대사는 1982.8.18. 선박운수성 Singh 차관의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한 바, 동 차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선박운수소득 부분을 협약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양국 선박의 적취율에 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합의가 없을 경우 선박운수소득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
- 일본의 경우 인도의 대일본 철광석 수출량 중 25~30%는 인도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량을 한국 선박을 이용케 하고 있음.
 외무부는 1982.11.9. 주인도대사에게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이중과세방지협약에는 국제운수
소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박 적취율 문제는 수입국 선박에 의한 수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과 주요 자원의 안정, 적기 수송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 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 협약에 적취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재국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함.
 주인도대사는 1982.12.18. Singh 차관을 면담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운수소득 조항이
포함된 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동 차관은 적취율에 관한 양해 없이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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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조약
884호) V.3 1983
생산연도

1973-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7-58 / 10 / 1~347(347p)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자회담이 1983.9.5.~8. 서울에서 개최됨.
 대표단

- 한국 측: 재무부 백원구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외무부, 해운항만청 관계관 등
- 인도 측: 재무성 Tikku 차관보(수석대표), 재무성, 운수성 관계관 등
 회담 결과

2. 동 협약 서명을 위한 교섭 경과임.
 외무부는 1983.9.15. 주인도대사에게 10.12.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 시 외무부장관이 동
협약에 서명하고자 함을 주재국 측과 협의하고, 주재국 측 서명자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인도대사는 9.19. 외무성 Budhwar 차관보를 방문하여 상기 서명 건을 설명한 바, 동 차관보는
재무성은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간디 수상의
해외여행 및 관련 부처 장관의 일정 등으로 국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인도대사관 김재섭 참사관은 9.24. 외무성 Kumar 부국장을 방문하여 동 협약 서명을 위한 인도
측 추진 상황을 문의한 바, 동 부국장은 행사 기간 중 서명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을 언급하고,
만약 서명할 수 없을 경우 협약 문안이 합의되어 서명 조치 예정이라는 요지의 공동발표문을
외상회담 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함.
 외무부는 9.28. 주인도대사관에 동 협약 서명을 위한 한국 국내 절차는 예정대로 일단 추진 중이며,
공동발표문 배포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인도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주인도대사는 10.4. 주재국 외무성 Budhwar 차관보를 방문하여 동 협약 공동발표문에 대해
언급한 바, 동 차관보는 가서명된 협약에 운수소득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운수성이
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태도임에 따라 양국 간 교섭을 재개해야 할 상황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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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안의 이견 부분을 조정 합의, 1983.9.8. 문안에 가서명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발생지국에서의 과세는 양국 간 해운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기
전까지는 소득발생지국에서 10% 조세 경감, 양국 간 해운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는 경우에는 소득
발생지국에서 50% 조세 경감
- 부가가치세 상호 면세를 합의의정서에 규정

| 87-0776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조약
884호) V.4 1985-87
생산연도

1973-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7-59 / 1 / 1~297(297p)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및 발효를 위한 1985∼86년 중 추진 경과임.
 주인도대사는 1985.1.9. 주재국 재무성이 서울에서 1983.9.8. 가서명된 동 협약안이 각의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려 오면서 동 협약의 조속한 서명 조치를 희망해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2.13. 신동원 주인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약에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주인도대사는 4.20. 외무부장관의 인도 방문이 확정되었음에 따라 동 계기에 인도에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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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이 서명하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함.
 전두환 대통령은 7.3. 신임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약에 서명하는 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하는 한편 7.19.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동 협약이 7.19. 인도에서 이원경 장관과 Pratap Singh 재무장관 간 서명될 예정임.
- 동 협약은 본문 30개조와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이며, 인도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세로서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임.
 국회 제129회 제9차 본회의는 1986.4.8.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 외무부는
4.16. 주인도대사에게 비준서 교환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함.
 주인도대사관은 5.6. 외무성에 대한 구상서를 통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한편 대사관 관계관
이 동일 재무성 Narain 부국장을 면담한 바, 동 부국장은 인도 측은 대통령만이 비준서에 서명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전두환 대통령은 7.2. 외무부의 아래 요지 건의를 재가함.

-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를 작성하여 서울에서 인도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와 교환
- 동 협약에 따라 발효하는 일자(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2. 외무부는 1986.8.1.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동 협약 비준서가 동일 서울에서 외무부 신기복 국제기구조약국장과 Sudhir Tukaram Devare
주한 인도대사 간에 교환됨.
 동 협약은 8.31.자로 발효될 예정임.

3. 외무부는 1986.8.1. 동 협약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8.6. 관보에 게재되어 조약 제884호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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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7.4.13. 서울에서 서명 : 1987.10.20. 발효
(조약 제942호) V.1 1984-85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2 / 1~119(119p)

한·파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1985.5.6.~10. 한국 공식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1.30.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동 대통령의 방한 중 동 협약 체결을 건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재무부에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위한 파키스탄 실무대표단의 방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주한 파키스탄대사는 1985.1.28. 외교 공한으로 동 실무대표단의 방한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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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2.17. 주재국 외무성 동북아과장 및 조세국 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
측이 제시한 4월 중 실무대표단 방한이 어려우며, 8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4.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5.12.5. 주재국 국세청이 1986.1.20.~23. 실무자회의 개최를 희망하며, 한국
대표단의 파견 가능 여부 확인을 희망함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985.12.21. 상기 파키스탄 측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재무부는 1985.1.30. 동 실무자회의를 서울에서 4.8.~12. 개최할 것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회신함.

| 87-0778 |

한·파키스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7.4.13. 서울에서 서명 : 1987.10.20. 발효
(조약 제942호) V.2 1986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3 / 1~235(235p)

1. 한·파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6.30.~7.4., 이슬라마바드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및 재무부 관계관
- (파키스탄 측) Ahadullah Akmal 중앙세입위원회 소득세담당 위원(수석대표), 동 위원회 관계관
 회의 결과
844

-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조항별 토의를 진행, 29개항 중 16개항(대상조세, 부동산소득 등)을 한국 측 안에
따라 합의, 파키스탄 측은 일부 조항(고정사업장, 사업소득범위 등)에 있어서 UN 모델에 따른 대안 제시
- 양측 대표는 합의 사항 및 양측 입장에 관한 의사록에 서명하고, 8월 하순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하기로 잠정 합의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8.25.~29., 서울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및 재무부 관계관
- (파키스탄 측) Ahadullah Akmal 중앙세입위원회 소득세담당 위원(수석대표), 동 위원회 관계관
 회의 결과

-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국제운수소득, 제한세율 등 미결 사항에 합의하고, 8.29. 양측 수석
대표 간 동 협약 문안에 가서명

3. 동 협약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는 1986.10.17. 동 협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10.31. 동 협약이 한국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에 관한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0.23. 주재국 정부가 각의(10.22.)에서 동 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주재국 측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11.7. 제46회 국무회의는 동 협약 심의 의결

| 87-0779 |

한·파키스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7.4.13. 서울에서 서명 : 1987.10.20. 발효
(조약 제942호) V.3 1987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4 / 1~178(178p)

1. 한·파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1.14. 주재국 재무장관 등을 접촉하고 동 협약 서명 문제를 협의
한 결과 주재국 측은 1월 중 서명하는 데 동의하고, Wattoo 재무장관으로부터 서명식 일자 확정
통보를 대기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Akhtar 파키스탄 경제성차관은 1.18. 주파키스탄대사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Wattoo 재무장관이
최근 생각을 바꾸어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 개최 계기에 방한하여 직접 서명을 희망함에 따라

- 양국 간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 및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 소지 제거
- 특히 배당, 이자 및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세율보다 낮은 10% 또는 12.5% 이하의 제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 촉진에 기여
 주파키스탄대사관은 7.1. 외무성이 동 일자 구상서를 통해 주재국 측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전두환 대통령은 8.3.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외무부의 결재문서를
재가함.
 국회는 10.2. 제1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1987.9.30.)에서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10.13. 동 협약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구상서로 주재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파키스탄대사관에 지시하는 한편 10.30. 동 협약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함.
 동 협약(10.20. 발효)은 11.5. 관보에 게재되어 조약 제942호로 공포됨.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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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연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함.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Mian Wattoo 재무장관 간 4.13. 서울에서 아래 내용의 동 협약이 서명됨.

한·세네갈 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교섭

| 87-0780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7-59 / 5 / 1~205(205p)

한국과 세네갈 간의 1982∼87년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정부는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 시 합의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1982.9월 한국 측 초안 및 한국 세법 관계 자료를 세네갈에 송부하고 교섭을 추진함.
2. 세네갈 측은 1983.2월 한국 측 안에 대한 의견 및 세네갈 측 제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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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세네갈 안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 기술적이고 복잡한 협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영어 사용을 요청함.
 세네갈 측은 프랑스어 사용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세네갈 측 프랑스어 안을 한국 측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교섭하고, 종료 단계에 영어로 교섭할 것을 제안함.
 재무부는 1983.7월 서면에 의한 교섭 대신 직접적인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함.

3. 세네갈 측은 자국 대통령의 1984.7월 방한 시 동 협정 서명 추진을 희망한 바, 재무부는 프랑스어에 의한
서면 협상이 어려움에 따라 실무자 회담개최를 재차 제의함.
 세네갈 측은 1984.6월 다카르에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재무부 측 사정으로 7월 중 서울
개최로 조정됨.
 1984.7월 세네갈 외무성 경제국장이 방한하여 재무부와 양측 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제1차
교섭회의를 다카르에서 1985.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4. 세네갈 측은 프랑스어, 한국 측은 영어 사용을 통한 교섭 방안을 각각 고수해 온 바, 1984.11월 한국 측
안을 세네갈에 제시하면서 세네갈 측에 영어본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세네갈은 1985.5월 영어본을
송부해 옴.
5. 재무부는 동 협정 제1차 실무자회담을 1985.10월 이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회담에서 사용할
언어 문제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1987.8월 재무부가 양보하여 한국은 영어, 세네갈은 프랑스어
사용을 통한 1987년 말∼1988년 초 회의 개최 방안을 제시함.

| 87-0781 |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 V.1 교섭철,
1983-85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6 / 1~188(188p)

1. 한·미 세관 당국 간 상호지원 협정 체결을 위한 1983∼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 경제국은 1983.9.30. 내부 협조문을 통해 관세청이 미국 세관 당국과 양국 세관 간의 상호
행정지원을 위한 약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하고, 동 약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0.20.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의 성격 및 한·미 양국 간 세관업무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기관 간 약정이 아닌 정부 간 협정으로 체결하여야

- 1983.7.27. 한국 관세청장의 미국 방문 시 미국 관세청장과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양해각서 교환
-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 의견 종합 후 1984.3.17. 한국 측 협정안 작성, 외무부와 협의, 3.20. 제1차
한·미 세관협력회의(워싱턴) 개최 시 한국 측 안 제시
- 1985.3~5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한·미 세관협력회의 시 동 협정안 최종 검토

2. 외무부는 1985.9.12. 그간 양국 세관 당국 간 동 협정 체결 필요성에 합의한 이래 기본 입장에 관한
의견 교환을 토대로 동 협정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여 체결 교섭을 공식 개시하기로 결정함.
 동 협정 한국 측 초안은 미국·캐나다 간 협정을 기초로 작성되어 전문과 13조에 걸쳐 양국
세관 간 자료 지원,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협력 사항을 규정함.
 특히 마약 밀수 및 외화 밀반출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을 규정함.
 주미국대사관은 1985.12.4. 동 협정 체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글판 협정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청장의 서한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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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을 경제국에 통보함.
 재무부는 1985.2.21. 동 협정 추진 상황에 대한 관세청의 아래 요지 보고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함.

| 87-0782 |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 V.2 체결철, 1986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7 / 1~217(217p)

1. 한·미국 세관 당국 간 1986년 상호지원 협정 체결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 경제국은 1986.1.9. 미국 측은 한국 측이 1985.9.에 제시한 협정안에 동의하고 미국 관세
청장이 확인한 협정문을 송부해 옴으로써 양측 간 문안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요청함.
 외무부는 8.12.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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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9.15. 동 협정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함.
 외무부는 9.16. 동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체결 의의) 밀수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한 관세사범 예방, 세관 당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주요 내용) 관세범죄의 예방·조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 타방 당사국에 대한 지원의 제공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 이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공
의무 면제,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 90일 후 발효
 제39회 국무회의는 9.25. 동 협정 체결을 의결함.
 전두환 대통령은 10.2.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건의를 재가함.

2. 장영철 관세청장과 William Von Raab 관세청장 간 1986.11.3. 워싱턴에서 동 협정이 서명됨.
 주미국대사관은 11.21. 국무부가 11.17.자 공한으로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11.27.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구상서로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외무부는 12.15. 동 협정(발효: 1987.3.10.)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하여 동 협정(조약 제914호)은
12.17.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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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
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 V.1 교섭철, 1985-86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8 / 1~378(378p)

1. 재무부는 1985.12.2. 및 1986.2.1. 외무부에 1985년도분 OECF(일본 수출입은행) 차관사업에 관해
아래 사항을 일본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함.
 대상 사업 및 요청액: 임하 다목적댐 건설사업 등 7개, 총 2억88백만 달러

- 중소기업 근대화사업(5천만 달러) 및 농업 기계화사업(5천만 달러)은 전대차관 형식
 양국 간 협의 후 1986.6월 협정 체결 추진

2. 외무부는 주일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교섭을 시행함.

 일본 OECF 조사단 방한(4.6.~26.) 및 협의

- 차관 금리 인하 및 대상 업종 제한 문제 등이 주요 현안
 일본 측은 9.10. 한·일 외상회담 개최 이전 타결 희망
 한국 측이 금리(5%)를 수락, 1986년도분부터 금리 인하 실현, 업종 제한에서 일본 측 양보 요청
(9.29.)
 일본 측은 12.5.~6. 동경 개최 한·일 정기각료회담 개최 이전에 타결 희망(11.11.)

3. 외무부는 1986.11.18. 주일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훈령함.
 1985년도분 금리(5%) 수락, 한·일 정기각료회의 이전 타결
 대상 업종에 면사, 면직물 포함
 조기 타결에 필요한 조속한 절차 이행 촉구

4. 주일대사는 1986.11.25. 일본 측이 금리 수락 후 대상 업종에 면사, 면직물 포함을 결정하였음을 보고
한 바, 외무부는 일본의 12.26.자 OECF 차관 금리인하 발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개도국에 대한 현행 평균 3.7% 엔차관 금리를 1987년도부터 평균 0.6% 인하
 한국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외교적 조치로 평가
 금후 차관공여 조건 완화를 위한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차관의 원활한 도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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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의 대상 사업에 관한 질문서 송부(1986.2.10.) 및 재무부의 답변서 송부(2.26.)
 한·일 실무자회의 개최(3.27.~28., 서울): 전대차관 사업 검토

| 87-0784 |

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
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 V.2 체결철, 1987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59 / 9 / 1~243(243p)

1. 한·일 양국은 1985년도분 일본차관 도입 관련 교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한국대표단(재무부 경협과장 등)의 방일 교섭(1987.1.23.~28., 동경)

- 차관사업 관련 서약안 협의
 외무부 경제협력과와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 간 협의(1987.2.27.)

- 일본 측은 1987.3월말 이전 각서교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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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3월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일본 측이 제시한 아래 교환각서 및 부속서한(안)에 대하여
검토함.
 공여한도 총액: 446억33백만 엔(288백만 달러 상당)
 조건: 금리 4.25%, 7년 거치 25년 상환
 조달 방식: 일반 Untied
 대상사업 및 공여한도: 임하 다목적댐 건설사업 등 6개 사업 및 각 사업별 공여한도액 설정
 특기 사항

- 도입액 최소화, 금리 인하(5%→4.25%), 조달조건 완화 및 융자대상 분야 확대

3. 외무부는 1985년도 OECF 차관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함.
 교환각서 및 부속서 문안 확정 내부 결재(1987.3.9.)
 국무회의 상정(3.19.)
 국회 동의 필(1984.12.14. 및 1985.12.17. 공공차관 도입계획의 일부로서 동의 필)
 대통령 재가(3.24.)

4. 외무부는 1987.3.28. 일본차관 1985년도분에 대한 교환각서 교환에 관해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동 각서가 3.28.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 교환됨.
 일본 정부는 임하 다목적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총 446억33백만 엔의 차관을 제공함.

- 금리 4.25%, 7년 거치 25년 상환
 동 차관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사업에 사용되어 한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임.

5. 외무부는 1987.4.2.‘한일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1987.3.28. 공포 및 발효)를 조약
제918호로 관보에 게재함.

한·말레이지아 간의 항공협정 양해사항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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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59 / 10 / 1~80(80p)

1. 한·말레이시아 간의 항공협정 양해사항 수정을 위한 1985∼86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5.10.31.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1.14.~15.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교통부는 11.5.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 등 일정으로 인해
연내 개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외무부는 11.11.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동 회담을 1986년 중 합의되는 일자에 개최하도록 제의하는
내용의 회신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임을 통보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6.8.18. 외무성 항공협정 담당관은 동 회담을 10.20.~22. 서울 또는

동 결과에 따라 정부 간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제의했음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11.18. 아래 사항을 검토 후 한·말레이시아 항공협정 양해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양국 정부 간 1984.4월 외교각서 교환 시 항공협정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항공은 타이베이-서울 구간에 대하여 제한된 제5자유권을 행사함. (편당 탑승객을 70명으로 제한)
 서울에서 1986.12.22. 개최된 양국 항공사 간 회담에서 쌍방이 다음 유형의 여객은 동 탑승객
제한의 범위로부터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양국 항공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함.

- 유아, 무료 또는 정상 공시요금의 75% 또는 그 이상의 할인요금으로 여행하는 항공사 직원 및 그 직계
가족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7.10.7.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1984.4월 항공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을 상기 내용으로 수정하고, 외교각서 교환을 통해 이를 양해사항으로 확인할 것을
제의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동 제의를 수락하는 외교각서를 말레이시아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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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10.2.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대해 동 회담 의제의 성격상 항공사 간 회담을 먼저 개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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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1983.5.5. Muscat에서 서명 :
1987.2.1. 발효 (조약 916호)
생산연도

1980-1987

생 산 과

조약과/근동과

MF번호

2017-59 / 11 / 1~317(317p)

1. 한·오만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1980∼81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오만 외무성은 1980.7.28. 주오만대사관에 대한 외교 공한을 통해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
간 교섭을 제의함.
 교통부는 10.15. 동 협정 체결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서울에서 1981.10.13.~17. 개최된 양국 항공회담에서 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10.17.자로 동
협정을 잠정 발효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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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주오만대사는 1982.1.16.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주재국 교통장관이 1982.2~4월중 현지에서 동
협정에 서명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3.23.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 제안 이유: 동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항공기의 대중동 노선의 확장 및 중동제국과의 관계 심화
- 주요 골자: 양국 지정 항공사의 운항 가능 노선(부속서), 지정 항공사에 대한 각종 권리 부여, 관세 및
기타 부담금 면제, 운임, 분쟁 해결 등
 제26회 국무회의는 4.9. 동 협정을 의결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4.19.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외무부의 아래 건의를 재가함.

- 주오만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발효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 공한을 오만 측과 교환하고, 법령에 따라 공포
 이경훈 주오만대사와 Al Busaidi 교통장관 간에 1983.5.5. 오만에서 동 협정이 서명됨.
 외무부는 1986.12.31. 주오만대사관에 한국 측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주재국 측이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주오만대사관은 1987.2.4. 주재국 외무성은 동 협정이 2.1.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
 동 협정(조약 제916호)은 1987.2.1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한·방글라데시 간의 해운협정 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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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60 / 1 / 1~92(92p)

한국·방글라데시 간의 1980∼87년 중 해운협정 체결 협의 경과임.
1.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0.3.3.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협정안을
제시한 이래 동 협정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1983.6월 기존 협정안과 동일한 동 협정안을 재차
제시함.

협정 추진으로 추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유보됨.
3. 해운항만청은 1983년 방글라데시 측의 상기 협정안 재차 제시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교역량이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협정 체결에 따른 실익이 없으나,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 간 협정보다는 양국
선주협회 또한 민간 선사 간의 자율적인 운송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 방글라데시 정부는 협정 체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면서 1986.5월 대통령 방한 시에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5. 서울에서 1987.8.24. 개최된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측은 해운협정
체결을 재차 제의하여 한국 측은 검토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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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방글라데시가 제시한 협정안에 관하여 해운항만청에 의견을 조회한 바, 영국 등 여타 국가와의

한·세네갈 간의 해운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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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60 / 2 / 1~145(145p)

세네갈과의 1982∼87년 중 해운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협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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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3월 주세네갈대사관을 통해 협정 체결 제의
 1982.4월 세네갈 외무성은 한국 측 제안을 검토 중임을 회신
 1982.8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동 협정 체결 추진 확인
 1982.8월 세네갈 측은 수정안 제시
 1982.11월 해운항만청은 세네갈 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
 1983.3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1984.6월 용선문제 협의

2. 해운회담 개최
 대표단: 해운항만청 차장, 진흥과장 등
 개최 일자 및 장소: 1985.7.8.∼9., 다카르
 회담 결과: 7.9. 해운협정문 가서명 및 합의의사록 채택
 해운협정: 전문, 23개조의 본문

- 화물 적취원칙, 선박의 국적, 해운협력 등

3. 외무부는 1987.4.21. 주세네갈대사관에 양측 간 회담 시 프랑스어본에 대해서만 문안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 따라 협정 정본의 하나인 영문본에 대해서도 추가 합의가 필요함을 통보하는 한편 한국 측
작성 영문본을 송부하고, 세네갈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87-0789 |

한·미국 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종료,
1986.10.30. 및 1987.4.17. 서울과
Washington, D.C. 에서 각각 서명 :
1987.4.30. 종료 (외무부고시 제133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0 / 3 / 1~28(28p)

1. 체신부는 1987.4.17. 외무부에 미국 우정청이 한·미 간 보험소포우편협정을 동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4.30.자로 폐기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한국 측은 한·미 간 소포우편협정도 동시에 폐기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였음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5.9. 체신부에 대해 한국 측의 한·미 소포우편협정 폐기 제안 공한에 대해 미국 측의
회답이 없으므로 아직 유효한 협정으로 간주됨을 통보하고, 동 협정이 양국 간 합의에 의한 폐기 또는
사료됨에 따라 동 협정 소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87.5.27. 한·미 소포우편협정(1946.7.1. 발효) 및 보험소포우편협정(1961.1.1. 발효)이
양국의 각서 교환으로 공히 1987.4.30.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고시하기로 결정함.
 한·미 양국은 상기 2개 협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UPU(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각각 가입하였으므로 상기 2개 협정 종료 후에도 양국 간 우편업무는 통상적으로 수행됨.

4. 외무부는 1987.5.30. 동 협정 종료에 대한 고시를 총무처에 요청하고, 외무부고시 제132호로 동 협정
종료가 1987.6.8.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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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폐기권의 행사로 소멸되는 일자에 상기 2개 협정 소멸에 따른 국내 절차를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한·미국 간의 소포우편 협정의 종료,
1987.4.30. (외무부고시 제132호)

| 87-079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0 / 4 / 1~51(51p)

1. 외무부는 1987.5.27. 내부 검토 후 1946.7.1. 발효된 한·미 소포우편협정 및 1961.1.1. 발효된 보험소포
우편협정이 한·미 간의 각서 교환으로 공히 1987.4.3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동 협정 종료를 고시하기로
결정함.
2. 한·미 양국은 상기 2개 협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UPU(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각각 가입하였음에 따라 상기 2개 협정 종료 후에도 양국 간 우편업무는 통상적으로 수행됨.
856

3. 외무부는 1987.5.30. 동 협정 종료에 대한 고시를 총무처에 요청하고, 외무부고시 제132호로 동 협정
종료가 1987.6.8. 관보에 게재됨.

한·콜롬비아간의 사증면제협정의 해석에 관한
구술서 교환 추진

| 87-0791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영사과

MF번호

2017-60 / 5 / 1~55(55p)

한·콜롬비아 간 사증면제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증 재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구술서 교환 추진을 위한 1982∼87년 중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982.12.2.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콜롬비아 외무성이 재외공관에 배포한 1982.5.28.자 공문에
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이 명시되지 않은 1976년도 작성 사증면제협정 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어
한국인에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 사실 등을 통보하고,
사실을 재외공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함.
2.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6.7.18. 주재국 외무성이 양국 간 사증면제 각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콜롬비아 거주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거주 콜롬비아인에 대해서도 체류연장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동 건에 관한 지침을 문의함.
 외무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사증 발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체류기간 연장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상호 면제에 관해 법무부의 의견을 조회 중임을 통보함.
 법무부는 1986.11.8.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개정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명문 규정을 포함할 경우 면제에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3. 주콜롬비아대사는 1986.12.1. 콜롬비아 측은 상호 간의 사증 수수료 및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1981년 사증면제 교환각서에 부가하여 별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각서 제3조
및 제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을 공한으로 제의할 예정임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7.1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한·콜롬비아 사증면제협정상의 수수료 면제 조항은 체류기간 연장 등에는 적용될 수 없음.
 콜롬비아 측에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체류기간의
연장, 갱신 및 사증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구술서를 전달하고 교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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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2.3.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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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2.4. 및 1987.4.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7.4.2. 발효 (외무부고시 130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0 / 6 / 1~29(29p)

1. 외무부는 1986.12.12. 법무부에 주한 덴마크대사관이 공한을 통해 양국 국민이 허가받은 기간 동안
상대국 내에 체류 시 재입국 사증을 상호 면제하여 줄 것을 제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법무부는
12.19.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87.4.1. 재입국 사증의 면제는 해당인에게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출입국 당국의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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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사증 면제에 관한 H. J.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의 1986.12.4. 제안 각서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회답 각서 송부
 덴마크 측 제안각서와 한국 측 회답각서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서 교환 후 고시 조치

3. 외무부는 1987.4.2. 주덴마크대사관에 한·덴마크 간 재입국 사증면제 약정이 동일자로 발효됨을
통보함.
4. 외무부는 1987.4.2.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동 일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을 고시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고, 1987.4.6. 외무부고시 제130호로 동 각서교환이 관보에 게재됨.

| 87-0793 |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7.1.30. Ankara 에서 각서 교환 :
1987.3.1. 발효 (외무부고시 129호)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0 / 7 / 1~72(72p)

1. 외무부는 주터키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6.10.7. 법무부에 대해 한·터키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상의 무사증 체류 기간을 현재의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법무부는
1986.10.13.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87.1.28. 터키 정부와 1972.4.3.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는
2개월 기간이 당시의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동법의 관계 조항이 1984.7.1.자로
결정함.
 동 협정 개정을 위한 한국 측 제안각서와 터키 측 회답각서 문안에 잠정 합의하였으므로 한국
측 제안각서를 터키 측에 송부함.
 터키 측 회답각서 접수 후 30일째 되는 일자에 발효함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함.

3. 외무부는 1987.1.28. 주터키대사관에 동 각서 교환 시행을 지시한 바, 장명하 주터키대사와 Resat Arim
터키 외무성 영사·사법·사회국장은 1.30. 동 각서를 교환함.
4. 외무부는 1987.2.20. 동 각서 교환(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에 대한 고시를 총무처에 요청하고, 동 각서교환 및 이에 따른 1987.3.1.자
발효가 외무부고시 제129호로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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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로 개정되었으므로 동 협정의 체류기간도 90일로 개정함이 타당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한·바레인 간의 문화협정, 1987.1.28. Manama
에서 서명 : 1987.3.18. 발효 (조약 제917호)

| 87-0794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조약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60 / 8 / 1~353(353p)

1. 한·바레인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1981∼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주바레인대사는 1981.10.21. Almoayyed 공보상 면담 시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 동 공보상이
동 제의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동 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함.
 외무부는 11.10. 동 협정안을 주바레인대사관에 송부하고 교섭을 지시한 바, 주바레인대사는
1983.12.15. 양측 간 문안에 합의했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1985.2.21. 아래 내용의 동 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860

-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방송 프로그램 및 출판물 교환, 학자 교환,
예술전시회 개최 촉진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관계 증진
 제19회 국무회의는 1985.4.17. 동 협정을 의결함.

2.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주바레인대사관은 1985.7.14. 동 협정이 3.17. 주재국 각의에서 의결된 바, 외무성은 6.12. 각서를
통해 제4조 및 제6조의 문구가 다소 수정되어 통과되었으며, 아랍어에 충실키 위해 제5조와
제8조의 문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함을 보고함.
 외무부는 7.30. 경미한 자구 수정은 수락 가능하나, 제8조 등 문안에 대한 대폭 수정은 수락
불가함을 주바레인대사관에 통보함.
 주바레인대사는 1986.4.17. 보고를 통해 1980년 말부터 추진되어 온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주재국
각의 통과 수정안을 수락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9.11. 바레인 측의 수정 문안이 기존 합의 문안과 내용 면에서 실질적 차이는 없고, 주로
아랍어본의 영문본 번역과 관련한 수정 제의라는 측면과 양국 간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
수정안 수락에 대한 법제처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문의한 바, 관련부처는 이견 없음을 회신함.
 동 협정은 정해융 주바레인대사와 Ali Fakhro 문교장관 간 1987.1.28. 바레인에서 서명됨.
 주바레인대사관은 1987.3.18.자 국내 절차 완료 통고 서한을 외무성에 전달하고, 주재국 외무성으로
부터도 국내 절차 완료 통고 서한을 접수했음을 보고함.
 동 협정(1987.3.18. 발효)은 1987.3.21. 조약 제917호로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한·카메룬 공동위원회 추진, 제2차.

| 87-079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60 / 9 / 1~63(63p)

1. 외무부는 1987.2.13. 주카메룬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4.21.~24. 주재국 공식 방문 계획을 통보하고,
대통령 예방 및 외상회담이 실현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주카메룬대사는 2.20. 및 2.21. 관련 보고를 통해 외무부장관 방문 기회에 제2차 한·카메룬
공동위원회 개최를 건의함.
 외무부는 2.23. 상기 공동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카메룬 측 제기가 예상되는 의제 파악 및
의제별 의견 보고를 지시함.

위원회 개최, 문화협정 서명에 관한 의견을 청훈함.
 외무부는 3.2. 주카메룬대사에게 대통령 친서 휴대와 공동위 개최 등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회신함.

3. 외무부는 1987.3.12.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제2차 한·카메룬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공동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1987.4.24.~28. 야운데
 토의 희망 의제 및 카메룬 측 제기 예상 의제에 관한 자료
 회의 참석 대표 선정

4. 외무부는 1987.3.18. 주카메룬대사에게 국내 사정과 주재국 고위 인사의 분망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의 카메룬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방문 시기를 재협의하도록 훈령함.
 제2차 한·카메룬 공동위도 연기
 국내 관계부처에 상기 공동위 개최 연기를 통보
 주카메룬대사는 3.19. 주재국에 외무부장관의 방문 연기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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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카메룬대사는 1987.2.28. 외무부장관의 주재국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의 친서 휴대 건의와 공동

한·가나 간의 문화협정, 1987.5.22. Accr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20호)

| 87-079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

MF번호

2017-60 / 10 / 1~254(254p)

1. 주가나대사는 1984.9.7. 주재국 Aryee 공보상을 면담한 바, 동 장관이 TV, 영화 홍보 등 문화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고 보고함.
 동 협정 체결원칙에 대한 의견과 이의가 없는 경우 협정 견본 송부 희망
 외무부는 9.12. 주가나대사에게 동 협정 체결 동의 회신 및 기본 문안을 송부

2. 주가나대사는 신임 Adali-Mortty 공보상을 예방한 바, 동 장관은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을 통한 적극적인
862

교류와 양국 언론연구원 간 교류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보고함.
 공보상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원조에 사의 표명

3. 주가나대사는 1985.5.31. 한·가나 문화협정 주재국 측 최종 문안을 송부함.
 외무부는 6.17.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체육부에 가나 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송부를 요청

4. 외무부는 1985.8.17. 주가나대사에게 한국 측 수정안을 송부하고 문안 합의를 위한 교섭을 지시함.
 가나 측은 9.17. 한국 측 안 수락 통보 및 서명 제의
 외무부는 1986.1.16. 주가나대사에게 협정 합의문안 일부수정 교섭 훈령
 주가나대사는 5.2. 주재국의 협정 최종안 송부
 외무부는 9.15. 주가나대사에게 한국 측 최종안을 송부

5. 외무부는 1987.3.12. 한·가나 문화협정 체결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함.
 체결 의의

-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의 이해 증진 및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

-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 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 학위·자격증 등 상호인정 방법 검토,
학교 및 문화기관의 설립과 발전 촉진, 타방 당사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 상호 존중 등

6. 외무부는 1987.3.14. 주가나대사에게 동 협정 서명 시기 및 서명자 파악 보고를 지시한 바, 주가나대사는
3.30. 주재국 문교·과학상이 서명을 희망함을 보고함.
7. 한·가나 문화협정이 1987.5.22. 가나 Accra에서 남홍우 주가나대사와 모하메드 압달라 가나 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문화협정 기본문안 개정

| 87-079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홍보문화과/조약과

MF번호

2017-60 / 11 / 1~84(84p)

1. 외무부는 1986.4.3.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문화협정 기본 문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그간 각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시 한국 측 초안으로 제시해 왔던 현행 문안이 여러 면에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개정
문안을 작성함.

2. 개정 문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각 체약당사국 내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비추어 문화협정에 과학기술 및 동 분야와 관련된 용어 사용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체육 분야를 포함함.
 타국 문화협정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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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좌 설치 장려 조항을 신설함.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문화협정과는 별도로 과학기술협력협정 또는 경제기술협정이 체결됨에

한·페루 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1987.8.8. Indianapolis(미국) 에서 서명 : 발효

| 87-079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60 / 12 / 1~33(33p)

1. 주페루대사는 1985.11.27. 주재국과의 체육교류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페루 올림픽위원회는 한·페루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초안을 제시함.
 페루는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의 페루 방문 및 친선경기 개최를 희망함.
 남미 유일의 북한 대치지역으로 북한의 집요한 수교 활동, 88올림픽 방해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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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2.4. 체육부에 동 건 검토를 요청한 바, 체육부는 1986.2.27. 관련 아래 의견을 회신함.
 협정 제4조(양국 스포츠팀 및 임원 교류 사항) 일부 내용 수정을 제의함.
 농구대표팀 방문은 예산 사정상 외무부의 항공료 부담과 페루 측의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검토
가능함.
 외무부는 3.17. 주페루대사에게 동 체육부 의견을 통보함.

3. KOC(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87.7.27. 외무부에 한·페루 체육교류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통보함.
 KOC는 8.5.~12.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개최 제10회 범미주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페루 대표단과 동 협정 체결 추진을 계획 중임.
 외무부는 7.31. 주페루대사에게 상기 KOC 입장을 통보함.

4. 주페루대사는 1987.8.6. 페루 올림픽위원회에서 한국 측 수정 제의에 동의하는 한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 2본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하고, KOC와 협의하여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KOC는 8.22. 아래 입장을 회신함.
 동 협정 체결은 양국 체육기관 및 체육 지도자들의 교류 증진과 우의 강화에 기여할 것임.
 우의 강화와 스포츠 기술 개발을 위해 체육기관 간의 직접 교류 강화를 희망함.
 협정에 체육 협력, 코치 및 전문가 파견, 체육기관 대표 및 지도자 교환, 인적 교류 조건 등 포함을
희망함.

5. 외무부는 1987.8.25. 체육부에 상기 협정 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회보하도록 요청함.

| 87-0799 |

제법 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한·
미국 간의 서한 교환, 1986.8.28. Washington,
D.C. 에서 서한 교환 : 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0 / 13 / 1~251(251p)

1. 외무부 경제국은 1986.9.5. 국제기구조약국에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한·미 간 301조 교섭 결과를
통보하고,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교섭 경과 및 국내 조치

- 한·미 간 301조 협상 타결(1986.7.21.), 국무회의 보고(7.24.), 대통령 재가(8.7.), 주미대사의 서명
(8.28.) 완료
 주요 내용

2. 외무부는 1986.11.10.‘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 제공에 관한 한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서한 교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아래 국회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함.
 서한 교환의 조약 해당 여부, 동 합의 불이행 시 발생 문제, 국회 비준동의 요청 사유, 소급효과의
위헌성 여부,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 필요 여부 등

3. 국회는 상기 심의 결과 1986.12.18. 제131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87.5.12. 주미대사에게 한·미 제법특허 보정 서한교환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 측에 통고할 것을 지시한 바, 주미대사는 5.18. 동 사실을 국무부에 통고함.
5. 외무부는 6.4. 경제기획원, 특허청에 한·미 제법특허 보정을 위한 서한 교환이 한국 측 국내 절차
완료를 5.18. 미국 측에 통고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되었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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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특허법 발효일(1987.7.1.) 현재 한국 특허청에 계류 중인 미국 측의 제법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물질특허 청구를 포함
- 동 청구 신청 기한은 개정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
- 보정 신청을 위한 구체 절차는 현행 특허법 절차와 동일
- 본 서한교환은 국회 동의를 포함한 한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미국 측에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

| 87-0800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
호주간의 부속약정. 1986.12.16. Canberra에서
서명 : 1986.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27호)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7-60 / 14 / 1~248(248p)

1. 수산청은 1986.1.9. 외무부에 1985/86년 어기 호주 오징어채낚기 입어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 원양업계
사정에 따라 호주 측과 쿼터 감량 및 입어료 변경을 위한 교섭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6.1.10. 주호주대사에게 한·호 어업협정 부속약정 개정 교섭과 관련하여 1차 쿼터
1,500톤 중 1,000톤 감량, 이에 따른 입어료 지불조건으로 입어하고 필요시 추가 쿼터 요청 내용으로
호주 측과 쿼터 감량 교섭 추진을 훈령한 바, 주호주대사는 1.17. 호주 측 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866

 한국 측의 500톤으로의 쿼터 감량 및 입어료 지급 수락, 추가어획량 1,000톤 감량 및 조업척수
6척 감축

3. 양국은 1986.1.29. 아래 내용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시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입어료: 17만7천 호주달러에서 5만9천 달러로 감액
 쿼터량: 1차 1,500톤을 500톤으로, 2차 2,500톤을 1,000톤으로 각각 감량

4. 수산청은 1986.3.27. 외무부에 6월 중 뉴질랜드 및 호주와 어업실무자 회담 개최를 요청한 바,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일자 및 장소: 한·뉴질랜드(6.30.~7.1. 웰링턴), 한·호주(7.3.~4. 캔버라)
 대표단: 한·뉴질랜드(수산청 김상수 국제협력과장 외 주뉴질랜드대사관 및 외무부 관계관),
한·호주(주호주대사관 김우상 공사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주요 의제(양국 공통)

- 1986/87년 어기 대한국 어획 쿼터 및 입어조건, 어업협정 기간연장 문제
 회담 결과

- 1985/86년 어기 부속약정 개정과 관련하여 조업척수 및 쿼터를 총 10척, 4,000톤으로 합의, 입어료는
톤당 129.80 호주달러로 합의
- 합작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민간업계 간 상업성에 의해 추진함에 동의, 호주 측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청

5. 주호주대사는 1986.10.1. 아래 내용의 동 부속약정이 현지에서 김우상 공사와 호주 1차산업성 어업
차관보 간에 가서명되었음을 보고함.

 약정 유효기간을 1986.10.1.~1987.9.30.간 연장, 입어척수 10척, 어획 쿼터 4,000톤, 입어료는
톤당 129.80 호주달러

6.	주호주대사는 한·호주 어업협정 부속약정 개정 서명식이 동 대사와 호주 1차산업성장관 간에
1986.12.16. 캔버라에서 거행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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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
호주간의 부속약정. 1987.12.10. Canberra에서
서명 : 1987.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7-60 / 15 / 1~161(161p)

1. 외무부는 1987.6.2. 주호주대사에게 한·호주 어업실무자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훈령함.
 회의 일시 및 장소: 1987.6.11.~12. 캔버라
 대표단: 주호주대사관 송영식 공사(수석대표)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훈령

868

- 1985/86년 및 1986/87년 어기 한국 조업선의 조업 결과 설명 및 자료 제공
- 1987/88년 어기 입어척수 10척, 어획 쿼터 4,000톤 요청
- 입어료는 현재 수준 유지, 호주 측의 강력 인상 요청 시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협의

2. 주호주대사는 1987.6.12. 한·호주 어업실무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조업척수 및 어획 쿼터: 10척 4,000톤으로 작년 수준 유지, 기본 쿼터는 500톤 유지
 조업료: 전년 대비 10% 인상 수준인 톤당 142.78 호주달러로 타결
 합작투자 문제와 관련한 상호 입장 개진

3. 동대사는 1987.9.11. 호주 측이 아래 오징어채낚기 부속약정 갱신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입어료 제1조 71,390 호주달러, 제3조2항 톤당 142.78 호주달러 등
 주호주대사는 9.23. 동 갱신안이 동 대사관 안 공사와 주재국 1차산업에너지성 국장 간에
가서명되었음을 보고

4. 동대사는 아래 내용의 한·호주 오징어채낚기 어업 부속약정이 1987.12.10. 캔버라에서 이창수
대사와 Morris 자원장관 간에 서명되었다고 보고함.
 유효기간을 1987.10.1.~1988.9.30.간 연장
 어선 10척 입어료: 71,390 호주달러
 추가입어료: 톤당 142.78 호주달러

5. 외무부는 1987.12.19.‘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에 관한
외무부고시(제149호)를 관보에 게재함.
 소급 발효일: 1987.10.1.

한·미국 간의 패류 위생협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19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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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7-60 / 16 / 1~145(145p)

1. 수산청은 1985.12.10. 외무부에 한·미 패류 위생협정 관련 대미 교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냉동굴과 동일 조건으로 냉동홍합도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양해각서에 포함하는 공식서한을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에 제출, 동 양해각서 교환이 조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
 타 품종의 냉동패류로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교섭

2. 외무부는 1985.12.13. 및 1986.2.12. 주미대사에게 관련 훈령과 함께 대미 수출 대상 품목에 조개류 및
홍합 포함 시 현행 협정상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서한을 FDA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목적: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한 위생조건 및 적용범위 규정
 부가 설명: 한·미 패류 위생협정 체결 경위 및 한국 패류위생 계획 평가 결과, 패류 수입에 관한
미국 정책
 합의 내용: 패류 용어 정의, 대미 수출 가능 품목을 냉동굴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 수산청
및 미 FDA 책임사항 규정
 참여 기관: 한국 수산청, 미국 FDA
 수산청은 검토 의견을 9.17. 외무부로 송부

4. 외무부는 1986.10.16. 주미대사에게 미국 측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과 교섭 지침을 송부
하고, 동 초안을 토대로 목적, 양측 책임사항을 일부수정 제의 교섭하도록 훈령한 바,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의 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목적, 수산청 책임사항 등 한국 측 제안에 합의, FDA 책임 등 일부 수정, 협정기간 관련 미국
측 안 수락 유보, 서명권자는 한국 측 안 수락
 외무부는 12.8. 주미대사에게 상기 교섭 내용 수락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훈령

5. 수산청은 1987.2.27. 외무부에 한·미 패류 위생협정 양해각서 최종 검토 의견을 송부하는 한편 미국
측 위생조사단의 3.23.~4.9. 방한 일정에 동의함을 통보함.
6. 외무부는 1987.4.20. 주미대사에게 한·미 패류 위생협정 양해각서가 미 FDA 위생조사단 방한 시
4.8.자로 한국 수산청과 미 FDA 간에 서명, 교환되었음을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미대사는 1986.7.24. 아래 내용의 FDA 측 양해각서 초안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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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 144호)
생산연도

1896-1987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7-60 / 17 / 1~315(315p)

1. 주미대사는 1986.9.17. 미국 측이 1987.7.1. 만료 예정인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안을 아래와 같이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동 협정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1989.7.1.까지 연장
 미국은 1983.3월 배타적 EEZ(경제수역)을 선포, 기존 어업보존수역을 EEZ에 포함하고 배타적

870

관리권을 주권적 권리로 수정
 외국에 대한 어획 쿼터 배정 시 미국 수산물 수입 여부 및 규모 고려
 입어료 책정 시 미국 기원 연어 등 소하성 어족(Anadromous species) 보호정책과 미국 어업자원
보존정책에 대한 협조도 고려

2. 수산청은 1986.10.22. 외무부에 상기 미국 측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한 바, 외무부는 1987.1.19.
주미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한국 측 대안을 송부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함.
 미 200해리 수역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배타적 관리권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
 기타 사항은 현행 규정대로 존속

3. 외무부는 1987.3.12., 4.2. 및 4.22. 주미대사에게 아래 한국 측 입장을 추가로 훈령함.
 제1조, 제3조 2항 등 일부 수락, 여타 조항은 수락 불가
 공해상 유자망 조업규제를 위한 각서교환은 추후 별도 협의

4. 외무부는 1987.5.8. 주미대사에게 한·미 어업협정 개정·연장 관련 아래 미국 측 안 수락 통보를
훈령함.
 유효기간을 1987.7.2.~1989.7.1.간 2년 연장
 미국‘어업보존수역’
을‘배타적 경제수역’
으로 수정
 어획 쿼터 및 입어료 책정 시 미국 측 재량 일부 확대
 허가서 요건 위반 시 벌칙 부과 대상에‘선원’추가

5. 외무부는 1987.5.21. 주미대사에게 아래 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지시함.
 미국 측 제안각서에 대한 회답각서를 5.20.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
 미국 측 국내 절차가 현 협정 만료일인 1987.7.1.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 촉진 요청

6. 주미대사는 외무부 지시에 따라 1987.10.27. 미국 측에 동 협정 개정 연장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개정 연장이 동일자로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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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
140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7-60 / 18 / 1~68(68p)

1. 외무부는 1987.6.29. 주미대사에게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미 하원이 표결로 한·미 어업협정을 1987.11.1.까지 4개월 연장 결정 후 상원에 송부한 언론보도
내용 관련 미 의회의 관련 동향 파악
 신협정의 7.1.자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현 잠정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필요성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타진

2. 주미대사는 1987.7.16. 미국 측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중 가장 빠른 시기를 택일하여 잠정 연장을 희망, 관련 각서교환 제의
 한국 정부가 동의할 경우 주미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단, 1987.7.1.자로 소급적용)

3. 외무부 조약국은 1987.7.25. 한·미 어업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체결 및 고시를 위해 아래
내용의 내부 결재를 득함.
 체결 의의

- 새로운 어업협정 발효 시까지(미국 의회 동의 미비로 상금 미발효) 현행 어업협정 잠정 연장
- 미국 연안 200해리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계속적인 조업 확보
 각서교환 내용

- 현행 어업협정을 1987.7.1.부터 11.1.까지 또는 새로운 어업협정의 발효가 그 이전일 경우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일자까지 연장

4. 주미대사는 1987.8.7. 한·미 어업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한국 측 회답각서를 미 국무부에 발송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함(단, 1987.7.1.자로 소급적용).
5. 외무부는 1987.8.25.‘한국과 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을
외무부고시 140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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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는 7.16. 한·미 어업협정의 효력을 1987.11.1. 시한 또는 개정 어업협정의 발효 일자

미국·남태평양 도서국 간의 어업협정

| 87-080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61 / 1 / 1~100(100p)

1. 주피지대사대리는 1986.7.21. 미·남태평양 도서국 간의 어업협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쿡아일랜드에서 7월 개최된 협상이 입어료 문제로 결렬, 9월 중 차기 회담 개최에 합의
 미국 측은 입어료 1,000만 달러, 남태평양 제국은 2,000만 달러를 제시

2.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6.10.10. 미·남태평양 참치협상 관련 아래 현지 언론 보도를 보고함.
 통가에서 10.11.~21. 제10차 회담 개최 예정, 남태평양지역 참가국은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872

포함 총 16개국
 주요 토의 의제는 입어료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의 남태평양지역 참치협상 연내 타결 낙관 발언에 비추어 연내 타결 가능성
기대

3. 주피지대사는 1986.10.20. 미·남태평양 참치협상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5년 입어조건, 6천만 달러(연 12백만 달러) 선에서 타결
 연 입어료 12백만 달러의 내역: 8백만 달러 현금, 2백만 달러 원조 프로젝트, 기타 허가비용
 미국 국무부는 동 회의에 특별한 관심 표명, 키리바시·소련 어업회담의 결렬로 일단 미국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4. 주미대사는 1986.10.24. 상기 참치협정 관련 국무부 담당관의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소련은 키리바시와 1년 단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갱신 교섭이 결렬된 사실과 비교하여 동
합의의 의의를 강조함.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연내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1987.1월중 상원 인준을 기대함.

5.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7.4.22. 미·태평양 도서국 간의 어업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태평양 도서국과 미국 간 어업조약이 4.2. 당지에서 16개 태평양 도서국 중 12개국 대표와
미 대표 간에 체결

- 바누아투, 팔라우, 통가 등 여타 4개국도 추후 서명 예정
 미국 대표는 동 협정 체결이 미·태평양 도서국 간 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임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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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87.6.20. 서울에서 서명 : 1987.7.20.
발효 (조약 제927호)
생산연도

1975-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1 / 2 / 1~233(233p)

1. 산림청은 1975.6.18. 외무부 경유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한·인도네시아 간의 임업 관련 쌍무협정
체결에 동의하며, 동 협정에 반영할 사항을 통보함.
2. 외무부 경제국은 1984.12.17. 국제기구조약국에 동 임업협력협정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인도네시아는 1984.8.30.~9.4. 서울 개최 제6차 양국 간 임업협력회의 시 동 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
 동 회의 시 양측은 산림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양국은 기존 임업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 중
 인도네시아 측은 1986.1.14. 한국 측 대안에 동의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조치 요청

4. 외무부는 1986.2월 이후 주인도네시아대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종 문안 교섭 및 국내 조치를 시행함.
 법제처 의견 문의(5.7.), 법제처의 국회동의 불요 의견 회신(5.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은 협정 서명 주체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변경 요청(1987.3.31.)
 양측 최종문안 합의(1987.5.2.)
 국무회의 심의(1987.6.5.) 및 대통령 재가(6.18.)

5. 외무부는 1987.6.20. 동 임업협력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함.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Soedjarwo 임업성장관 간에 1987.6.20. 서명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9개조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

- 양국 간 임업분야 협력 증진, 임업분야 전문가 및 전문지식의 교환, 투자가 보호, 임업연구소 및 기관 간의
협력, 장관급 임업위원회 설립
 동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인 1987.7.20. 발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 경제국은 1986.2.26. 국제기구조약국에 동 임업협력협정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873

| 87-0807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7-61 / 3 / 1~381(381p)

1. 외무부는 1986.6.30. 주캐나다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6.26.~27. 서울 개최 제1차 한·캐나다 섬유
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캐나다 측은 한국산 섬유 수출을 1986년 협정량 기준 1991년까지 5년간 동결 요청
 한국 측은 캐나다 측의 섬유수출 규제요청 수용을 유보, 비공식 협의 등은 지속을 희망

2. 박운서 섬유협상 수석대표는 1986.9.11.~12. 오타와 개최 제2차 한·캐나다 섬유회담 결과를 아래와
874

같이 보고함.
 섬유협정의 5년(1987~91년) 연장
 1986∼87년간 이월(carry-over) 및 조상(carry-forward) 사용 원칙 합의, 500 캐나다달러 미만의
견본 등에 대해서는 수출비자 없이 수입통관 보장
 수입 급증 시 양국 간 협의
 미합의 사항

- 규제품목 추가 및 품목 분류, 증가율, 융통성, 쿼터 관리 등

3. 외무부는 1986.10.20. 주캐나다대사에게 10.13.~17. 서울 개최 제3차 섬유회담 타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협정기간: 5년(1987~91년)
 기준물량(base level): 9개 품목에 대한 협정 기준물량의 증량
 규제품목(coverage): 실크 및 라미, 리넨 등 식물성 의류 신규규제 등

- 총 17개 품목 중 5개 품목만 규제
 품목분류(classification): GI 11개, GII 6개 총 17개 품목, 유아용 의류 별도규제 철회
 연 증가율(growth rate): 평균 3.7%, 기준물량 증가를 감안한 실질 연평균 증가율은 4.8%
 융통성(flexibility): 전반적으로 기존 협정과 유사한 수준 적용, 이월 및 조상 확보
 동 협상 결과 10.18. 가서명된 양해각서는 한국 국내 절차 완료 후 캐나다에서 정식 서명 예정

4. 상공부는 1986.10.29. 외무부에 동 섬유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요청함.
 1986.10.18. 가서명된 양해각서 및 합의록에 대한 필요 조치 요망
 한국 측 수석대표의 서한을 캐나다 측에 전달, 캐나다 측 수석대표가 서면 회신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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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7-61 / 4 / 1~126(126p)

1. 외무부 조약국은 1986.12.6. 한·캐나다 신섬유협정 체결 및 고시를 위해 아래 장관결재를 득함.
 주캐나다대사가 동 섬유협정 양해각서에 서명
 동 양해각서의 수락을 확인하는 양국 정부의 공한 교환으로 1987.1.1. 발효되는 동 협정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2. 외무부는 1986.12.16. 주캐나다대사에게 동 섬유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캐나다 측 서명권자 및 서명 일자 파악

3. 주캐나다대사는 12.22. 캐나다 측이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주한 캐나다대사와 한국 정부 대표 간에 동
서명을 희망함을 보고함.
 최근 미국·캐나다 간의 다양한 무역 분규 협의와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따른 협상 재개 등
일정으로 최종 서명권자인 외무성 H. Wilson 국장이 오타와에 체재하지 않을 예정
 한국 이외 기타국과의 섬유협정 최종 서명 및 확정 작업도 오타와가 아닌 해당 대상국가에 주재하는
캐나다대사가 조치하도록 추진 중

4. 외무부는 1986.12.30. 주캐나다대사에게 한·캐나다 섬유협정 체결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동 협정이 12.20. 유종하 제2차관보와 Dorrett 주한 캐나다대사 간에 체결
 동 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수락 확인 공한을 12.30. 교환, 1987.1.1.자로 발효

5. 외무부는 1987.1.8.‘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를 외무부고시 제128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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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10.18. 가서명된 동 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12.11. 완료
 주캐나다대사를 한국 측 서명자로 하여 오타와에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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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조약과

MF번호

2017-61 / 5 / 1~205(205p)

1. 상공부는 1986.8.12. 외무부에 스웨덴과의 섬유협정이 1986년 말 종결될 예정임에 따라 11.27.~29.
스톡홀름에서 신규 섬유협상 개최를 희망함을 통보해 온 바, 외무부는 11.20. 대표단을 임명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기본 지침

- 현행 협정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최대한 유리한 협정을 체결
- 원칙적으로 MFA(다자간섬유협정) IV 종료연도인 1991년까지 장기 협정을 체결, 안정적 수출을 도모
876

 중점 교섭사항

- 일부 품목(내의, 침대보, 타월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Sub-limit 철폐
- Base Level 및 연 증가율 인상
- 융통성 확대

2. 한·스웨덴 섬유협정 체결을 위한 1986∼87년 협상 결과임.
 제1차 협상(1986.11.27.~28., 스톡홀름) 합의사항

- 협정 기간: 1987.3.1.부터 5년간
- Aggregate Limit 철폐, Base Level의 최소 2% 증량 확보
- 연 증가율, 품목 재분류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1987년 초 서울에서 재협상하기로 합의
 제2차 협상(1987.2.9.~11., 서울) 합의사항

- 협정 기간: 1987.7.1.~1992.2.29.(4년 8개월)
- Aggregate Limit 철폐, Group 축소(18개 →11개), Subgroup 축소(35개→17개), 품목 재분류 6개,
연 증가율 평균 1.91%

3. 주스웨덴대사는 1987.6.24. 스웨덴 측이 2.12. 서울에서 가서명한 한·스웨덴 섬유협정의 7.1.자 발효를
위한 각서교환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와 스웨덴 외무성 간에 아래 내용의
각서교환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함.
 협정 내용은 제2차 협상 시 합의사항과 동일
 발효일: 1987.7.1.자 소급 발효

4. 외무부는 1987.11.5.‘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 섬유협정’
을 외무부고시
제143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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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리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7.4.17. 서울에서 서명 : 1987.9.18. 발효 (조약
938호)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협력2과/조약과

MF번호

2017-61 / 6 / 1~168(168p)

1. 외무부는 1985.8.29. 한·벨리즈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위해 아래 입장을 수립함.
 Esquivel 수상의 11월 방한 시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을 제의

- 동 협정에 양국 간 경제, 기술 합동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포함, 경제 분야 등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
 동 협정안을 벨리즈 측에 제시하여 체결 교섭을 개시

2. 외무부는 1985.9.2. 주멕시코대사에게 벨리즈 측에 동 협정 문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지시한 바,
동대사는 벨리즈 측이 1987.3.26. 수상 방한 중 경제기술협정 서명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국무회의 심의(4.10.), 대통령 재가(4.13.)
 외무부장관이 동 협정에 서명

4. 외무부는 1987.4.17.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Barrow 벨리즈 외무장관 간 한·벨리즈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관련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협정 주요 내용

- 경제 및 기술 분야 양국 정부 간 협력촉진, 인력훈련,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한
기술협력 증진
- 경제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설립, 협정의 시행 및 특정 사업을 위한 시행약정 체결
 동 협정은 양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 협정으로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

5. 외무부는 상기 협정 발효를 위해 1987.9.1. 주멕시코대사에게 조속한 시일 내 벨리즈 측에 표제협정
발효를 위한 한국의 법적 요건 완료 사실을 통고할 것을 지시한 바, 동대사는 벨리즈 측이 9.18. 발효에
동의했음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87.10.5. 한·벨리즈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이 조약 제938호로 공포(1987.9.18. 발효)되었음을
관보에 게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벨리즈 Barrow 외상의 1987.4.13.~17. 방한 중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아래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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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합의의사록

| 87-081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7-61 / 7 / 1~171(171p)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7.8.4. 한·콜롬비아 과학기술협력협정 보충약정 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Londono 외무장관은 8.4. Barco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전제로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1981년 서명된 기존 과학기술협력협정 테두리 내에서 보충약정을 9.8.~10. 동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양국 외무장관 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함.
 보충약정 주요 내용
878

- 식품 생물공학 분야 등 3개 분야 전문가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양측 약정 집행기관 지정, 약정 체결
후 60일 내 운영계획서 작성 시행
 주재국 대통령의 특별 관심 사항임을 고려하여 동 대통령 방한 시 체결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8.19. 상기 제안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함.
 현 시점에서 Barco 대통령 방한 중 서명은 어려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술협력 제안 전체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일부 분야의 국산기자재 무상원조와 전문가 단기파견 등 범위가 축소된 약정 체결은 긍정적으로
추진함.
 무상원조는 1988년부터 5년간 총 100만 달러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외무부는 1987.8.20.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상기 시행약정 관련 아래 정부 입장에 대한 주재국의 입장
타진을 지시함.
 약정 체결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함.
 범위를 축소한 약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음.
 주재국 측이 설립하는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재 및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5년간 총 100만 달러
무상원조 제공을 검토 중임.

4. 주콜롬비아대사는 1987.8.24. 주재국 외무차관 등과의 관련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금번 대통령 방한 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양국 외무장관 회담 후 발표되는 합의의사록에 조속한
약정 체결 계획을 포함할 것을 제의함.
 합의의사록 원문에 조속 체결 계획을 언급하되 약정 문안 합의 시 합의의사록보다는 양해각서로
명칭 변경을 요청함.

5.	외무부는 1987.8.2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양해각서는 복잡한 국내 절차가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칭을 합의의사록으로 재차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콜롬비아 측은 9.8. Barco 대통령 방한 시 동
합의의사록에 서명할 것을 수락함.
6.	한·콜롬비아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아래 요지의 합의의사록이 1987.9.8.
서울에서 박쌍용 외무부차관과 데 레이 콜롬비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됨.
- 양국 간 과학 및 기술협력 관련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 콜롬비아 측이 제의한 양잠 및 잠사 분야 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 전문조사단 파견
- 한국의 경제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1988.2월 보고타에서 개최
 통상교류

- 통상사절단 상호교류, 무역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지속
- 콜롬비아 석탄 수입 확대
 합작투자

- 합작투자 촉진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

8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 87-0812 |

한·프랑스 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 연수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1987.11.27. Paris 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148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1 / 8 / 1~113(113p)

1. 외무부는 1987년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설립 관련 한·프랑스 간 약정 체결을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설립 목적 및 규모

- 자체기술 개발 및 연구, 부속 연수원 기능으로서의 업무 관련 기술, 사무교육
- 경기도 반월 지역 약 1,500평 규모, 약 65억 원 투자
 사업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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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6.12월 프랑스 무상자금 1천만 프랑 중 프랑스 정부자금 600만 프랑 제공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의정서 체결 요청

2. 주프랑스대사는 1987.8.4. 한·프랑스 한국가스공사 연구훈련원 건립사업 의정서 관련 프랑스 측과의
문안 세부 조항, 서명자 검토 등 교섭 결과를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11월 한·프랑스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사업의정서 체결 및 고시 관련 아래 내부 결재를
득함.
 건의 사항

- 프랑스대사가 동 의정서에 서명(고시류 조약)
 주요 내용

- 프랑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동 공사에 600만 프랑 무상공여(제1조)
- 무상공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공사와 프랑스 Credit National 간의 계약으로 규정(제2조)
- 서명 일자에 발효(제3조)

4. 외무부는 1987.12.4.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에 동 의정서가 11.27. 한우석 주프랑스대사와 프랑스
경제재무성 이재국 부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되었음을 통보함.
5. 외무부는 1987.12.10. 한국과 프랑스 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연수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1987.11.27.
발효)를 외무부고시 제148호로 관보에 게재함.

한·독일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

| 87-0813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7-61 / 9 / 1~128(128p)

1. 주한독일대사관은 1980.5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 시‘한·독일 지역사회
보건사업’시행에 관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약 178만 마르크 규모의 사업을 위한‘한·독일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체결을 1981.11월 외무부에 제의함.
2. 1982.3.16.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Herbert Beyer 주한 독일대사 간에 아래 요지의‘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
이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 구로, 반월, 여주 지역에 시범적 지역사회 의료모델을 개발
 독일 측 지원

- 전문가 파견
- 고려대학교에 145만 마르크 제공
 한국 측 부담

- 독일 측 지원에 수반되는 한국 내 세금 및 공과금 부과 면제
 양국 실무기관 명시

- 한국 측: 고려대학교
- 독일 측: 독일 GTZ(기술협력공사)
 독일 측 총 지원 규모

- 1,788,454마르크

3.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독일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고려대학교의 기초보건 용역모델
개발사업에 142,500마르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한·독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대한 보완약정 체결을
1987.7월 외무부에 제의함.
4.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Ju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에 1987.11.9. 아래 요지의‘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이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사업 개요

- 독일 GTZ가 고려대학교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가 지원
 독일 측 지원

- 고려대학교에 142,500마르크 지원
 한국 측 부담

- 독일 측 지원에 수반되는 한국 내 세금 및 공과금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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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87-0814 |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1 1982-85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조약과

MF번호

2017-61 / 10 / 1~290(290p)

1. 한·인도네시아 간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1984∼86년 중 협정 체결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 경제국은 1984.1.20.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 합의사항인 동 훈련원 설치에 관한 노동부
작성 약정(안)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송부하고 84.2월 내 체결 추진 요청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2.4. 동 사업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협정 명칭을 약정(Arrangement)
에서 협정(Agreement)으로 변경, 정식 조약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제국에 통보
 인도네시아 측은 11.23. 동 협정 재수정안을 제의하고, 주택 제공에 대해서는 동 협정 서명 시 별도
882

계약서로 대체하되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할 것임을 제안
 외무부 경제국은 11.26.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국제기구조약국에 요청하고, 외무부장관의
12.12.~17. 인도네시아 방문 시 서명 추진 예정임을 통보
 외무부는 11.30. 내부 건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동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 (체결 의의) 양국 대통령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한국 기술 인력의 해외 진출 도모
- (주요 내용) 양국 정부는 동 훈련원을 인도네시아에 공동으로 설치, 한국은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훈련장비(400만 달러 상당)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는 훈련원 건립을 위한 대지 및 건물 확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의하에 수석자문관 1인과 전문가 7인 파견 등
 외무부는 12.6. 내부 건의를 통해 동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동 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등
 외무부 조약과는 12.7.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신두병 공사의 국제기구조약국장에 대한 연락에 따르면
이원경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중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서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함에 따라 동 협정안을 국무총리 결재까지 득하고 대통령의 최종결재는 인도네시아의
방침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보류할 예정임을 외무부차관에게 보고

2.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 외무부장관은 1984.12.13. 인도네시아에서 회담 후 동 협정에 가서명함.
 노동부는 1985.11.8. 인도네시아 측과 실무협의 결과, 인도네시아 측은 훈련원 설립 지역을 자카르타
근교에서 Banjarbaru로 변경할 것을 제의해 왔으므로 동 협정안 수정을 외무부에 요청
 외무부는 1986.1.7. 외교 공한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수정 제의 협정안에 동의함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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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2 1986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조약과

MF번호

2017-61 / 11 / 1~234(234p)

한·인도네시아 간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서명 및 공포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전두환 대통령은 1986.1.20.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아래 요지 건의를 재가함.
 1984.12.13. 양국 외무부장관 간 가서명 절차를 거친 동 협정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측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설치 장소의 변경 및 부지 면적의 축소를 수정 제의
 정부는 동 협력사업을 가급적 조속 추진하고자 동 수정 제안에 동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 최상섭 대사와 Sudomo 노동성장관 간에 1986.2.5. 자카르타에서 동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서명됨.
3. 전두환 대통령은 1986.3.22.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129회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외무부
결재문서를 재가함.
4.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6.6.13. 주재국 노동성이 6월 말까지 직업훈련원 기술진 구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한국 측 자문관 1~2명의 6월 말~7월 초 파견 등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5. 국회는 1986.6.27. 동 비준동의안을 6.24. 제130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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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명된 협정문안 중 필요한 부분을 수정
 최상섭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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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3 1987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조약과

MF번호

2017-61 / 12 / 1~215(215p)

1. 외무부는 1987.3.20. 한·인도네시아 간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발효를 위하여 주재국 측이 취한
조치 및 비준 가능 시기를 파악하도록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지시함.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3.25. 주재국 외무성 조약 담당자에 의하면 비준 가능 시기는 제반 절차
감안 시 약 2개월 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7.5.27. 주재국은 5.11.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동 협정 비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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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김영섭 주인도네시아대사와 Sudomo 노동성장관은 1987.8.28. 인도네시아 외무성에서 동 협정
비준서를 교환함.
4. 외무부는 1987.8.28. 비준서 교환과 동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동 협정(조약 제929호)은 1987.9.3. 관보에 게재됨.

한·파나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 87-0817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7-61 / 13 / 1~107(107p)

한·파나마 간의 1981∼86년 중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주파나마대사관은 1981.7.21. 파나마 대통령의 방한 계획과 관련하여 주재국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의 민간투자 진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등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경제기술협력
협정 한국 측 초안 제시를 위해 파나마가 제3국과 체결한 경제기술협력협정문을 송부할 것을 지시함.

1981.11.24. 주파나마대사에게 동 초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함.
 협정안 주요 내용: 취지, 협력강화 선언, 협력분야 확대, 투자 촉진, 과학기술 협력 등
 파나마 측은 1983.1.25. 한국 측 초안에 대한 아래 수정안을 제시함.

- 한국 측 초안 중‘훈련생, 전문가 등 교환’
에‘특정사업 실현을 위한 장비 및 자료교환’문구 추가

3. 외무부는 1983.4.1. 주파나마대사에게 파나마 측 수정안 수락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한
기자재 교환 등은 필요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또는 혼성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파나마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한 바, 파나마 측은 5.11. 한국 측 제안 수락을 공한으로 통보함.
4. 주파나마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1986.10.13.자 공한을 통해 기술협력의 복잡성에 비추어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한국 측이 제의한 원안대로 협정 서명을 추진할지 아니면
투자보장 등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협정을 제의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는 한편 파나마 측
과학기술협력협정안을 송부함.
5. 외무부는 상기 파나마 측 제안에 대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의 의견을 조회하고, 관계부처들은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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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동 협정 한국 측 아래 초안에 관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후

| 87-0818 |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1985.7.23. 서울에서 서명 :
1987.10.1. 발효 (조약 941호)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7-62 / 1 / 1~192(192p)

1.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1985∼87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는 1985.6.15.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5.18.~6.4. 카리브 지역을 방문한 바 있는 경제협력
사절단(단장: 박쌍용 대사)의 건의에 따라 관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을 통보하고, 한국 측 초안을 동국에 제시하도록 지시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7.3.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성이 동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단어 1개 수정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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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이의 없음을 통보해 옴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 미주국은 7.5. 국제기구조약국에 7.19.~24. 동국 수상 방한 시 동 협정 체결을 추진 중
임을 통보하고, 미수교국인 동국과의 협정 체결 가능 여부를 문의함.

- 국제기구조약국은 7.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 또는
부재가 조약 체결을 저해하지 않음을 회신함.
 외무부는 7.8.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체결 의의)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 (주요 내용)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촉진, 인력 훈련,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제33회 국무회의는 7.18. 동 협정 체결을 의결함.
 전두환 대통령은 7.20.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건의를 재가함.

2. 이상옥 외무부장관대리와 Errol Mahabir 외무장관 간에 1985.7.23. 서울에서 동 협정이 서명됨.
 외무부는 9.5.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에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10.1. 발효를 위한 주재국 측과의 협의를 지시함.
 외무부는 1987.10.6. 동 협정(1987.10.1. 발효)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하여 동 협정(조약 제941호)은
1987.10.1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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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1985.11.6. 서울에서 서명 : 1987.11.14. 발효
(조약 943호)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7-62 / 2 / 1~165(165p)

1. 김성진 대통령 특사는 1985.3월 우루과이 방문 시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
한.바, 7월 한국 측의 협정 초안 제시, 9월 우루과이 측의 대안 제시 등을 통한 협의를 계속하여 10월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함.
2. 아래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이
1985.11.6.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Iglesias 우루과이 외무부장관 간에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7개조로 구성됨.
 경제·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함.
 양국 기업 간의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상호 과학기술 정보와 연수생, 기술전문가의 교환 및 법인체 간, 전문기관 간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함.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합동위원회를 구성함.

3. 동 협정은 1987.11.14. 발효하였으며, 1987.11.21.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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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됨.

| 87-0820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
V.1 1981-85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62 / 3 / 1~416(416p)

1. 과학기술처는 1981.3.26. 외무부에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주한대표부 또는 동 산하기구 설치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동 대표부 등 설치 및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 설치 필요 경비 부담 내용, 설치 절차 등 관련 자료
 주오스트리아대사는 4.22. 필요 절차, 여타국과의 협정 내용, 설치 경비 등 자료를 보고

2. 외무부는 1981.5.18.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에 UNIDO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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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문의함.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는 설치 필요성에 동의
 정부는 예산 형편상 경비 부담은 유보, 민간 경제단체는 정부 부담 희망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4.1.26. UNIDO/IPS(투자진흥서비스) 설치에 관해 아래 사항을 건의하고,
1985.1.29. 동 서비스센터 한국 개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료를 송부함.
 UNIDO 사업체계 및 기존 조직망을 통한 각종 해외투자사업, 기술정보의 신속 원활한 활용,
한국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기여 등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IPS 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
 설치조건 등 구체 사항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4.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3.11. 외무부에 IPS 사무소 서울 유치 관련 2.28.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사무소 본격 설치에 앞서 1986년부터 2년간 조건부 시범 협력사업 추진
 UNIDO 전문가 1인 파견, 한국은 사무실 및 편의 제공
 정부 입장을 UNIDO 측에 전달하고, UNIDO의 반응에 따라 추후 협의

5. 외무부는 1985.3.13. 주일본, 프랑스 등 11개 공관장에게 UNIDO/IPS 사무소 설치 검토 관련 대사관
주재국 내 IPS 사무소의 사업 활동, 주재국의 지원 여부, 동 사무소의 효용성에 관한 주재국의 의견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대리는 4.10. UNIDO 측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선진국은 물론 인도, 폴란드 등 개도국도 UNIDO 측이 경비를 지원한 전례 없음.
 사무소 설치를 최소 단위(전문가 1인), 일정 기간(2년)의 시범기간 설정을 전제로 한국 경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6.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10.30. 외무부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아래 의견을 통보함.
 기본 방침

- 1985.11월초 개최되는 UNIDO 정기 이사회 이전 동 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약조건 협의
- 계약조건 타결 시 1986.7월부터 1987.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운영, 계속 운영 여부는 1987.6월 결정
 계약 조건

- UNIDO가 각국 정부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도록 추진
- 한국에 더 많은 특혜가 계약 내용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아래 통보함.
 동 사무소 설치 필요성 여부에 관해 1986년 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과기처에서 검토,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에 따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UNIDO와 공식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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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11.18. 외무부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11.5.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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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
V.2 1986-87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62 / 4 / 1~314(314p)

1. 과학기술처는 1986.4.18. 및 5.29. 외무부에 UNIDO/IPS(유엔공업개발기구/투자진흥서비스) 서울 유치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동 사무소의 1986.7월 개소를 위한 1986년 소요예산 10만 달러 확보
 동 개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 요청
 한국의 독자적인 IPS 사무소장 선발 및 급여수준 결정권 확보 가능 여부 파악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7.8. UNIDO 측과의 협의에 따른 사무소장 임명절차 및 대우수준을 보고
890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6.11.24. Siazon 사무총장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잠정 계약 서명일을 12.15.로 합의
 동 사무총장은 한·UNIDO 협력 방안 등 협의를 위해 1987.3월경 방한 의사 표명

3. 외무부는 1986.12.9.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동 사무소 설치협정 관련 아래 사항을 훈령함.
 한국 정부와 UNIDO가 개도국의 산업투자 증진을 위한 UNIDO 서비스 수행에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구체적 기여 의무를 규정
 국내 절차 완료를 위해 서명 예정일 연기

4. 외무부는 1987.2.16. 및 3.5. 한·UNIDO 간 IPS 설치협정 관련 국무회의 상정 및 체결·공포를 위해
아래 방침을 수립함.
 주요 내용

- 한국 정부가 343,660달러 기금을 기부하여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 UNIDO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 투자 기회 알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를 촉진
 주오스트리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설치협정에 서명
 국무회의 심의(3.5.) 및 대통령 재가(3.12.)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7.4.15. 비엔나에서 UNIDO 사무총장과 동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일자로 발효함.
6. 외무부는 1987.4.21. 동 협정을 조약 제919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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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한·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간의 양해각서,
1987.9.24.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
고시 제142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2 / 5 / 1~275(275p)

1. 외무부는 1987.6.17. 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협력기금 설립 협정문안 교섭과
관련하여 아래 입장을 수립함.
 정부는 1987.4.21.~30. 방콕 개최 제43차 에스캅 총회 시 기금 설립을 공표
 에스캅 측과 기금설립 협정 체결 후 기금 30만 달러 기탁
 에스캅 측이 제시한 협정문 검토, 주태국대사가 협정문안 교섭 추진

2. 주태국대사는 1987.7.9. 에스캅 측이 동 협정을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식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로

3. 외무부는 1987.9.5. 및 9.16.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 양해각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방침을 결정함.
 양해각서 교섭 경위

- 외무부장관은 4.22. 에스캅 총회 시 동 기금 창설 의지를 표명하고, 에스캅 측은 4월에 협력기금
협정안을 제시하고, 9월 에스캅과 동 양해각서안에 합의함.
 양해각서 주요 내용

- 기금의 납입: 에스캅에 한·에스캅 기금 설치 및 한국 정부가 매년 동 기금에 기여
- 기금 운용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리 규정: 연례회의(3조), 보고(4조), 평가(6조)
- 효력 기간: 2년, 일방의 종료 통보 없을 시 계속 유효
 향후 기금활용 추진 방안

- 협약 체결을 통한 30만 달러 기탁
- 동 기금으로 에스캅 주관 HRD사업(1987.10.19.~11.6.) 참가 개도국 관리자 여비 지원
- 1987.11월 연례회의에서 차후 사업계획 논의
 주태국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양해각서 서명
 동 양해각서 발효일(서명일)에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4. 주태국대사와 에스캅 Kibria 사무총장 간 1987.9.24. 방콕에서 동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됨.
5. 외무부는 1987.10.10. 동 양해각서를 외무부고시 제142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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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고함.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전2권 V.1 1981-198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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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조약과

MF번호

2017-62 / 6 / 1~299(299p)

1. 독일 정부는 1981.6.9. 주한 독일대사관 구상서(Verbal Note)를 통하여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아래 3개 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하여 옴.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병원선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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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2.21. 체결 (현재까지 유효)
- 1904.12.21. 대한제국 서명
- 1907.3.26. 대한제국 비준 (일본 정부가 비준서 기탁)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 1899.7.29. 체결 (현재까지 유효)
- 1903.3.17. 대한제국 가입
 1864.8.22.자 제네바협약의 재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 1899.7.29. 체결 (1907년 및 1949년 협약으로 대체, 실효)
- 1903.2.7. 대한제국 가입

2.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동 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공식 입장을 정립한 바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왔으며,
관련 국제기구도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법적 동일체로 인정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
 1986.1~5월 기간 중 법무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재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 동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함.
 1986.7.24. 국무회의에‘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안건을 상정하여 이들 조약
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을 확인함.

- 
‘병원선에 관한 협약’및‘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이 대한민국에 적용됨을 확인하고,
‘1864.8.22.의 제네바협약의 재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이론상으
로는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왔음을 확인함.
 1986.7월말 아래 후속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상신함. (대통령 8.1. 재가)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이들 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을 공포
- 관계국(네덜란드, 독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이들 다자조약의 당사국임을 통보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전2권 V.2 1986.8월-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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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아래 3개 다자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을 1986.8.8.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함.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병원선에 관한 협약)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문제를 처음 제기한 독일에 통보함.
3.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6.9월 동 3개 다자조약의 인증 등본과 대한제국의 동 협약 비준 및 가입과
관련되는 문서의 사본을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6.10월‘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및‘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가입에 관한 프랑스 주재 대한제국대사의 네덜란드 외상 앞 서한 사본을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또한 주네덜란드대사관은‘병원선에 관한 협약’
의 비준서와‘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의 가입서 번역본도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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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8월 동 3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효력이 있음을 조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및 동

단일유럽협약 (Single Europe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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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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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통상국 통상2과가 작성한 단일유럽협약(Single European Act, 1987.7.1. 발효)관련
1987.7.8.자 보고 자료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동 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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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로마조약 개정 및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 신설
 유럽 통합목표의 재확인, EC(구주공동체) 정상회의를 조약상 기구로 성문화
 EC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관련, 만장일치제보다 다수결제 확대
 1992년까지 Single Market 완성 실현
 회원국 간 통화협력을 위한 구주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를 조약에 명문화, 회원국
간 경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조항 신설
 EC 집행위 기능 강화 및 구주의회의 EC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
 EC 공동기술 개발, 환경에 관한 회원국 간 협력 조항 신설 등

2. 평가 및 전망
 대외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단합된 정책 추진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1992.12.31.까지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제거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경제통합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나,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제도의 조화 등 EC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점진적 단일시장
완성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
 동 협약 발효로 EC의 대외통상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다수결제 확대로 표수가 많은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4개국의 EC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전망

3. EC 단일시장 형성이 한국에 미칠 영향
 (긍정적 측면) 한국의 수출 신장 및 한국 기업의 EC-EFTA(유럽자유무역지대) 진출 확대, EC는
단일시장 완성이 현존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조치와 병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조치 철폐 기대 등
 (부정적 측면) EC는 공동 통상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할 것이므로 특히 EC 12개국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쌍무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집단적 결집력 행사 경향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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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7.6.5.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조약과에 통보함.
 동 협약안은 한국이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특권·면제의 내용과 대비하여
대체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관련,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는
국가적 의무(national service obligation)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맥을 같이하여 APO

있더라도 이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외적인 조치였음을 감안할 때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문제는 APO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함이 필요함.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8.25.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현지 고용원 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기획관리실에 통보함.
 고용계약 분쟁과 주권 면제

-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독일인 간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하여 부당해고
배상금(노동법원) 및 사회보장 고용주 분담금(사회법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는
고용계약 조건에 관련된 사건을 임명·해고행위와는 별개로 순수하게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권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독일연방 헌법법원은 1963.4월 이란대사관의 피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불 문제에 관한 사건에서
이란 측의 주권면제 주장을 각하함.
 판결 이행 거부 시 문제점 및 대책

- 한국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시 독일 노동법원은 특권·면제의 대상이 되는 공용재산이 아닌 독일 내
한국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외교교섭 또는
국제사법쟁송의 방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문제임.
- 따라서, 대독일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한국 사법부의 광범위한 주권면제 관행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당사자 간에 판결에 상응한 배상을 임의적 형식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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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도 국가적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인정치 않음.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소득세 면제가 인정되고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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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1986∼87년 중 의견 문의 및 회신
목록임.
1. 미수교국 인력 송출에 따른 이익보호국 활용 문제(1986.12.31., 아프리카국)
 한국 기술자의 미수교국 진출에 따른 보호대책으로서 미국을 이익보호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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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공관 작성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 신설 필요 여부(1987.1.22., 재무부)
3. 주한 외국공관원 배우자의 한국 국내 문제 개입(1987.2.4., 미주국)
 특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저촉 여부

4. 주한 UNICEF(유엔아동구호기금) 사무소의 유료 정기간행물 발간 및 광고 게재 가능 여부
(1987.2.4., 국제연합과)
5.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설비 설치운용 가능 여부(1987.3.31., 국제기구조약국)
6. 대사관의 무선송신기 설치 및 제약 유무(1987.4.21., 중동아프리카국)
7. 주한 도미니카대사관 영사 수입금의 개인구좌로의 송금 가능 여부(1987.4.4., 의전장실)
8. 국제기구와 한국 공동주관 세미나 개최 관련 합의서 검토(1987.4.30., 국제기구과)
 세미나 참가자의 특권 및 면제 향유, 분쟁 발생 시 처리 내용

9. 미 공보관의 시사논평 발간(1987.5.13., 미주국)
 정기간행물 발간 시 사전 동의 및 허가 필요 여부
 주재국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처리에 관한 국제 관행 및 사례

10. 내무부 주재관 파견에 따른 문제(1987.3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파견 시 접수국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여부 등

11. 주한 외교관의 총기류 휴대 관련 국내법 적용 여부(1987.6월., 법제처)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전2권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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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1987년 중 의견 문의 및 회신 목록임.
1.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활동 관련 의견 문의(1987.6.4., 미주국)
 유엔 및 미국 정부 허용 고유업무 범위 위배 여부 및 규제 관련 법적 근거

2. 주한 영국대사의 김대중 앞 초청장 압수 관련 문제(1987.6.9., 경찰청)
 김대중에 대한 초청장 발송이 외교사절의 주재국 내정불개입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Holy See와 Vatican City의 구별, Holy See의 이해

4. 주한 외국공관 소속 한국인 고용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여부(1987.6.16., 의전장실)
 한국이 국내법적으로 결정할 사항

- 필요성 인정 시 상호주의적 보장을 전제로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에 한하여 인정

5. 외교 및 영사직원의 권리 및 면제에 관한 미 국무부 지침서 요약(1987.7.10., 국제기구조약국)
 특권, 면제의 내용
 특권, 면제 향유자의 식별
 사고 처리 지침

- 인적 불가침과 공공안전, 교통법규 적용, 관할권 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6. 이스라엘 외교관 서울 파견에 관한 의견 문의(1987.7.16., 중동아프리카국)
 주일 이스라엘대사관 외교관의 올림픽 아타셰로 서울 파견 시 동 아타셰에 대한 외교관 특권 부여
및 외교관 신분증 발급 여부

7. 주오사카총영사관의 청사 임대 가능 여부(1987.9.9., 기획관리실)
 청사 일부를 민간기업에 임대 가능 여부 및 세금 납부와 관련 외교공관으로서의 문제점 여부

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장의 외교관 등록과 특권면제 부여 여부(1987.9월., 의전장실)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교황청(Holy See)의 법적 지위 검토(1987.6.13., 국제기구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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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국민,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재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영리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87년 아래와 같은 대책을 수립함.
1. 관계 부처 대책회의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관계자 실무회의를 5.18. 개최하고, 제반 대책 방향에 관해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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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실태 파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2. 외국 사례 파악
 5.25. 외무부는 15개국 주재 공관에 각 주재국에 대한 아래 관계 법규 및 정책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 이중국적 허용 여부
- 허용치 않을 경우 이중국적 보유자의 법적 지위 및 재산권 등 권리
- 국적 상실
 파악 대상 국가들 중에 이중국적 인정 2개국, 제한적 인정 9개국, 불인정 1개국인 것으로 보고

3. 외무부 내부 검토 의견
 국제기구조약국은 아래 두 가지 측면의 내부 검토를 진행함.

-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국내법상 지위와 활동
- 이중국적 인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이중국적자 국적 파악을 위하여 취업 시 출입국 사실 증명 요구, 해당인의 활동(송금, 자녀유학,
재산권 행사 등)을 규율하는 제도적 보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조치는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함.
 외무부는 6.12. 동 검토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함.

4. 미국 교포 단체장의 요청
 미주 총연 간부는 6.8. 외무부장관 및 영사교민국장 면담 시 다수의 미국 국적 교포들이 은퇴
후 한국에서 노후를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장기 거주를 허용할 경우에 연금 송금
등 한국에도 이익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장기 거주 허용을 요청함.
 외무부장관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장기 거주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함.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확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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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 행위 방지를 위해 1979.12.17.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인질 억류 방지협약’
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가입 촉구 및 협약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관련하여 정부는
1986∼87년 아래와 같이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함.
1. 유엔의 관련 결의 채택
 유엔 안보리는 1985.12.18. 결의 579/85호를, 유엔 총회는 1986.1.14. 결의 40/61호를 각각 채택함.
 동 결의는 테러 행위 및 인질 억류를 규탄하고서 유엔 회원국의 동 협약에 가입을 촉구함.

 한국을 포함한 동 협약 가입 29개국은 1986.1.16. 주유엔 서독대표부에서 가입 확대를 위한 조치
사항에 합의한 이래 가입국 회의를 개최하여 미가입국 가입 권유 방안을 협의함.
 동 회의에서 한국은 스리랑카와 미얀마(구 버마)에 대한 교섭이 할당됨.
 주유엔대표부는 1986.1.22. 스리랑카 및 미얀마에 대하여는 뉴욕 주재 양국 대표부와의 접촉
시행을 건의한 바, 정부는 스리랑카에 대한 접촉은 승인하고 미얀마에 대한 접촉은 유보할 것을
지시함.
 정부는 1986.1.29. 주미얀마대사에 대해 관련 의견 회신을 지시한 바, 주미얀마대사는 미얀마
정부가 랑군 테러사건에 대한 정부 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제테러를 규탄하고 있음에 따라
주유엔대표부의 접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고함.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987.1.15. 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보고하고
스리랑카 및 미얀마 양국에 대하여 수도에서의 접촉을 건의함.
 정부는 1987.3.17. 주스리랑카 및 주미얀마 대사에게 주재국 정부를 접촉하여 동 협약 가입을
권유할 것을 지시한 바, 양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스리랑카는 협약 가입에 긍정적이나, 협약 가입 시 범인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인하여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임.
- 미얀마는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여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검토할
예정임.

3. 소련은 1987.6.11.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당사국인 일본은 1987.6.8. 동 협약을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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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 당사국 가입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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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 87-08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63 / 4 / 1~74(74p)

1986.4.7.~12.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제75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는 국회의
원단 및 1986.4월 개최되는 전직 정부수반 협의회에 참석하는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위하여
준비한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의 동향 및 정부 입장 관련 자료임.
1. 테러 행위 증가에 따른 새로운 테러 방지 협약 필요성
 이집트 여객기 피랍 및 폭발사건(1985.11월), 로마 및 비엔나공항 테러사건(1985.12월) 등 테러
900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약 필요성을 토의함.

- 기존 테러 관련 협약에는 외교관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방지 협약(1977.2.20.
발효),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1969.12.4. 발효),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1.10.14. 발효),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1983.6.4. 발효) 등이 있음.
 유엔은 국제 테러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1972년 설치하여 테러 방지 방안 모색 및 연구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함.

2. 논의 동향
 테러의 정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립됨.

- 서구 제국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자행된 행위로 제한하려는 입장임.
- 제3세계는 식민주의 등 국가에 의한 테러를 가장 위험한 테러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테러와는
별개의 범주로 취급할 것을 주장함.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국가들은 기존 테러방지협약에의 적극적인
가입 촉구 등 기존의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주장함.

3. 정부 입장
 1983.10.9. 아웅산 테러사건과 1986.1.31. 주레바논 대사관 직원 납치사건 등의 직접적인 피해국으로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반대함.
 국제 테러리즘 방지 및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국제 협력을 지지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 관련 주장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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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물품 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A1)" 및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E1)" 한국가입,
1987.3.5.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3 / 5 / 1~317(317p)

CCC(관세협력이사회)는 각국의 상이한 통관 절차에 대한 조화 및 균일화를 통해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교토협약)을 1973.5.18.에
체결하고, 동 절차에 관련되는 30개의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각국의 선택적인 부속서 가입을
규정함.
1. 한국은 아래와 같이 본 협약 가입 후 2개의 부속서에 가입하였으며, 1985.12.31. 추가 가입을 추진함.
 기존 가입 부속서

 추가 가입 부속서

- 물품 신고서 제출 전 세관 절차에 관한 부속서(A1)
- 보세 운송에 관한 부속서(E1)

2. 외무부는 동 부속서 가입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바, 법제처는 1986.4.18. 아래 의견을
회신함.
 물품 신고서 제출 전 세관 절차에 관한 부속서는 동 부속서 가입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기존 관세법 시행령과 충돌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보세 운송에 관한 부속서(E1)는 기존 관세법 관련 규정과 충돌되므로 동 조항들에 대하여 유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3. 외무부는 1986.9.30. 동 부속서 중 일부를 유보하고 수락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공표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11.26.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하여 관세협력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동 부속서는
1987.3.5.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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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일시 장치에 관한 부속서(A2)
- 보세 창고에 관한 부속서(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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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 의정서 한국가입, 1988.1.1. (조약
제945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17-63 / 6 / 1~88(88p)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당사국은 1987년 기존 GATT 양허를 통일 상품명 및 HS(부호
체계)를 기초로 규정한 제네바 제2의정서를 채택하고, 1988.1.1. 동 의정서 발효 이전 각 해당국이
협상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통일체계에 따른 관세 양허율을 부속서로 첨부하도록 합의함.
 관세협력이사회 주관하에 통일 상품명 및 HS를 국제협약으로 채택하고, 1988.1.1.부터 범세계적으로
시행함.
 HS를 도입한 국가는 자국의 기존 GATT 양허 관세율표를 HS 기준의 양허율표로 전환함.
902

2. 정부는 1987.5.12. HS 양허 관세율표를 GATT에 제출하고, 10.12.~24. 미국, 일본, EU(구주연합) 및
홍콩과 양허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시행하는 한편 동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관세율표를 국내 절차
소진 전 잠정적 조건하에 11.20. GATT에 유보적으로 제출함.
3. 외무부는 1987.12.7. 국무회의 상정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12.22. 동
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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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
위원회)에 정부간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한국가입, 1987.8.29. (외무부고시
141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3 / 7 / 1~159(159p)

1. CCOP(아시아 천해저광물자원공통탐사조정위원회)는 해저광물자원 탐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1966년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SCAP의 전신)의 산하기구로 조직되어 아시아지역 지역협력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1987년 현재 한국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중인 바,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훈련 강화를 위하여 1972년부터 UNDP(유엔개발계획)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체의 기술
사무국을 방콕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

것을 제안하여 왔으며, 1985.4월 이후 동 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동 기구는
사무국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정부 간 협력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됨.
 태국 정부는 CCOP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한편 본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CCOP가 정부 간 협력
기구로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CCOP는 법률가의 조력하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1986.3월 지위 변경에 따른 양해각서 및 운영
회칙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함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3. 정부는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동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대륙붕 탐사 등 해저광물자원
탐사에 필요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동 기구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향후 동 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기구의 정부 간 지역협력기구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운영 회칙 수정안에 동의함.
4. 주태국대사는 1987.7.29.‘아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에 정부 간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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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DP는 1983년 이래 CCOP에 대하여 ECAFE의 산하 조직이 아닌 정부 간 지역협력기구로 전환할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87.5.19. (조약 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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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3 / 8 / 1~417(417p)

1. 상공부는 1986.8.4. 세계 박람회 참가 및 EXPO 유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 강화를 위하여 EXPO에 관한
파리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함.
 파리국제협약은 1928.11.22. 채택되고 1931.1.17. 발효되었으며, 1972.11.30.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1980.6.9. 발효됨.
 회원국은 47개국으로 BIE(Bureau Int’
l des Expositions)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한국은 1962년 이래 계속하여 EXPO에 참가함.
904

2. 가입국은 EXPO 유치 경쟁 시 비가입국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EXPO 개최 등록 시 등록 비용의
1/2 할인 및 참가 시 장소 임차료 할인 혜택이 주어짐.
3. 정부는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협약 개정의정서 가입서를 주프랑스
대사관을 통하여 1987.5.8. 박람회사무국에 기탁하고 5.19. 한국은 정식 회원국이 됨.

| 87-0836 |

[1971년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 가입,
1987.10.10. (조약 937호)
생산연도

1972-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3 / 9 / 1~222(222p)

정부는 1987.7.10.‘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제네바에서 1971.10.29. 채택되어 1973.4.8. 발효되었으며, 1987.2월 현재 3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함.
 음반의 무단복제물의 작성, 수입, 배포를 규제하며, 음반 저작권을 발행 연도부터 20년 보호하는
내용임.

 한국은 그간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1986.8월 미국과의 301조 통상협상 합의 시 세계 저작권
협약 및 음반 저작권자 보호 협약에 1987.9.30. 이전까지 가입을 약속함에 따라 동 합의 이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 가입하게 됨.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의 일환으로 1986.12월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한 바, 법제처는
동 협약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헌법 제9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회신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7.7.10.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가입을 통보하여 10.10.
한국에 대해 발효함.
 동 협약 국내 이행을 위하여 기존‘음반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을 개정함.

3. 정부는 1987.10.1. 동 협약과 별도로‘세계 저작권 협약’가입서를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동 협약은 10.10. 한국에 대해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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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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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87.5

| 87-083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17-63 / 10 / 1~459(459p)

정부의 개정 UCC(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가
입을 위한 1987년 중 추진 경과임.
1. 협약 개요
 세계저작권협약은 1952.9.6.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으며, 1971.7.24. 동 조약을 개정한 세계저작권
협약이 파리에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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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개정 시‘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7.24.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와‘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7.24.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도 채택됨.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 보호(내국민 대우), 개도국을 위한 특혜 부여, 협약 발효 이전의 저작물
비보호 등 내용과 2개의 부속의정서로 구성됨.

2. 협약 가입
 정부는 1986.8.28. 미국과의 슈퍼 통상 301조 통상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에 대하여 세계저작
권협약과 음반생산자보호협약에 1987.6.30. 이전 가입 기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 조치를 취하기 전에 1987.2.20.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에 동 협약에 규정된 개도국 특례 조항에 따라 한국이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바, 개도국 지위 선언국은 교육 및 학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번역권 및 복제권의 강제허용제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외무부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저작권협약 및 2개 부속의정서 가입안을 1987.5.21. 국무회의에
상정함.

- 주무부처인 문공부의 동 협약이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 국회 비준동의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부 절차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는 조약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책적 고려에서
국회 동의를 검토하였으나 그간 관행 및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합의 기한 내에
국내 조치 이행이 필요함을 감안함.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2 1987.6-12

| 87-083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17-63 / 11 / 1~321(321p)

정부는 1987.10.1. 개정 UCC(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에 가입함.
1. 국회 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부처 간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에 따라 1987.6.2. 차관 회의에서는
관계 장관 협의를 조건부로 채택한 후 6월 중 3차에 걸친 관련 장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
동의 없이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당초 이견을 보인 문공부, 법무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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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우려함.
3. 문공부는 개도국 특혜 조항이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협약과 국내법을 조화시킬
필요성 및 국민의 우려 완화를 위하여 개도국 특혜 조항 이용을 통고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에 따라
유엔대표부는 유엔이 한국을 개도국으로 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선언 방법을 파악함.
 유엔은 개도국 지위에 관한 확립된 관행이 부재하여 한국의 개도국 해당 여부는 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함.
 외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도국 조항 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통고 시기는 1987.10월로
계획함.

4. 동 가입안이 1987.6.25.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수탁자인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협약 가입서를 7.1. 기탁하였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동 협약은 44번째 가입국인
한국에 대하여 1987.10.1.자로 발효됨.
 개도국 조항은 1987.11.5.자로 통보되어 발효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국내 절차 문제로 동 협약 가입이 지연될 경우에 한·미 간 합의 불이행이 초래할 미국의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2.8.
(조약 922호)

| 87-0839 |

생산연도

1980-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4 / 1 / 1~404(404p)

1.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이 1977.4월에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축이 되어 4차례의 협상 끝에 1979.10.26. 아래
내용으로 채택되었으며, 1980.3.3. 각국 서명을 위하여 개방됨.
 23개 조항과 2개의 부속의정서(핵물질의 국제 운송에 적용할 방호 수준, 핵물질 등급 분류)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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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국제 수송 및 국내 사용, 저장,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한 구체적 방호 수준과 방호 조치를 규정
- 핵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관계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법을 규정
- 핵물질에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소 규정 및 범죄인 인도 규정
 21번째 체약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발효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건이 충족된 1987.2.8.자로 발효됨.

2. 한국은 1979.10.29. 조건부로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후 1981.7.28.
가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에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하여 12.29. 협약에
34번째로 서명하였으며, 1982.4.7.자로 비준함.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당사국이 아님에 따라 정부는 1987.11.2. 협약 제17조2항 분쟁해결
관할권(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1항) 규정의 적용 배제 조항에 따른 유보를 결정함.

| 87-0840 |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6호)
생산연도

1971-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4 / 2 / 1~369(369p)

정부는 1987.6.25.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유엔 총회는 1970.12.7. 결의를 통해 동 협약을 채택하고, 1971.2월 가입 희망국에 대한 서명을

- 연안으로부터 12마일 이원의 해저지역에 핵무기 등 설치 금지
-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동을 관찰할 권리 보유
- 무력 경쟁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협상을 계속

2. 한국의 가입
 정부는 협약 가입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 후 한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제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서명을 추진하고 비준은 차후에 조치한다는 방안을 결정함.

- 미국은 1971.1.13.자 비망록(Aide-Memoire)을 통하여 한국의 이해와 국제 안보를 위하여 동 협약
서명식에 참여할 것을 요청
- 한국은 NPT(핵비확산협약)도 1968.7.1. 서명 이후 비준은 유보 중
 동 협약 서명식이 1971.2.11. 워싱턴, 모스크바 및 런던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정부는 주미국
및 주영국 대사관에 대해 동 서명식에 참여하지만 한국이 인정하지 않은 정권의 정부 및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 조치를 부기하도록 지시함.
 소련과 루마니아는 각각 1971.7.2. 및 6.1.“남한 당국이 한국의 국명으로 대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약에 대한 서명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선언을
영국 외무성에 통보하고, 전 체약국에 회람하도록 요청함.
 정부는 이미 서명하였으나 비준을 유보해 온 동 협약과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비준을 결정하고,
1987.5.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한편 6.25. 영국 및 미국에 동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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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여 22개국이 비준한 1972.5.18.자로 동 협약이 발효됨.
 동 협약은 아래 내용의 11개 조항으로 구성됨.

| 87-0841 |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생산연도

1972-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4 / 3 / 1~345(345p)

정부는 1987.6.25.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the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동 협약은 1971.1.12. 유엔 총회 채택에 따라 1972.4.10. 런던 및 워싱턴에서 서명이 개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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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3.26.자로 발효됨.
 동 협약은 아래 내용의 15개 조항으로 구성됨.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체나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획득 및 저장 금지
- 비축 중인 여사한 무기의 전량 폐기
- 생물학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 촉진

2. 한국의 가입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협약 서명식에는 참석하지만 동 협약이 한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외교적인 고려를 감안하여 비준은 추후 시행할 것을 결정함.
 주미국 및 주영국 대사는 1971.4.10. 개최 서명식에 참석하여 서명하였으며, 미승인 정부의 권리
불인정에 관한 유보 선언을 첨부함.
 정부는 동 협약 및 핵무기해저저장금지협약의 비준을 유보해 온 바, 1986.6.11. 그간 상당한 시일이 경과
하였으며, 미·소 간 군축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비준을 결정하고, 1987.5.28.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비준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완료함.
 주미국 및 주영국 대사를 통하여 1987.6.25. 동 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발효됨.

| 87-0842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86.10
생산연도

1977-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4 / 4 / 1~148(148p)

정부의‘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NMOM Convention)’가입을 위한 1986년 중 추진 경과임.
1. 협약 개요
 유엔 총회는 1976.12.10. 결의를 통해 제네바 군축회의가 작성한 동 협약안을 채택하였으며,

- 여타 당사국에 대한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적대적 사용 금지
- 환경변경 기술의 평화적 사용 허용
- 국내 조치
- 분쟁 해결 절차

2. 정부는 평화 애호 국가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환경변경 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약에의 가입을 결정함.
3.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1986.10.23. 국무회의 심의 상정을 추진하던
중에 북한이 1986.10월 금강산댐 건설을 발표함에 따라 동 협약의 적용 가능성 등 대책을 검토함.
 가입서 기탁 시 선언 첨부 및 남북한 당국자 간 협의 등 대책안 검토

- 북한은 1986.11.8. 동 협약 가입
 법제처는 동 협약 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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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5.18. 제네바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서명이 개방되어 1978.10.5. 발효됨.
 동 협약은 10개 조항과 전문가 협의위원회에 관한 부록으로 구성됨.

| 87-0843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월-1987
생산연도

1977-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64 / 5 / 1~445(445p)

정부는 1986.12.2.‘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NMOM Convention)’
에 가입함.
1. 정부는 1986.11.20. 동 협약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동 협약 가입서 기탁 시 환경변경
기술의 정의에 관한 아래 내용의‘해석적 선언’
을 행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주유엔대사에게 동 선언의
912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1986.10월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 착공을 발표함에 따라 여사한 댐 건설로 인하여 대규모 홍수
등이 야기될 경우 동 협약이 규정하는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한 적대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을 선언

2. 정부는 선언문에 대한 문구 조정 등 협의를 마친 후 1986.12.2.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한국은 51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상기 해석적 선언은 구상서 형식으로 제출함.

1986년 소맥무역협약 한국 가입, 1986.7.1.
(조약 924호)

| 87-084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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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22. 소맥무역협약(Wheat Trade Convention)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런던 소재 IWC(국제소맥이사회: International Wheat Council)가 작성한 동 협약은 1986.3.14. 런던 회의
에서 채택되었으며, 1986.7.1.자로 발효됨.
 동 협약은 1971년 발효되어 1986.6.30. 종료된 국제소맥협정을 대체함.
 주요 내용

2. 한국의 가입
 정부는 한국이 연간 300만 톤에 달하는 소맥 수입국으로서 여타 소맥 수입 회원국과의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수출국에 의한 세계 소맥시장 주도에 대한 견제 등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 원칙을 결정함.
 정부는 회원국 가입을 위해 1986.5.1.∼6.30. 중 가입, 비준 또는 잠정적용 선언 중 택일하여 조치
시행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촉박한 시간상의 문제로 IWC 사무국에 가입서 기탁 시한을 12.31.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
 6.30. 이전 잠정적용 선언서 제출 여부 및 기존 협약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 등 법적
해석 문제와 관련한 동 기구 사무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정부는 잠정적용 선언서를 6.30.자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런던에서 6.30. 개최된 IWC 제105차 회의는 한국의 가입서 기탁 시한을 1987.6.30.로 연장을 결정함.
 1987.5.2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22.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1986.7.1.자로 소급하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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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발효된 국제소맥협정을 강화하여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
- 곡물에 대한 정기 보고, 정보 교환 및 특별 연구 조치
- 회원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이사회의 곡물 선적량 및 곡물 수입량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5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7.3.30.-4.16.

| 87-084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64 / 7 / 1~244(244p)

정부는 1987.3.30.~4.16. 자메이카 개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제5회기에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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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심해저 광구 등록 신청 심사,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운영 규칙 및 절차 제정, 심해저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심해저개발청의 설치 문제, 차기 의장 선출

2. 정부 훈령
 선발투자가 그룹의 개발 정보 획득 및 협력 가능성 타진
 선진공업국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토의 참여
 의장 선출은 만장일치제를 선호하지만 투표에 회부될 경우 77그룹 후보자 지지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관련 규칙 재검토 시 입장

-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규칙 제정 필요성 강조
- 재판소 소재국과 체결할 본부협정에 대한 각국 입장 파악
- 재판소 소재지 변경 문제(서독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함부르크에서 타국으로 변경)는 본부에
입장 청훈

3. 회의 결과 및 건의 사항
 해양법협약에 대한 미·소의 입장 변화

- 미국은 해양법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심해저 관계 협상에 참여
 해양법 발효는 1987.4월 현재 비준국이 32개국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1990∼91년 발효
전망
 개도국들의 선발투자가 자격 획득
 심해저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일본과의 회기 간 협의 개최 건의

| 87-0846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
위원회 제5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7.7.27.-8.21.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64 / 8 / 1~151(151p)

정부는 1987.7.27.~8.21. 뉴욕 개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제5회기 속개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심해저 광구 등록 신청 심사,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운영 규칙 및 절차 제정, 심해저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심해저개발청의 설치 문제, 차기 의장 선출

2. 정부 훈령
 선발투자가 그룹의 개발 정보 획득 및 협력 가능성 타진
 선진공업국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토의 참여
 의장 선출은 만장일치제를 선호하되 투표에 회부될 경우 77그룹 후보자 지지
 해양법재판소 소재지 변경 문제는 준비위 권한 밖의 사항으로 협약 발효 전에 성급하게 거론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개진하되 투표 시에는 본부에 청훈

3. 회의 결과 및 건의 사항
 광구 중복 문제가 해결되어 인도의 광구가 등록되었으며, 여타 3개 선발투자국의 광구 등록 심사가
예정되어 협약 채택 이후 획기적 성과 달성
 서방 및 77그룹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동구그룹의 반대가 해소되어 Cape Verde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
 미국의 해양법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 변화
 향후 협약 개정 문제 거론 가능성
 심해저 개발 참여 방안 검토, 일본과의 회기 간 협의 개최 및 회의 참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장기간 회의 참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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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3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제5회기 속개회의 의제에 대한 후속 협의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 87-0847 |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자문역할을 위한 정부간기구(INFOFISH) 설립
협정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65 / 1 / 1~415(415p)

아·태 지역 내 INFOFISH(수산물 시장정보 및 자문역할을 위한 정부 간 기구) 설립협정의 체결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협정 채택을 위한 전권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INFOFISH 현황 개요
 사업 내용: 아태국가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수산물 시장정보 교환, 수산물 생산자와 수입자 간 연계 등
 사업 기구: 시장정보단, 무역진흥단, 기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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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입: 1981.8월
 소재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원국: 한국 등 18개국
 사업 기간: 1차(1981~83년), 2차(1984~86년)
 예산: 노르웨이 정부 지원, 회원국 분담금

2. INFOFISH 정부 간 기구 설치 협정 추진
 경위

- 1982.9월 국별 기술협의회 및 ACC(기술자문협의회)에서 검토
- 1983.9월 ACC 제2차 회의 시 협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
- 1984.9월 법률전문가회의 개최
 협정문 내용

- 전문 및 본문 22개조로 구성
- 주요 내용: 회원 자격, 분담금 등

3. INFOFISH 법률전문가회의 개최
 기간 및 장소: 1984.9.13.∼14., 말레이시아
 협정 문안에 대한 검토

4. INFOFISH 전권회의 개최
 기간 및 장소: 1985.12.9.∼13., 말레이시아
 한국 대표단: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 등 2인 및 수산청 직원 1인
 참가 현황: 아시아권 14개국 등
 회의 내용 및 평가

- INFOFISH 설립협정 채택
- 일본, 중국, 미국의 불참으로 한국, 호주 등 국가가 회의를 주도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제10차. Montevideo(우루과이) 1987.5.11.-20.

| 87-084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65 / 2 / 1~423(423p)

정부는 1987.5.11.~2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개최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
박부열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조약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32개국

- 18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s)
- 14개 남극조약비협의당사국(NCCPs)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 사안(협약상 주요 기구의 의사 결정 방법, 개도국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사항에 관해 합의함.
 의장은 최종 회의에서 금번 회의로 실질 문제 토의는 종료하고, 차기 회의에서 협약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동 발표에 대해 소련과 중국(구 중공)은 미합의 사항의 존재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협의당사국들은 향후 비공식 회기 간 회의를 통해 미합의 사항을 일괄 타결하여 차기 회의 중 협약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

3. 정부대표단의 관찰 및 건의 사항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남극조약체제의 폐쇄성에 대한 제3세계의 비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983년 이래 비협의당사국의 참석을 허용하여 왔으나, 금번 회의는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 협의당사국만의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비협의당사국 회합에 선별 통보하여
의사를 타진하는 등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비협의당사국의 주요한 의사결정 참여가 사실상 배제됨.
 협의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남극 광물자원 개발에의 실질적 참여가 사실상 배제됨을 감안할 때
한국의 협의당사국 지위 획득이 절대적으로 요망되며, 협의당사국 지위 확보를 위해 남극기지
설치 등 남극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홍보가 필요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토의 결과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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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상의 타방당사국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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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년 남극조약 당사국으로서 남극기지 건설 등 활동에 관한 대 미수교국 통보 방안을
검토함.
1. 한국이 남극조약 당사국으로서 탐험대 파견 등 남극에서의 활동 시 타방 당사국 전체에 통보할
의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관해 일정 기간 잠정조치로 조약 수탁국인 미국이 미수교국에 대한 통보를
대행하여 옴.
918

2. 미국 국무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통보 경로를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소련
등 동구 공산권 국가 및 중국(구 중공)에 대한 통보 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쿠바에 대해서는 주멕시코대사관이 멕시코 주재 쿠바대사관 앞 공한으로 통보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등 양국 공관 소재 지역 대사관 명의 공한으로 통보
 소련 등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대동구권 창구 공관 활용

3. 외무부는 1987.7.4. 상기 검토를 토대로 미수교국에 대한 통보 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북한과 남아공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한 간접 통보
 공산권에 대해서는 대동구권 창구 공관에서 공한으로 통보

4. 1988년 완공 예정인 남극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7.10.31. 남극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동구 공산권 등 미수교국에 대해 관련 공관에서 통보하도록
하는 훈령을 하달함.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의 국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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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의 국경분쟁 등 양국 관계에 관한 1980∼86년 중 주코스타리카대사의
정세 보고임.
1. San Juan 강을 위요한 양국 국경분쟁 개요
 역사적 배경

 최근 분쟁

- 1982.7월 니카라과의 코스타리카 선박 완전 통제 발표 및 10차례 통항 방해

2. 주요 정세
 1980.10.14. 니카라과 국방장관 일행이 탑승한 군용 경비행기의 국경인근 코스타리카비행장 불
법 착륙 및 퇴거 사건 발생
 1981.11.25. 산디니스타군의 코스타리카 영토 침입에 대비, 국경 수비 강화를 위한 경비 초소 증설
발표
 1982.1.14. 코스타리카 내무장관의 반산디니스타군 지도자 2명 체포 발표
 1982.5.11. 니카라과 국영항공기 납치 및 코스타리카 공항 착륙
 1982.6.15. 양국 간 국경분쟁 회의 개최
 1982.11.30. 국경충돌 방지 협의차 니카라과 내무차관의 코스타리카 방문
 1983.4.4. 양국 국경회담 개최, 내무, 법무장관 등이 참석
 1983.10.3.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OAS(미주국가기구) 이사회 참석
 1984.3.27.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니카라과 오르테가 국가원수에 대한 서한 발송을 통한 1983.11월
중립정책 선언에 따른 정상관계 유지 희망
 1985.5.31. 국경지대 Las Crucitas 무력도발 사건 발생 및 외교관계 동결
 1986.2.13. 대통령 간 외교각서 교환을 통한 외교관계 정상화 회복
 1986.3.12. 국경감시위원회 설치 문제를 위한 협의 개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권 전복을 위한 반군의 코스타리카 영토 이용을 둘러싼 외교적 알력,
San Juan 강을 위요한 국경선 문제 및 자유항해 관련 분쟁에 관한 보고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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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8년 조약으로 코스타리카 선박의 자유항해 인정
- 1871년 니카라과의 일방적 무효 선언
- 미국의 중재로 자유항해권 재인정

필리핀·말레이지아 간의 Sabah 지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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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간 사바 영유권을 위요한 분쟁관련 1981∼86년 중 관련 공관의 정세 보고임.
1. 사바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1878년 영국 실업인 2인이 사바 소유주로부터 5천 달러에 구입 이후 British North Borneo Co.에

920

양도
 1946년 British Crown에 귀속
 1962년 필리핀 마카파칼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 제기
 1963년 주민투표에 의거 말레이시아에 귀속
 1977년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 취소 약속
 1986년 라우렐 필리핀 부통령과 말레이시아 수상 간 회담에서 영유권 문제 협의

2. 주요 정세
 필리핀 국방장관은 1981.11.16. 기자회견을 통해 약 9개월 전부터 사바소재 훈련소 개설 및
필리핀 반정부 게릴라훈련 사실 언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81.11.28. 사바 영유권은 안보와 외교정책의 문제로서 공개적인
토론에는 반대함을 발표
 필리핀 주재 인도네시아대사는 1982.1.6. 회견 시 필리핀 정부의 영유권 포기 필요성 언급, 필리핀
외교장관은 동 대사의 발언이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불만 표명
 필리핀이 사바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에 대해 필리핀은
1982.11.15. 비난 성명을 발표
 필리핀 외교장관은 1986.4.10. 외교단 연설 후 사바 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자 질문에 영유권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협의 개시 합의 언급, 동 언급에 대해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협의를 환영하며
영구적 해결을 희망함을 발표
 필리핀 라우렐 부통령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 간의 1986.5.5. 회동 시 관련 문제 협의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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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4∼85년 중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추진 경과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84.5.9. 한국의 ICJ 규정 가입 추진을 건의한 바, 주유엔대표부의 가입 추진 검토서
요지임.
 가입 의의: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유엔 내 지위 향상 등
 가입 절차: 가입 신청서 제출, 안보리의 권고 채택, 유엔 총회 결의 채택, 신청국의 수락서 기탁
 절차상 문제

2. 정부는 동 규정 가입 문제를 검토한 바, 상임이사국 포함 9개 이상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 확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절차적, 실체적, 정치적 난점이 있는 등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1984.5.25. 주유엔대표부에 동 결정을 통보함.
3. 정부는 1985.7.10. 주유엔대표부에 제4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사용 배격, 법의
지배원칙의 준수 의지 천명 등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엔 가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ICJ 규정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미수교 상임이사국(소련 및 중국)에 대한 교섭을
위한 창구 공관에도 동 결정 통보와 함께 관련 교섭을 지시함.
4. 안보리 이사국에 대한 교섭 현황은 아래와 같음.
 지지 입장 표명 국가: 영국, 호주 등 6개국
 최종 방침 검토 중으로 지지 표명에 문제가 없다는 국가: 프랑스, 인도, 태국
 이집트: 보편성 원칙에 기초하여 최종 입장 결정 예정
 부르키나파소: 원칙적인 지지 가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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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포함 9개국 이상의 지지 확보 필요
- 소련 또는 중국(구 중공)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반대 가능성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26차.
Bangkok, 1987.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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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11.~17. 태국 방콕 개최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제26차
총회에 김좌수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참가국

- 33개 회원국 및 31개 옵서버
922

 주요 의제

- 사무총장 선출, 정관 및 규칙 개정, 국가 간의 우호선린관계 증진, 난민 문제, 해양법, 사법공조, 개도국
외채, 주권면제, 평화지대, 환경보호

2. 회의 결과
 사무총장 선출 문제

- 가나 및 이집트 후보가 경합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987.3월 인도 뉴델리에서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개최하여 선출하기로 함.
 정관 및 규칙 개정 문제

- 정관 개정은 수정 및 일부 조항 추가를 제의한 바 있는 탄자니아, 카타르, 가나 대표가 동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전 회원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규칙 개정 문제는 연락관의 기능 강화에 대한 각국 간의
이견으로 차기 총회에서 재차 토의하기로 함.
 평화지대 문제

- 평화지대 문제 논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인도 및 네팔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회기 중 실질토의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차기 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차기 총회

- 싱가포르에서 1988.2~3월 중 개최하기로 함.

3. 정부대표단 주요 활동
 국가 간의 우호선린관계 증진 및 난민 문제 토의 시 정부 입장을 설명함.
 사무총장 선출 방식에 관하여 일본대표단과 협조함.
 규칙 내용 개정 및 문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5차. New York, 198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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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2.17.~27. 뉴욕 유엔본부 개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 김재섭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UNCITRAL 회원국 27개국, 옵서버 22개국 및 5개 국제기구
92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조승식

3. 주요 의제
 국제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협약안 확정
 동 협약 채택 일정 확정

4. 정부 훈령
 국제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협약안과 관련한 제반 정보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UNCITRAL 제20차 총회에 대비함.
 국제유통증권의 신속한 유통을 목적으로 그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작성된 동 협약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회의 결과
 시간상 제약 및 다양한 견해의 대립으로 동 협약안의 제32조까지만 토의하여 확정하고 여타 조문은
제20차 UNCITRAL 총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국제유통증권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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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대표단원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9-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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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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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6.6.23.~7.11. 뉴욕 유엔본부 개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제19차 회의에 송영식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회의 참가국

- UNCITRAL 회원국 34개국, 26개 옵서버 국가 및 11개 국제기구
 정부대표단원

924

-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 김영원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조승식
 주요 의제

-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협약안의 확정
- 국제계약 관행 분야와 관련된 국제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안 작성
- 신국제경제질서와 관련된 국제산업 설비건설계약의 지침안 작성

2. 정부는 1987.7.20.~8.14.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UNCITRAL 제20차 회의에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회의 참가국

- UNCITRAL 회원국 30개국, 20개 옵서버 국가 및 15개 국제기구
 정부대표단원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등서기관 황순택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조승식
-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 민경호
 주요 의제

-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협약안 검토
- 국제계약 관행 분야와 관련된 국제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안 작성
- 신국제경제질서와 관련된 국제산업 설비건설계약의 지침안 작성
- 국제상거래법 분야에서의 훈련 및 원조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실제에
있어서의 통일사법 국제회의. Rome, 1987.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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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9.7.~10. 이탈리아 로마 개최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제3차
UNIDROIT 사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법무부 검사 이훈규 외 1인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참가자
 52개국 230여 명의 법조인, 공무원, 학자 등

2. 회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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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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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중인 통일사법
 소주제

- 통일법의 국내법 도입
- 통일법의 법원 및 중재인에 의한 적용
- 통일법의 거래 부문에 대한 영향

3. 정부 훈령
 한국의 무역, 금융거래, 항공, 해상운송 등 사법 분야에 속하는 국제거래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국내입법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선진 각국의 사법 분야에 대한 입법 동향 및 정보를 수집하고,
통일사법의 국내법 도입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여 향후 UNIDROIT 관련 국제
협약 가입 여부에 참고함.

4. 회의 경과
 매일 주제별로 미리 선정된 국가의 발표자가 연구 내용을 발표함.
 발표 후 사회자가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청취함.
 발표자와 질문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사회자가 토론을 유도함.

5. 주요 발표 내용
 미국의 통일 상법전과 연방·개별 주법원에 의한 개별 해석
 통일법과 개발도상국 경제운용자의 경험
 운송법
 통일법과 연방국가

북한 주민 김만철 가족 망명 사건. 전5권
V.5 국내외 언론보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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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김만철 가족의 1987.2월 망명 사건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및 홍보활동 내용임.
1. 주요 언론 보도
 1987.1.21. 일본 TV 아사히, NHK 등이 보도함.
 1987.1.24. 도쿄발 외신들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보도함.
 1987.1.24. 북한 평양방송은 손성필 북한적십자사 위원장의 일본적십자사 위원장 앞 편지를
926

보도함.
 1987.1.28. 일본 NHK는 현지 리포트 형식으로 망명 사건을 보도함.
 1987.1.30. 일본 아사히 신문이 사건 경위를 크게 보도함.
 1987.2.9.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손성필 북한적십자사 위원장의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
전화통신문을 보도함.
 1987.2.9. 대만의 자립만보는 대만 측이 한국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쾌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함.
 1987.2.10. 대만의 중국시보가 사설 및 논평 기사를 게재함.
 1987.2월 일본의 주간지 포카스, 엠마, 주간분, 주간 산케이 등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1987.3월 일본의 월간지 지식이 특집 기사를 게재함.

2. 홍보 활동
 주일본대사관은 1987.1.21. 이후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 NHK, 후지 TV, TV 아사히 등 신문
및 방송사에 대해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함.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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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집트 선박의 해양 오염 사고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의견임.
1. 사건 개요
 이집트 화물선 El-Mandara호가 1987.4.21. 부산 오륙도 남방 3마일 해상에서 좌초되어 벙커C유를
유출함으로써 어민에게 14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함.
 부산지검은 1987.4.27. 동 선장을 국내법에 따라 불구속 입건함.

 현행 국제법 및 국제 관행상 각국은 자국 연안에서의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이집트
선박의 오염행위에 대해 관련 국내법인 영해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따라 형사 및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아울러 동 오염행위는 이집트 법에 의해서도 처벌하여야 할 범죄를 구성함에 따라 이집트는
오염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신속,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관계 당국이 동 선박의 선장을 관계법에 따라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상 불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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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의견

한·인도 문화공동 위원회, 제4차. 서울,
1987.5.11.-1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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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5.11.~15. 서울 개최 제4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에 신두병 외교부 정보문화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 바, 인도 측에서는 Man Singh 교육문화성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함.
1. 회의 결과
 교육 분야
928

-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증진
- 학자 및 대학교수 상호 교환
- 문학 및 역사 교과서에 대한 상대방 국가 자료 포함
- 도서, 출판물 교환
 예술 및 문화 분야

- 축제 참가
- 도서 전시회 개최 및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장려
- 문화 예술계 인사 교류
 체육 분야

- 상대국 개최 국제 체육행사 적극 참가
- 친선 및 시범 경기 교환 장려
- 체육경기 교류 확대
- 스포츠 과학 교류 및 정보 교환
 정보 및 대중매체 분야

- 생활 및 문화 관련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상호 교환
- 언론인 상호 교환
- 뉴스 및 체육 프로그램 등 방송 자료 교환 등

2.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양국 간의 문화 협력관계 강화 계기를 마련함.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도의 지지를 확보함.

한·인도 문화공동 위원회, 제4차. 서울,
1987.5.11.-1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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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7.5.11.∼15. 개최 예정인 제4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에서 논의할 합의의사록 초안
요지임.
1. 교육 분야
 교과서, 간행물 등 자료 교환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증진

 장학생 교환

2. 예술, 문화 분야
 기록보존소 고위관리 교환 방문
 인도 불교 예술 문화 전문가 방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3. 체육, 경기 분야
 청소년 문제와 체육 문제를 분리하여 합의의사록 작성

4. 정보 및 대중매체 분야
 인도 측 제안 수용

5. 보건, 농업 분야
 교육 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협력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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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분야 연구학자 교환
 국제 회의 참가 장려
 문화, 문학, 교육, 과학 자료 교환
 한국학 교수의 인도 파견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3권
V.1 기본문서 I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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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4.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과임.
1. 주프랑스대사는 1984.12.19.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와 주요 인사 교류, 학술행사 등 관련 사업을 협의하는 한편 1985.5.7. 외무부
구주국장 주재 실무자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함.
930

2. 프랑스 측은 100주년 주요 기념행사를 1986.5∼6월 중 중점 시행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은 1985.5.7. 외무성 한국담당관을 면담하여 프랑스 측이 구상하는 한국 개최 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에 관해 협의함.
3. 외무부는 1985.6.21. 구주국장 주재로 아래와 같이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동 결과를 주프랑스대사에게 통보함.
 15개 부처 및 기관 17명이 참석
 사업 추진 절차, 사업 내용 검토, 추진 기구 구성 등 협의

4. 주프랑스대사는 1985.7.16. 외무성 문화총국장을 면담하여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및 제8차 한·프랑스 혼
성위원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7.22. 체육장관을 예방하고, 동 100주년 기념 축구 친선 교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5. 외무부는 1985.9.14.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시행 기간: 1985년 하반기~86년 말
 사업 추진 기구

- 정부사업: 정부사업추진실무조정위원회
- 민간사업: 민간사업추진위원회
 사업 내용

- 정부추진사업: 양국 국가원수 간 기념 메시지 교환, 의회 기념결의문 채택, 체육교류협정 체결, 기념
행사, 예술단 공연, 사진전, 우표 전시회 개최
- 민간추진사업: 민예품 전시회 등 각종 전시회, 합창단 등 각종 공연 및 학술행사 개최

6.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민간사업추진위원회 발기인 총회가 1985.11.19. 개최되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함.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3권
V.2 기본문서 I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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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양국은 1986.6.4. 수교 10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국회의장의 기념 메시지 교환
및 파리 시내 서울광장 명명식을 시행함.
1. 기념 메시지 교환
 양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6.4. 발표함.
 양국 국회의장 간 기념 메시지를 교환함.
931
 파리 시의회는 파리 제14구 소재 재개발구역 내에‘서울의 광장’
을 조성하기로 결의함.
 파리 시청은 조경 공사를 진행 중으로 1987년 봄 명명식이 개최될 예정임.

3.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1986년 중 작성 문서 현황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기념 학술행사
- 프랑스 예술 공연
- 100주년 기념 메달 제조 등
 프랑스 측과의 협의

- 월드컵 축구 대표팀 교류
- 프랑스 TV 방영 한국 특집 프로
- 김희진 매듭전 등
 대통령에 대한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보고

- 양측 공동사업: 국가원수 기념 메시지 교환, 의원사절단 교환, 경제 세미나 개최 등
- 한국 측 주관사업: 기념행사 개최, 민속예술단 공연, 한국관광 설명회, 기념우표 전시회, 영화주간,
현대작가전, 도서 전시회 등
- 프랑스 측 주관사업: 명화전, 유리예술작품 전시회, 현대미술 전시회, 공예품전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서울광장 명명식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3권
V.3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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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4.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관련 각종 기념행사 및 사업 시행 내용임.
1. 1986.6.4.자 리셉션 개최
 한국 민간사업추진위원회 주관 리셉션 개최
 프랑스 측 수교 기념 칵테일 개최

2. 친선사절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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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랑스 친선협회 친선사절단의 1986.5.31.∼6.4. 프랑스 방문 시 상원 방문, 개선문 헌화,
리셉션 주최

3. 기념 담배 발매
 전매청의 기념담배 솔 및 아리랑 5,200갑 발매

4. 경제협력 세미나
 주프랑스대사관은 상공회의소와 공동 주관으로 1986.6.9.∼11.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

5. 기념 우표 전시회
 프랑스 체신청 우정박물관에서 1986.5.28. 우표전시회 개막

6. 수교 100주년 기념전
 
‘서울·파리’
전이 1986.6.19.∼8.14. 파리에서 개최

7. 프랑스 유리예술 100년전
 중앙일보사 주최로 1986.9.1.∼10.30. 호암갤러리에서 개최

8. 장루이 소령 추모비 건립
 추모비 제막식이 1986.10.25. 강원도 홍천군에서 개최

9. 한국 관계 강연회
 Academie Diplomatique Internationale에서 1986.11.13. 개최, 하원의원, 상무부 국장, 외무성
한국담당관 등 100여 명 참석

10. 기타 문화행사
 한국 현대미술전, 한국문화종합소개전시회, 한국 음악가의 밤, 매듭전, 한국시의 날 등 개최

주Hamburg(독일) 명예영사관 개설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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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주재 명예영사관 개설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1986년 중 외교사료
발굴 및 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사항임.
1. 주함부르크총영사는 1986.2.1. 대한제국 주함부르크 명예영사관 개설 사료 발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독일 제국 외무성은 1886.8.11. 함부르크 상인 Heinrich Meyer에게 함부르크 주재 한국 명예영사

2.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은 동 명예영사관 개설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계획함.
 1983년 양국 수교 100주년 및 1986.4월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주함부르크 명예영사관 개설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
 함부르크 대학 동양학 세미나 참가 및 독·한협회 주최 음악회 개최를 지원함.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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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장을 발급함.
 조선은 1886.3월 동인에게 명예영사 임명 증서를 발급함.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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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0∼85년 중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사업 및 북관 대첩비 환수 교섭 추진 경과임.
1.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1980∼8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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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81년 유네스코 본부에 사업 신청 및 인가
- 1981~82년 제1차,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
- 1982년 일본인 연구자 위촉
 전문가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추진 방향 및 방법 협의
- 제2차 회의: 1차적으로 일본 지역 대상으로 기초 조사사업 시행

2.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1982∼84년)
 조사기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조사사업: 불상 49점, 고고미술사 유물 290점, 전적 19개 처
 조사실적 분석

- 1984.3.14. 자문회의 개최: 일본 측 조사연구자 제출 보고서 평가 및 향후 사업 방향 논의
- 문제점: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일본 측의 비협조적 자세

3. 북관 대첩비 환수
 개요

- 1709년 함경북도 학성군에 건립
- 노·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
 경과

- 1978년 동경 소재 한국연구원 학술지‘한’
에 유적비 소개
- 대첩비 환수위원회 구성 및 환수 교섭 개시
- 주일대사관은 1984.11.15. 신사 대표, 1984.12.19. 및 1985.3.19. 국립박물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환수
협조 요청

한·일본 도시간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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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도시 간 1986∼87년 중 자매결연 추진 현황임.
1. 제주도 남제주군과 일본 와카야마현 나가군
 내무부는 1986.5월 제주도 남제주군과 일본 와카야마현 나가군 간의 자매결연을 승인함.
 남제주군은 동 자매결연 체결 조인을 위해 6명의 나가군 정·촌장을 1987.2.19.~21. 방한 초청함.

2. 수원시와 일본 북해도 아사히카와시
예방을 희망함.

3. 경상남도와 일본 야마구치현
 경상남도와 일본 야마구치현 간의 자매결연 체결식이 1987.6.26. 경상남도지사 등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야마구치현 정청회의실에서 개최됨.

4. 제주시와 일본 와카야마시
 제주시는 일본 와카야마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위해 와카야마 시장 일행을 1987.11.11.~13. 방한
초청함.

5. 대전시와 일본 시네마현 오다시
 대전시와 일본 시네마현 오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식이 1987.11.14. 대전시장과 오다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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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북해도 아사히카와시 방문단은 수원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방한 및 1987.4.6. 수원시장

한·일본 문화담당 실무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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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는 1987.2.26. 일본 외무성이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신두병 정보문화국장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4월 중 문화 관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2. 한·일본 문화담당 실무자 회의가 1987.4.15.~22. 동경에서 개최된 바, 관련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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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기금 이사장 및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면담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찰, 현대미술관 및 하코다데 방문, 도립미술관 시찰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연구위원 및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

3. 정부대표단은 실무자 회의 개최 성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함.
 일본 측은 일본 문화 소개, 이해 및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을 희망함.
 대표단은 주요 면담 인사 시 남·북대화, 88 서울올림픽, 4.13. 조치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 실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고르바초프 개혁 등과 관련한 소련의 입장, 북한의 국내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확인함.

마산·Zapopan시 (멕시코) 간의 자매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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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와 멕시코 Zapopan시는 1987년 아래와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함.
1. 멕시코 측의 자매결연 제안
 멕시코 Zapopan시는 멕시코 주재 Reynoso 한국 명예영사를 통해 마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함.

- 대한태권도연맹 초청으로 1982.4월 제9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 대회 참석차
방한한 Perez 시장은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과 Zapopan 태권도연맹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함.
- 동 시는 한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함.
추천한 바, 동 시는 마산시를 선정함.

2. 한국 관계 기관 반응
 내무부는 외무부에 대해 양 도시의 여건이 유사하고, 교류의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통해 원활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3. 자매결연 협정문안 협의
 마산시는 1986.8월 자매결연 협정문을 송부함.
 한국 측 문안에 대해 멕시코 측은 이의 없음을 회신함.
 마산시는 1987.4월 협정문 조인을 위해 시장 등 대표단의 Zapopan 방문을 추진함.
 추후 상호 일정 조정을 통해 마산시장의 1987.6월 멕시코 방문에 합의함.

4. 자매결연 체결
 박종책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산시 대표단은 6.8.~14. Zapopan시를 방문하고, 6.9. 자매결연문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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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멕시코대사관은 1983.6월 동 시에 대해 자매결연 대상으로 마산, 광주 등 수개 도시를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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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 도시 간의 1987년 중 자매결연 추진 내용임.
1. 제주시·라스팔마스 간 자매결연 추진
 주라스팔마스총영사는 1987.12월 라스팔마스 시장을 면담하고, 한국 측의 자매결연 제안에 대한
반응을 타진함.
 라스팔마스 시장은 동 건을 1988.1월 정기 시정자문회의에서 의제로 상정, 긍정적인 방향으로
938

토의할 예정임을 언급함.

2. 터키 이즈미르·인천 간 자매결연 추진 유보
 이즈미르 측의 자매결연 제안에 대해 인천시는 1987.3월 여타 3개 도시와 자매결연 중임을 설명하고,
추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함.

3. 터키 이스켄데룬 시장의 자매결연 제안
 이스켄데룬시의 한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제안에 대해 한국 측은 1987.1월 적절한 대상 도시가
없음을 통보함.

4. 미국 오리건주 Beaverton시의 청주시와의 자매결연 제안
 Larry Cole 시장은 1987.11월 일본, 자유중국 방문 계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동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함.

5. 안산·미국 라스베이거스 간 자매결연
 라스베이거스 대표단은 1987.11월 방한 시 동 자매결연 체결 문제를 협의함.

6. 안양·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간 자매결연 추진
 동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음을 1987.4월 통보함.

7. 청주·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간 자매결연 추진
 동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음을 1987.7월 통보함.

국립무용단 중남미 순회공연, 1987.9.7.-10.28.

| 87-087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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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남미 지역과의 외교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1987.9∼10월 아래와 같이 국립무용단의
자메이카,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멕시코 및 과테말라 순회공연을 추진함.
1. 정부는 1986.8.26. 북한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활동 저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무용단의 1987년 중
중남미 지역 파견 공연을 통한 동 지역과의 관계 증진 추진을 결정하고, 중남미 지역 관계공관에
주재국과의 관련 협의를 지시함.

2. 국립무용단의 순회공연 결과는 아래와 같음.
 자메이카 방문(9.8.∼14.)

- 기자회견, 주자메이카대사 주최 환영 리셉션 참석
- Henry 문화담당국무상 및 Glasspole 총독 예방, Horace Bogues 한·자메이카 친선협회장 주최 리셉션
참석
- Gleaner지 주필 Dr. Stokes 예방
- Pegasus Hotel에서 제1회 공연
- Little Theater에서 제2회 공연
 우루과이 방문(9.24.∼29.)

- 국영방송공사(TV Canal 5) Gebte 5 프로그램 출연
- 몬테비데오 Teatro Solis에서 2회 공연
- Paysandu시 Florencio Sanchez 극장에서 3차 공연
- 일간지 El Dia 편집국장 예방 및 TV 방송국 Canal 4 프로 출연
 브라질 방문(9.16.∼21.)

- 쿠리치바 과이라 극장, 상파울루 세르지우 까르도스 극장, 브라질리아 국립극장 및 리오데 자네카
시립극장에서 공연
 파라과이 방문(9.29.∼10.4.)

- 아순시온 시장, 내무차관, 문교장관 등 주요 인사 예방
- 한국 국경일 리셉션 참가
- 대통령, 의회 상·하원 의장 등 예방, 1차 공연(시립극장)
- 시립극장에서 3회 공연
 페루 방문(10.11.∼14.)

- 4회 공연
 이후 멕시코 및 과테말라 방문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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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시 파나마 등 8개 중남미지역 공관장은 동 순회공연 추진을 건의함.
 이자헌 체신부장관의 대통령 특사 자격 1986.8.6.∼9. 자메이카 방문 시 민속예술단의 자메이카
파견을 건의함.

Djarnany, Hubert-Mary 중앙아프리카 문공차관
방한, 1987.10.15.-21.

| 87-087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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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7.8.8. Hubert-Mary Djamany 중앙아프리카 문공부차관의 10월 중순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 초청을 건의한 바, 정부는 한반도 현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친한 인사 확보 차원에서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동 차관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Djamany 문공부차관은 1987.10.15.∼21. 아래와 같이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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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이경훈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10.16. KBS 방문, 문공부차관 주최 오찬, 올림픽 주경기장 등 시설 시찰
 10.17. 외무부차관 예방, 대우중공업 시찰
 10.18. 독립기념관 방문, 새마을 시범마을 시찰
 10.19. 제3땅굴 및 도라 관측소 시찰
 10.20. 새마을운동 본부 방문, 삼성전자 시찰
 10.21. 국립박물관 방문

3.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동 문공부차관의 방한 소감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방한 중 한국 측의 환대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방한 일정이 유익하였으며, 한국 실정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됨.

브루나이 언론인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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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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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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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브루나이대사는 1986.6.18. 문화체육성 Pengiran Badaruddin 방송공보국장이 TV,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실무책임자이며, 청소년협회장 겸 아마추어 스포츠협회장으로 방한 홍보 효과가 기대됨을
보고하고,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정부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요 인사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동 국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하고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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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양국 간 방송, 홍보 교류 방안 모색
- 88 서울올림픽 방영 문제 협의
- 청소년 교류 관련 협의
 주요 일정

- 4.5. 국립중앙박물관, 민속촌 방문
- 4.6. 해외공보관장, 외무부 아주국장, 정보문화국장 예방
- 4.7. 문공부 매체국장 예방, KBS 방문
- 4.8. 판문점 시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 4.9. 삼성전자, 올림픽 주경기장 등 시찰
- 4.10. MBC 이사 면담

4. 주브루나이대사는 동 국장의 방한 소감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음.
 KBS 관계관과의 업무 협의가 유익하였으며, TV 운영기술 습득 프로그램 교환 등 한국의 기술
협력 제공을 희망함.
 한국의 발전상을 방송을 통해 홍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 국영 TV는 6.26. 한국 소개 필름 The Korean Farm을 25분간 방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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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국장은 1987.4.4.∼10. 아래와 같이 방한함.

네팔 문화관계 주요 인사 방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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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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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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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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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네팔대사는 1987.8.29. Sridhar Rana 네팔·한국 친선협회장이 9.25.~10.4. 서울에서 개최되는
UTI(International Shooting Union) 대회 참석차 네팔 선수단을 인솔하여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회장의 요청에 따라 방한 중 외교부장관, 국회 외무위원장 등 예방 및 관계기관 방문을 위한 일정
주선 협조를 건의함.
2. 동 친선협회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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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재향군인회장 면담, 코트라 방문
 9.28. 한·네팔 친선협회 부회장(회장 대리) 면담
 10.1. 국군의 날 행사 기념식 참석
 10.2. 외교부차관 예방

3. 외교부차관은 동 친선협회장의 예방 시 동인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함.

Niandou, Harouna 니제르 'Le Sahel'지 사장
방한, 1987.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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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7년도 비동맹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겸임국 니제르 외무성에 대해
1987.7.13. Le Sahel지 Harouna Niandou 사장의 방한을 제의하였음을 보고함.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한 니제르 출장 중 9.4. 외무성 Hama 국장과 동 언론인 방한
초청을 협의하고, Niandou 사장과 방한 일정을 협의하였음을 보고함.

 10.17. 울산 현대중공업 시찰, 경주 관광
 10.19.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정보문화국장 면담, 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조정관 면담,
올림픽 경기장 시찰
 10.20. 삼성전자 시찰,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10.21. 해외공보관장 면담, Korea Herald 방문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동 사장의 귀국 후 방한 소감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방한 중 한국의 생동적인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방한 주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함.
 주 1회 수차례에 걸쳐 한국 관련 보도를 게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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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사장의 1987.10.16.∼22.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Cyr, Arthur 미국 시카고 외교협회 부회장 방한

| 87-0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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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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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시카고총영사는 1984.5.25. 미국 중서부의 유력 친한 인사로서 한국 주요 정부 인사 미국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 Cyr Arthur 시카고 외교협회 부회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한 바, 정부는 8.9.
동 부회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동 부회장의 1987.6.18.∼26.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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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외교부, 상공부, 민정당 방문, Asia Wall Street Journal 관계자 면담
 6.20.~23. 포항제철, 대우조선 시찰, 경주 관광
 6.24. 전경련, 신민당, 국방부 방문, 판문점 시찰
 6.25. 경제기획원, 국민당, 무역협회, KDI, KIET 방문

3. 주시카고총영사는 동 부회장의 방한 평가를 아래 보고함.
 방한 주선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발전상이 인상적이었음.
 시카고 외교협회 주최로 매년 수차례 한국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문제를 일해재단과 협의
중이며, 향후 제의 과정에서 총영사관과도 협조할 계획임.

Do Hoi 베트남 'Vietnam News Agency' 기자
방한, 1986.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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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5.12.30. 대표부 공보관의 Vietnam News Agency 소속 Do Hoi 유엔지국장 접촉
결과를 보고하고, 1986.4월 동 지국장의 일시 귀국 계기에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정부는 동 지국장 등 베트남 언론인 2명에 대한 방한 초청 결정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하고 SLOOC
(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한 바, 동 지국장은 주유엔대표부에 베트남
정부가 동 방한을 허가하였으며, Do Le Chau 기자가 동행 방한 예정임을 알려 옴.
945

 아시아 경기대회 취재 활동
 해외공보관장 면담, SLOOC 방문
 새마을 시범마을 시찰, 전자공장 방문

4. 주유엔대표부는 동 언론인의 방문 성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기사 2건이 게재된 베트남 최대 주간지 Thethao and Vanhoa지를 주유엔대
표부에 송부함.
 Thethao and Vanhoa지는 Do Hoi 특파원 및 Do Le Chau 기자의 방한 활동 기사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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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지국장 일행의 1986.9.18.~25.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태국내 한국학 연구 지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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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년 재정 및 자료 부족으로 연구 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태국 내 한국학연구센터
지원 방안 및 한국어 강좌 개설 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함.
1. 주태국대사는 1987.6.10. 타마사트 대학교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 한국연구센터가 재정 및 자료 부족으로
연구 활동상의 제약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의 동 연구소 지원을 통한 태국 침투 활동 강화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동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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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태국 대학교수단 방북 초청 활동

- 1986년 대학 교수단 10여 명 방북 초청
- 1987.5월 갈리아니아 공주 등 7명의 대학 인사 북한 방문
- 1987년 하반기 중 대학 부총장 등 다수 학계 인사에 대한 방북 초청 가능성
 한국연구센터 활동 현황

- Likid 회장 등 17명의 집행위로 구성
- 외무성에 대한 정책자문위 역할 수행
- Likid 회장(교수)은 7회 방한을 통해 한승주 교수 등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교류

2. 상기 건의에 대해 외무부는 1987.9.8.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학 센터 재정 지원을 신청하도록 신청서를 송부함.
 한국학 자료 지원 관련 자료 목록을 송부함.
 학술인 교류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실시 중인 한국학 펠로십 프로그램 신청서를 송부함.
 태국 장학생 수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 초청 장학생은 현 2명을 유지하며. 1개월 단기 연수생
신청서를 송부함.
 연구기관 상호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타마사트대 동아시아연구소 간의 직접
교류를 권고함.
 한국어 교수 요원 파견과 관련하여 송크라 대학의 한국어 강좌 교수 요원 우선 파견 방침에 따라
타마사트 대학 파견에는 어려움이 있음.

3. 주태국대사는 1987.7월 송크라 대학의 한국어 강좌 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1986년도 이래 3학점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1987.6월 신학기에 23명이 수강 신청함.
 한국외대 태국어과 석사과정 이수 유학생 3명이 강의를 담당함.

한국 이슬람대학 건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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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87년 중 한국 내 이슬람 대학 건립 및 운영 경과임.
1. 이슬람 대학 건립 경위
 한국 이슬람 교단은 1978~79년 이슬람 국가에 종교사절단을 파견, 대학 건립 지원 요청
 사우디 내무장관의 1979.7월 방한 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협조 약속

 1980.9월 기공식 개최
 1981.4월 사우디 국왕의 대학 재정 지원 허가
 내무장관의 1981.5월 사우디 방문 시 관련 협의를 통해 사우디 측의 건립비 전액 부담 및 조사단
파견 합의
 1982.2월 한국 측 대학 건립 공동위원회 구성
 사우디 위원단의 1982.12월 방한 및 공동위원회 개최
 주사우디대사관은 1987.1월 사우디의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한 무상원조 및 해외선교사업 예산 축소
보고

2. 이슬람 대학 건립 기공식 개최
 일시 및 장소: 1980.9.14., 용인
 참석 인사: 31개 이슬람 국가로부터 70여 명 참석
 주요 일정: 기공식 외 판문점 시찰, 국무총리, 문공부, 외무부, 동력자원부 장관 및 서울시장 예방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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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정부는 1979.12월 1만 달러 제공
 대통령의 1980.5월 사우디 방문 시 부지 지원 약속
 1980.8월 용인 소재 부지 확보

한·중공 교육, 학술관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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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구 중공) 간의 1982∼87년 교육 및 학술 분야 교류 현황임.
1. 캐나다 교포 학자의 중국 방문
 오타와 대학교 핵공학 교수 이영 박사, 중국 과학원 초청으로 1982.5.16.~22. 중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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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소재 원자력연구소 및 대학에서 특강
- 오타와 대학에서 이영 박사 지도로 연구 중인 중국 과학자 심문권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음.
 중국 종교철학 전공 오강남 교수, 1983.5월 캐나다·중국 대학 간 학술교류 일환으로 중국 방문

2. 한국학자 중국 방문
 홍콩 주해대학 진태하 초빙 교수, 1984.7월 중국어 문학회 회의 참가차 중국 방문

3. 한국계 중국학자 방한
 북경대학 최응구 교수(한국계 2세), 1985.11월 방한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면담
- 백제문화연구원장 면담

4. 북경·홍콩 학술교류센터 및 동남경제신식중심 접촉 활동
 주홍콩총영사관 부총영사의 1987.3월 경항학술교류중심 고문 및 학술 주임 면담 및 한·중공
학술교류 문제 논의.

- 한국 측은 경제, 과학, 기술 분야 교류 증진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임을 제안
- 중국 측은 한·중국 간 학술 교류 문제에 관심 표명
 동 총영사관의 1986.12월 동남경제신식중심 이사장 및 부이사장 오찬 접촉
 한국무역협회와 홍콩무역발전국이 11월 홍콩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 시장 발전 동향 세미나에
동남경제신식중심 연구원 2인 참석,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심 표명

5. 중국 교포 학자 방한
 백봉남 연변대학 교수, 1986.9.1.~1987.2.27. 교환교수로 파견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사무소 명의 초청
- 중앙대학교의 체재비, 연구비 부담

6. PRSCO(태평양지역학회) 1987.7월 서울 개최 시 소련 및 중국 학자 참석

Coens, Daniel 벨기에 문교장관 방한,
1987.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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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벨기에대사는 1987.1.9. 주재국 Daniel Coens 문교장관이 4월 하순 한국의 교육제도 시찰 및 창원
직업훈련원 방문 등 목적으로 방한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한 바, 정부는 4.1. 동 장관을 4.20.~26.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주벨기에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문교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송부함.
2. 동 장관은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한 1986.9월 켄트 국제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벨기에 대표로
참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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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문교부장관 예방, 인하대 방문 및 인하대 총장 주최 오찬 참석, 올림픽 주경기장 시찰
 4.21. 판문점 시찰, 민속촌 관광
 4.22. 창원 직업훈련원 방문, 삼성 반도체 구미공장 시찰, 경북대 방문
 4.23. 한국 동력자원연구소장 주최 오찬 참석,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경희대 방문
 4.24. 국립중앙박물관, 비원 방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동 장관의 방한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아시아지역 이슬람 선교대회 서울 개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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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이슬람 선교대회 서울 개최 문제와 관련한 1986∼87년 정부의 검토 및 관련 조치
내용임.
1. 주한 리비아사무소는 1986.10.30.자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2월 서울에서 100~150명 규모의
ICS(이슬람 성직자 회의: Islamic Call Society) 동남아 지역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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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S는 1986.9월 트리폴리 개최 3차 대회 결의문을 통해 팔레스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성전 지속
및 이스라엘과 기독교 세력을 규탄함.

2. 외교부는 주리비아대사에게 ICS의 성격 등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검토한 바, 마그레브
과장은 1986.11.14. Grada 주한 리비아사무소 차석을 면담하고 동 아시아지역 이슬람 선교대회
개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입장을 설명함.
 한국 정부는 동 선교대회가 순수한 종교적 차원에서 개최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음.
 다만 타 종교에 대한 탄압이나 제3국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치 않기를 희망함.
 특히 현 시점에서 개최 시 참가자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 우려가 있음에 따라 취소 내지 연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주리비아대사는 1986.11.22. Dr. Sheref ICS 회장 면담 시 동인의 발언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ICS 지역회의는 지역 내 회교 성직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정치적 목적은 일체 없음.
 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편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말레이시아와 사바에 이어 서울을 아시아지역
개최지로 선정함.

4. 외교부 마그레브과장은 1986.12.1. Abdulsayed 주한 리비아대표를 초치하고 동 대회의 개최 보류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동 대표는 정치성 배제를 확약하면서 1987년도로 연기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5. 주리비아대사관 관계관의 1987.1.4. ICS 선교국장 면담 시 ICS 측은 회의 개최 지역 변경 결정에 따라
태국, 필리핀 등을 물색 중임을 언급하고, 한국에서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함.

1987년도 Indiana 특수올림픽대회 : 명예후원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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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정신지체인을 위한 체육 행사인 특별올림픽대회 본부는 1986년 65개 전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에게
명예후원자가 되어 주기를 요청해 온 바, 외무부는 미국, 요르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관련 대사관에
주재국의 명예후원 현황 및 후원 내용 파악을 지시함.
 1983년 특별올림픽 시에는 교황 바오로2세, 레이건 미국 대통령, 요르단의 Noor 왕비 등이 명예
후원자로 위촉됨.

2. 관련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거절함.
 프랑스: 대회 주최 측의 권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지원 기록이 없음.
 미국: 현재 17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수상이 동의하였으며, 여타국의 메시지를 환영함.
 요르단: 왕비가 명예후원자로 위촉된 사실은 없었음.
 영국: 여왕의 명예후원자 위촉 요청에 불응 방침임.

3. 외무부는 동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결정함.
 주요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올림픽 대회와 같은 국제적 권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88 서울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개최국으로 총리가 명예후원자가 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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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신지체인만을 위한 특수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반대하며, 1983년에도 명예후원 요청을

태권도 사범 베넹(구 다호메이) 입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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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5.1.1. 한국 태권도 사범의 베냉(구 다호메이) 입국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코트디부아르에 파견된 김영태 태권도 사범이 베냉 태권도연맹 Ogoujobi 회장의 초청으로 태권도
승단 심사차 1984.12.28. 수도 Cotonou에 도착한 바, 베냉 주재 북한 요원 10여 명이 공항에서부터
김 사범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였으며, 북한의 사주에 따라 김 사범은 Cotonou 경찰국에 연행되어
약 6시간 구금됨.
 김 사범은 태권도 관계로 지면 있는 Cotonou의 Sambo 도지사의 도움으로 출국하여 12.29. 아비장에
952

귀환함.

2. 외무부는 상기 사건 관련하여 1985.1월 주요 관련 공관에 아래와 같이 훈령함.
 주유엔, 미국 및 프랑스대사관(1.9.)

- 주재 베냉대사관을 접촉하여 정부기관의 초청에 의해 정당한 입국사증을 득하고 입국한 한국 민간인이
베냉 주재 북한 공작원에 의해 신변 위협을 받았으며, 북한 측 사주에 따라 베냉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함.
- 향후 여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베냉 측의 주의 환기 및 대북한 경고 등 조치를 요청함.
 전 아프리카지역 공관(1.23.)

-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수교국에 공관원 및 한국 국민의 여행 시 사전에 제반 신변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특히 공관원의 경우 반드시 본부 사전승인을 득함.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5.1.31. 상기 사건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베냉 태권도연맹회장은 동 사건 전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베냉 대통령, 체육성 및 내무성에
제출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외무성에 진상 조사를 지시함.
 베냉 현지에서는 북한대사의 소환설이 있음.

4. 외무부는 1985.2.5.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서울 개최 세계태권도대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공관 건의에 따라 동 대회에 베냉 선수단을 초청한 바, 동 선수단이 필히 참석하도록 노력함.
 베냉 측 반응을 보아 초청 경비 부담도 검토 가능함.

5.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6.2.17. 베냉 태권도연맹회장이 서한을 통해 김영태 사범 납치 기도 사건과
관련하여 베냉 정부 측이 베냉 태권도협회장을 통해 아프리카 태권도연맹회장(김 사범은 동 연맹
기술위원장) 앞으로 동 사건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이세기 체육부장관 구주 순방, 1987.2.18.-3.5.

| 87-088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7-68 / 1 / 1~52(52p)

이세기 체육부장관의 1987.2~3월 동유럽 순방 결과임.
1. 이세기 체육부장관은 국제체육국장 등 3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1987.2.18.~3.5. 동구를 포함하는
유럽지역 5개국을 순방한 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체코(2.20.~22.)

 오스트리아(2.23.~24.)

- 2.24. 문화체육성장관,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면담, 비엔나 지역 동계 및 사회체육시설 방문
 유고슬라비아(2.25.~26.)

- 2.25. 자그레브 하계 U대회 시설 시찰
- 2.26. 유고 체육성장관 및 NOC 위원장 면담
 그리스(2.27.~3.1.)

- 2.27. 문화체육성장관, NOC 위원장, 외교특보 면담
- 2.28. 올림피아시 방문
- 3.1. 아테네 지역 체육시설 시찰
 헝가리(3.2.~3.)

- 3.2. 체육시설 시찰, 청소년체육성장관 면담

2. 동 대표단은 순방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국 각료의 최초 동구권 방문을 통해 정부의 대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체코 측은 동 방문 성격을 동계 U대회 참가 문제에 국한하게 하고, 한국과의 쌍무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체코 측의 쌍무적 접촉 회피 태도는 북한 측의 항의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스투르갈 연방정부 수상, 콜로트카 슬로바키아 주수상 등 당·정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체코 측이
한국의 경제 발전, 서울올림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함.
 특히 유고 및 헝가리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준비 등 한국과의 교류 증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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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참관, 한국 선수단 숙소 방문, 슬로바키아주 수상 주최 리셉션
참석
- 2.22. 스키 선수단 및 아이스하키 선수단 격려

Diallo, Amadou Binani 기니 청년체육장관 방한,
1987.10.25.-30.

| 87-088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68 / 2 / 1~130(130p)

1. Diallo 기니 체육장관이 1987.10.25.~30.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바, 동 장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체육부장관, 외무부차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예방
 올림픽 시설, 삼성전자, 민속촌 시찰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오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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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장관은 상기 일정을 통해 기니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한·기니 수교와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니 정부에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

말레이지아 체육관계 주요인사 방한

| 87-088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68 / 3 / 1~18(18p)

1.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6.9.4. 외무부에 대한 공한으로 Najib 문화청년체육장관이 1986.9.20.~
10.5. 방한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장관의 출입국 시 공항 귀빈실 사용, 숙소·교통편 주선 및 아시안
게임 참석 등에 관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1986.9월 Najib 장관에 대해 위원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
한 바 있음.

2.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7.9.29. 외무부에 대한 공한으로 Datuk Kadoh Agundong 문화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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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장관이 8명의 수행원과 함께 1987.9.30. 서울 도착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장관의 출입국 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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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실 사용 협조를 요청함.

Castagnola Maldonado, Victor Manuel 페루
체육회장 방한, 1987.8.28.-9.3.

| 87-088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7-68 / 4 / 1~63(63p)

1. Castagnola 페루 체육회장 부처가 1987.8.28.~9.3.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2. 동 체육회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외무부차관 및 정보문화국장, 체육부차관, 대한체육회장,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예방 및 면담
 서울올림픽경기장, 태릉선수촌, 삼성전자, 민속촌 시찰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주최 만찬, 대한체육회장 주최 만찬 및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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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참석

소련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방한

| 87-088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문화과/동구과

MF번호

2017-68 / 5 / 1~155(155p)

1. Gramov 소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986.4.19.~26. ANOC(아시아올림픽위원회) 서울
총회 참석차 방한함.
 Gramov 위원장은 방한 기간 중 ANOC 서울 총회 참석 외에 국무총리와의 조찬,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2. 소련 NOC 대표단이 1987.7.26.~8.1. 아래와 같이 방한함.
 대표단 구성

 방한 목적

- 서울 올림픽대회 준비 상황 시찰
- 자국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한 선수단 수송 문제 협의
- 올림픽 기간 중 선수단 안전보장 문제 확인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과의 실무 협의 내용

- 선박 입항, 전세기 기항 문제, 선수단 내 소련 숙소 위치, 안전 문제, 선수 편익 및 경기에 관한 사항
 주요 일정

- 박세직 위원장 예방 및 만찬, 김운용 부위원장 예방 및 오찬, 정주년 자문위원 주최 오찬, 올림픽 시설
시찰
-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KOC 위원장 주최 만찬
- 인천 해운항만청 방문, 국기원 방문, 삼성전자 및 민속촌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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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Kolessov 소련 NOC 부위원장 겸 체육위원회 부위원장
- 단원: 소련 NOC 사무총장 등 8명

한·미국 의회간 청소년 교류

| 87-0889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68 / 6 / 1~398(398p)

1. 한·미 양국 의회는 양국 의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 청소년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84∼87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대학생 인턴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매년 양측 각각 20명 정도의 대학생이 교환 방문

- 한국은 국회 외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후원, 미국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후원
 양국 의원들이 대상 학생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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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87년 중 양국 대학생 교환 방문 현황은 아래와 같음.
 1984년

- 한국 대학생 5명 방미(1984.7.25.~8.25.)
- 미국 대학생 15명 방한(1984.8.2.~21.)
 1985년

- 한국 대학생 18명 방미(1985.7.12.~8.3.)
- 미국 대학생 21명 방한(1985.7.17.~8.8.)
 1986년

- 한국 대학생 15명 방미(1986.7.12.~25.)
- 미국 대학생 20명 방한(1986.7.16.~30.)
 1987년

- 한국 대학생 12명 방미(1987.7.1.~8.4.)
- 미국 대학생 12명 방한(1987.7.5.~8.1.)

한·일본 비정부간 채널 조사

| 87-089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68 / 7 / 1~100(100p)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 지역 공관들이 1987.3월 조사하여 보고한 한·일 비정부 간 접촉 통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외무부 아주국이 1987.4월 작성한‘한·일 비정부간 접촉통로 조사’초안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1. 일반 친선단체
 한·일 의원연맹, 한·일 친선협회,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 경제협회, 한·일 여성친선협회, 한·일
협회

 한국 내 연구기관, 일본 내 연구기관, 일본 내 한국 강좌 설치 현황

3. 한·일 간 자매결연 현황
 행정구역 간 자매결연, 학교, 기타 기관 등 민간기관 간 자매결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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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관계 전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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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한 친선협회

| 87-089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68 / 8 / 1~64(64p)

1. 한·불 친선협회는 1985.1.24. 정기총회에서 Francois de Castries 전 제1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함.
2. 프랑스 지역별 1985~86년 중 한·불 친선협회 결성 동향은 아래와 같음.
 론·알프지역 한·불 친선협회가 1985.10.22. 창립됨.

- 창립 기념 리셉션 개최, 한국 현대무용단 공연
960

 낭트지역 한·불 친선협회가 1985.11.16. 창립됨.

- 동 협회 창립 행사 개최(유학생들의 국악 공연, 태권도 시범, 한국 영화 상영 등)
- 대사 주최 친선협회 간부 초청 만찬
 노르망디지역 한·불 친선협회가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하여 1986.6.2. 창립됨.

- 창립식 및 기념 리셉션 개최, 한국 민속예술단 공연

3. 프랑스 측 한·불 친선협회 회원 80명이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6.8.17.~29.
한국 측 한·불 친선협회 초청으로 방한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을 가짐.
 민속촌 방문, 프랑스 참전비 및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땅굴 시찰, 국립박물관 방문
 경주, 부산 및 제주도 관광

한·영국 협회

| 87-0892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68 / 9 / 1~61(61p)

한·영 협회의 1983∼87년 중 활동 내용임.
1. 한국
 서울에서 1961.7월 설립된 한·영 협회는 1983.6월 외무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함.
 주요 활동 내용

2. 영국
 1984.5월 한·영 수교 100주년을 맞아 1883.11월에 서명된 한·영 우호통상조약문 사본을 한국
정부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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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학술 세미나 개최
- 1987년 주한 영국 대사 및 협회 회원들의 거문도 방문 주관
- 1987.12월 한·영협회 연례 만찬 시 외무부장관은‘한국과 유럽과의 상호 의존관계 확대’제하 연설

구주지역 친한단체 결성현황

| 87-089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7-68 / 10 / 1~42(42p)

1987년 현재 구주지역 민간경제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1973.10.30. 설립)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구성
 합동회의 개최, 통상사절단 파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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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프랑스 민간경제협력위원회(1974.3.25. 설립)
 회원 100명으로 한·프랑스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회의, 한국 경제 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

3. 한·네덜란드 경제협력위원회(1976.6.2. 설립)
 회원 75명으로 매년 한·네덜란드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4. 한·스위스 경제협력위원회(1976.12월 설립)
 일정한 회원은 없으나, 주요 행사 시 관계 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울과 취리히에서
교대로 합동회의 개최 (1987.6월 현재 합동회의 7회 개최)

5. 한·핀란드 무역협회(1986.4.15. 설립)
 회원 약 40명으로 정례 오찬 모임, 한국 경제 세미나 개최 등 행사 주관

6. 영국 내 친한 경제단체
 대한국 무역자문위원회(1974.4.29. 설립)

- 회원 12명으로 대한국 진출 희망 업체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의 대영국 투자 유치 활동
 한·영 경제협력위원회(1974.9.12. 설립)

- 회원 15명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대한국 투자 설명회 등 개최

7. 한·벨기에 민간경제협력위원회(1974.10월 설립)
 회원 100개사로 매년 양국 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경제사절단 상호 교환 등 활동

8. 한·스웨덴 경제협력위원회(1979.6월 설립)
 고정회원은 없으며 연차 총회 시 한국에 관심 있는 업체가 참여하며, 1979~86년간 6회의 합동
연차 총회 개최

9. 한·덴마크 민간 경제협력위원회(1975.9.15. 설립)
 회원 30명으로 1986.5월 현재까지 7회의 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포르투갈 경제인연합 회원으로 구성되어 한국 경제사절단 포르투갈 방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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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포르투갈 경제협력위원회(1986.10.31. 설립)

미주지역 친한단체 결성 현황

| 87-089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68 / 11 / 1~57(57p)

1987년 현재 미주지역 민간경제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한·자메이카 경제공동위원회(1979.5월 설립)
 양국 실업계 인사 60여 명으로 구성되며 무역사절단 교환, 경제공동위 회의 개최 등 활동

2. 한·미 상공회의소(1974.10월 설립)
964

 회원 228명으로 한·미 경제관계 인사 초청 연설·강연회 개최가 주요 활동

3. 한·캐나다 실업인협회(1972.9월 설립)
 회원 60명으로 1986.10월 현재 5차례의 합동회의 개최

4. 한·칠레 민간경제협력위원회(1978년 설립)
 회장 이외의 구성원은 필요시마다 한국과 관계가 있는 칠레 상공인연합 회원으로 구성, 양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1986년까지 6회 개최)

5. 한·우루과이 상공회의소(1980.2.14. 설립)
 회원 40명으로 1982.4월 통상관광단 조직 방한

6.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회원 15명으로 한국 측 대표단과 연례 합동회의 개최 등 활동

7. 한·베네수엘라 민간경제협력위원회(1979.9.18. 설립)
 1986.8월까지 4차례의 합동회의 개최

8. 한·볼리비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1987.5.18. 설립)
 회원 14명으로 합동회의 개최 구상 중

버마 정부의 외국무역상사 규제조치

| 87-089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68 / 12 / 1~95(95p)

1. 미얀마(구 버마) 무역부 무역국장은 1986.11.3. 주미얀마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하여 미얀마 정부의
아래 외국 무역상사 규제 조치를 통보함.
 외국상사는 양국 간의 협정 또는 사업 시행을 위해 국영공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미얀마 내
사무소 설치가 가능함.
 상기 경우 이외에 한국 상사들이 지사를 설치하여 수출입 업무를 시행함은 미얀마 법률 위반으로
수주일 내 지사 폐쇄를 요청함.
 미얀마 측은 일본 등 여타 공관에도 동 내용을 기 요청함.

발급되어 온 관용여권의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상사 주재원들의 단계적 철수를 시행함.
 미얀마 주재 삼성, 현대 및 대우 3개 지사 중 삼성은 1987.1월 철수를 완료함.
 대우와 현대는 1987.5월말 철수 계획을 수립함.

3. 외무부는 1987.5월 관련 대책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한국 상사가 미얀마 수출입공사와 접촉하여 장기 체류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교섭함.
 장기 체류비자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주재 인력을 사실상 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는 상기 조치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태도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그간 미얀마 주재 상사 주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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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외환 관리

| 87-0896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68 / 13 / 1~26(26p)

중국(구 중공)의 외환 관리에 관한 1985∼86년 중 중국, 홍콩의 언론 보도 동향임.
1. 중국 국무원은 1985.3.1.부터 광동, 복건, 상해, 북경 등 4개 성·시 주민에 대해 은행예금 외화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함(1985.3.7.자 중국 경제일보).
2. 중국 국무원은 최근 외환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불법 외환암거래를 엄중히 금지한 바, 외환 매매, 외환의
966

암거래를 단속할 것임(1985.3.18.자 홍콩 대공보).
3. 곡목 중국 대외개방정책담당 국무위원은 1985.5.4. 외환관리에 관해 아래 요지로 언급함(1985.5.7.자
홍콩 대공보).
 중국의 외환관리 강화 조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임.
 경제특구, 연해안 개방도시 또는 내륙지방에 대해서도 외환 사용과 유통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며,
외화도피, 암거래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임.

4. 중국의 1985년 1/4분기 외환 보유고는 미화 112억62백만 달러임(1985.7.7.자 홍콩 대공보).
5. 곡목 중국 국무위원은 1985.7.6. 현재까지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국상사 직접투자액 미화 41억 달러
중 1/3은 해상 석유 합작 탐사 개발, 나머지 2/3는 합자 또는 합작 경영과 외국상사의 독자적인 기업
경영에 사용되었다고 밝힘(1985.7.7.자 홍콩 대공보).
6. 중국은 외자 도입을 유인하고 개방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내수 판매 중인 외국인,
해외화교 및 합작기업에 대해 외환 통제를 완화할 예정임(1985.7.13.자 South China Morning Post지).
7. 1985년 말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미화 119억 달러로 동년 9월 125억 불보다 감소함(1986.4.2.자
South China Morning Post지).

이탈리아 경제동향

| 87-089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68 / 14 / 1~15(15p)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987.1월 보고한 주재국 경제 동향임.
1. 1986년 하반기 경제 동향
 유가 인하 및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경기 회복세 유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최대 과제인 인플레 억제에 성공
 금리 인하 및 설비투자 확대로 국내 수요 증대

 1987년 전망

- 성장률 3~3.5%, 인플레 4~4.5%, 재정적자 110~115조 리라로 민간 부문이 다소 회복될 전망
 1987년 정책 목표

- 재정적자 축소
- 인플레 억제
- 고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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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7년 전망 및 정책 목표

일본 경제동향

| 87-089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7-68 / 15 / 1~270(270p)

일본의 1987년 경제 정책 동향임.
1. 일본 정부는 1987.5.29. 내수 확대책(6조 엔, 약 430억 달러 상당), 수입 확대,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함.
 긴급 경제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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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확대책: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와 5조 엔(약 360억 달러 상당)의 재정조치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
1987 회계연도 중 최저 1조 엔(약 70억 달러 상당)의 감세로 소비 확대
- 수입 확대책: 총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에 의한 외국제품 수입을 위한 재정조치 강구, 정부조달
수속의 개선 및 범위 확대
-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ODA(공적개발원조)의 7년 배증 목표를 2년 앞당겨 1990년 ODA 실적을 76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
 평가

- 6조 엔 규모의 재정조치를 동반하는 내수 확대책은 현재까지 취한 조치 중 최대 규모임.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의 일본 내수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무역마찰 완화를 배려함.
- 동 조치로 인한 일본의 무역흑자 감소효과는 약 6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정부는 1987년도 경제백서를 1987.8.18. 발표함.
 경제백서 요지

- 일본의 무역흑자 감축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함.
- 현재의 구조 조정기는 대외 불균형 시정 및 국민 생활 면에서의 불만 해소 과정임.
-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확대가 필요함.
 평가

- 국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 역할 및 국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결여됨.
- 일본 경제의 흑자 축소 경향 정착 여부는 불확실함.
- 시장개방 및 내수 확대에 대한 일본 국내 산업계 및 정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3. 주일대사관은 1987.12월 다케시타 신내각의 경제정책 전망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대외정책: 무역흑자 축소, 내수확대 및 산업구조조정
 내정책: 세제개혁, 토지대책 등
대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은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소련의 경제정책 및 동향

| 87-089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68 / 16 / 1~256(256p)

소련의 1987년 경제 정책 동향임.
1. 소련은 1987년 초 합작투자법을 제정함.
2. 소련은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1987.6.30. 국영기업법을 제정함.
 소련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기업 허용, 금융제도 개편, 외국 합작투자 허용 등 적극적인

함으로써 각 국영회사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데 있음.

3.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는 1987.9.10.∼11.‘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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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조치를 채택함.
 국영기업법 제정 목적은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경제 운영에서 오는 경직성과 비능률을 극소화

한·호주 경제통상협력

| 87-090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7-68 / 17 / 1~104(104p)

한국·호주 간의 1987년 경제통상 협력 현황임.
1. Evans 호주 자원에너지부장관은 자원 및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1987.2.9.~13.
방한한 바, 2.10. 외무부장관은 동 장관을 면담하여 한국 국내 정치 일정 및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
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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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ns 호주 자원에너지부장관은 1987.3.20. 호주 상원에서 대한국 에너지 수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아래 요지로 답변함.
 한국은 호주 석탄의 제2위 수입국, 철광석의 제4위 수입국으로 계속적인 양국 간 교역 증대가
예상됨.
 호주는 이미 한국에 대한 우라늄의 주요 공급원이며,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공급원으로서 신규
시설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 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호주 석탄(특히 발전용)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급성장한 바, 미국 및 캐나다의 대한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발전용 및 제철용 석탄의 추가 수요분에 대해서도 호주가 상당 부분 점유할
수 있기를 희망함.

3. 제9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7.9.13.~16. 시드니에서 개최된 바, 박영욱 현대종합상사
사장(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약 30명이 참석함.

한·카메룬 경제협력

| 87-090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7-68 / 18 / 1~15(15p)

한국·카메룬 간의 1987년 중 경제협력 현황임.
1. 주카메룬대사는 1985.7.9. 주재국 상공회의소와 협찬으로 한·카메룬 경협 간담회를 개최함.
 동 간담회에는 카메룬 중요 기업인 18명이 참석함.
 카메룬 기업인들은 한국과의 중소기업 합작투자와 통상 증진에 관심을 표명하고, 아래 건의사항을
채택함.

2. 카메룬 주재 대우지사는 1986.8.20. 카메룬 토지공사 건물 공사를 수주하고, 1987.1.7. 시멘트 공장 건설
합의 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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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공인단 또는 통상사절단의 카메룬 방문
- 수출입은행 간부의 카메룬 방문 및 300만 달러 전대차관의 사용상 애로 문제 협의

한·이디오피아 경제협력

| 87-0902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경제협력2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68 / 19 / 1~96(96p)

에티오피아 정부의 1983~87년 중 경제협력 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에티오피아 정부의 제의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74년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좌익 임시군사정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하여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면서 북한의 외교 공세에
대비하여 적절한 지원 검토를 건의함.
972

- 1983년 이래 무역 불균형 해소, 재해 구호 원조, 기술 훈련생 증원, 공보성 건물 설계 지원, 합작
투자 등 검토
- 에티오피아 정부는 1987.6월 인민공화국으로의 9월 중 출범을 앞두고 군복 20만 벌 등 군수 장비
구입을 위한 차관 지원 요청

2. 한국 정부의 대응
 정부는 북한과의 경쟁 외교를 지양한다는 방침하에 에티오피아 측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에티오피아 주력 수출품인 커피 수입 증량이나 합작 투자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역 수지 해소 등은 대외무역상 방한 시 협의를 추진함.
- 군복, 군화 등 장비 제공에 대해서는 연불수출자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이 적절치 않음에 따라
고려무역이 민간 베이스로 구상무역을 통하여 제공하기로 결정함.

한·가나 경제협력

| 87-090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68 / 20 / 1~107(107p)

한국·가나 간의 1987년 중 경제협력 추진 현황임.
1. 대우는 1986.5월 가나 정부와 호텔 건설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였으나 아래 이유에 따라 1987.10월
동 건에 대해 투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가나 측에 통보하고, 동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세금 감면 등의 요구 사항이 가나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전문 용역 기관이 동 사업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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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수의 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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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나대사는 1987.11월 외무부에 주재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우선 사업 목록을 보고하면서

한·인도 경제현안 일괄타결 교섭

| 87-090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68 / 21 / 1~250(250p)

국무총리의 1986.3월 인도 방문 시 양국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함.
1. 타결 대상 현안
 한국 수주 선박에 대한 인도 정부의 구매 승인
 한국의 인도산 철광 수입 확대
 한국 업체에 의한 Paradip 항만 확장 공사 시공
974

2. 1차 협의 추진 경과
 한국 측은 국무총리 인도 방문 기간 중 개최된 양국 실무국장급 협의 시 구체적인 타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철광석: 한국은 기존 물량(연간 250만 톤) 외에 광양제철 1·2기 완공 후 매년 90만 톤씩 증량 구매
- 선박 수주 승인: SCI(인도해운공사) 발주분 10척에 대해 인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여타 민간
선사 발주분 19척도 호의적으로 고려
- Paradip 항만 확장 공사: 인도산 철광석의 구매 증대가 가능하도록 인도 항만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설명
 인도 측의 부정기 화물 적취권 분담을 위한 해운협정 체결 주장 및 철광석 대폭(350만 톤) 증량
구매 요구에 따라 교섭이 중단됨.

3. 후속 협의 추진 경과
 인도해운공사 발주 선박 10척에 대한 1986.8월 재입찰 시행
 철광석 구매계약 추진

- 포항제철과 MMTC(인도국영광물교역공사) 간의 연간 250만 톤 구매계약이 1987.3.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포항제철은 내부적으로 광양제철 소요분을 반영하여 320만 톤까지 증량 구매 검토
 인도 정부의 Paradip 항만 확장 공사 추진 검토

4. 외무부의 검토 입장(1987.2월)
 일괄 타결 교섭 지양

- 정부가 일괄 타결 방식 고수 시 인도 측의 해운협정 체결 문제 제기가 확실시되는 바, 현 상황하에서
선박 발주 승인 문제를 거론할 실익이 없으므로 정부 간 일괄 타결 교섭 지양
 관련 회사 간 교섭 유도

- 상업적 고려하에서 포철·MMTC 간 구매계약에 Paradip 항만 확장 시 증량 구매를 언급함으로써
인도 정부가 Paradip 항만 확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
 외무부차관의 1987.3월 인도 방문 시 정부 입장을 인도 측에 설명

한·이라크 경제협력

| 87-090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7-68 / 22 / 1~7(7p)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7년 주재국 재무장관, 재무차관 및 무역장관 등을 아래와 같이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인 미수금 문제를 협의함.
1. 재무장관 면담(1987.2.5.)
 Tawfiq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수금 문제가 조기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이라크가 선진국과 합의한
채무재조정 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한국과도 동 문제가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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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sol 차관은 이라크 진출 한국 업체에 대한 지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이
건설대전으로 원유를 직수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의 미수금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함.

3. 무역장관 면담(1987.10.13.)
 Saleh 차관은 이라크가 한국 측과 합의한 Reschedule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
측이 상품 수출을 재개하여 줄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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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차관 면담(1987.9.10.)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 87-090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68 / 23 / 1~52(52p)

한국·이란 간의 1987년 중 경제통상 협력관계 현황임.
1. Mo-Vahedizadeh 이란 정부 무역공사(Government Trading Corporation) 사장 일행 7명이 한국산 비료
구매 협의차 1987.1.26. 방한함.
2. Jaffari 이란 상무장관은 1987.9.12.~23. 개최 제13차 테헤란 국제박람회 기간 중 나웅배 상공장관의
976

이란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나웅배 장관은 1987.8월 국내 일정 사정상 참가가 어렵다는 내용의 답신을
송부함.

한·일본 경제협력

| 87-090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68 / 24 / 1~48(48p)

한국·일본 간의 1987년 중 경제관계 회의 개최 현황임.
1. 엔 차관 실무단 협의(1987.1.23.~27., 동경)
 주요 논의 내용

- 엔 차관 금리 인하, 구매지역 완화, 사업별 차관 규모, 용역비·예비비 차관 사용, 쓰레기 소각장 사업 등
 엔 차관 금리 인하

- 양국 우호관계를 감안 1985년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
- 일본 측은 용역 부문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하여 제한 철폐를 수락
 사업별 차관 규모

-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측이 1986.11월 재평가 시 사용한 환율(평가일 전월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한국 국회 동의액(288백만 달러)과 동일한 446억 엔으로 결정

2. 제16차 한·일 식량 관계관 회의(1987.11.10.~11., 동경)
 일본 측 수석대표가 먼저 미맥에 대한 일반 현황을 설명하고, 관계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한국
측이 대응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한국 측 대표단은 11.11. 동경 근교의 정미공장, 제분공장 및 제빵공장을 시찰하고 11.12.~14. 지방
방문을 통해 컨트리 엘리베이터, 라면 공장, 미곡 소매점, 정부 창고를 시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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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지역 완화

한·케냐 경제통상협력

| 87-090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69 / 1 / 1~32(32p)

한·케냐 간 1985~87년 중 경제통상 협력 현황임.
1. 1985년도
 케냐 육군사령관의 요청으로 삼성정밀이 케냐군 보유 항공기 엔진 정비 가능성을 검토함.

2. 1986년도
978

 케냐 중소기업협회는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농촌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4.12.~16. 시찰단을 파견함.
 동 시찰단은 코트라 주선으로 공장 견학 등 일정을 가짐.

3. 1987년도
 현대상사는 12월 케냐 국방부가 실시한 탄환 공급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삼성물산이 비공개
응찰한 사실을 인지하고 응찰을 취소함.
 주케냐대사관은 본국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함.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 협력

| 87-090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69 / 2 / 1~51(51p)

한국·나이지리아 간의 1987년 중 경제통상 협력관계 현황임.
1.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7.1월 아래와 같이 한·나이지리아 합작은행 설립을 건의함.
 나이지리아는 산유국으로서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크며, 투자·무역환경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서구 제국, 인도, 레바논 등의 경우 합작은행이 기업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한·나이지리아 합작은행은 한국 금융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임.

아래와 같이 건의함.
 나이지리아에 대한 연불보증 조건 완화 및 신용 공여
 중소기업형 소형 플랜트 수출에 주력
 나이지리아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장 개척 노력
 제품의 고급화
 개별 상사 간 구상무역 추진

3. 대한상공회의소는 나이지리아 측 제의로 한·나이지리아 제2차 합동회의를 1987.11.18.~25.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나이지리아 측 내부 사정으로 동 합동회의 개최가 취소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7.6월 대나이지리아 통상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수출 확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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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네갈 경제협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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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네갈 간의 1985∼87년 중 경제협력 관계 현황임.
1. 1985년도
 Diouf 세네갈 대통령은 1986.11.27.~12.8. 개최 제7회 다카 국제박람회에 한국의 참가를 초청하는
9.20.자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송부함.

980

2. 1986년도
 세네갈 주택부가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우는 발주처 측의 부지 및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986.7월 현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한국의 대세네갈 농업조사단이 1986.10.4.~14. 세네갈을 방문함.

- 기획협력부 관계자, 지방개발부차관 등 정부 인사 및 USAID(미국대외원조처), UNDP(유엔개발계획)
관계자 면담, 현장 답사
 제7회 다카 국제박람회가 1986.11.27.~12.8. 개최됨.

- 한국을 비롯한 34개국 참가 (북한은 개막 수일 전에 참가 취소)
- 주세네갈대사관 12.2. 한국의 날 리셉션 개최

3. 1987년도
 외무부는 1987.4월 주세네갈대사관에 주재국 노동장관의 고용 및 노동 분야 지원 요청에 대한
아래 노동부의 입장을 통보함.

- 직업훈련생 한국 연수 계획은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임.
- 동 관계 간부 양성 및 노동행정용 사무용품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Diouf 세네갈 대통령은 1988.12월 개최 제8회 다카 국제박람회에 한국의 참가를 초청하는
11.7.자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송부함.
 한·세네갈 시범 영농사업 약정서가 1987.12월 서명됨.

한·미국 환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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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86년 원화 평가절상 문제 협의 제의와 관련한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미국 정부의 환율 협상 제의(1986.7.31.)
 Mulford 미 재무부 국제금융차관보는 1986.7.31. 주미대사를 면담하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시정 방안의 일환으로 원화의 대달러화 환율 절상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함.
 미국 측은 5~10% 절상을 희망함.

 재무장관은 1986.8.4. 주한 미국대사에게 아래 입장을 전달함.

- 원화의 환율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가미한 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대외적인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절상하는 것은 불가함.

3. 한·미 재무장관 회담 시 협의(1986.10.1.)
 미국 측은 워싱턴 개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중 한·미 재무장관 회담 시 동 환율 문제를 거론함.
 한국 측은 상기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국회·언론·업계 등 국내의 원화 평가절상 반대 분위기를
전달함.

4. 미 재무장관의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평가절상 요구(1986.11.18.)
 Baker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Asia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동 국가들의 통화 평가절상을 요구함.

5. 미 재무부 관계관의 미국 입장 언급(1986.12.17.)
 Crawford 미 재무부 한국담당관은 주미대사관 재무관에게 아래 미국 입장을 언급함.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로 미 재무부의 환율 문제에 관한 입장이 강화됨.
- 한국 원화 환율이 1986년 초~1987.2월말 기간 동안 약10% 절상되기를 희망함.
- 미 재무부는 환율 문제에 대해 일본 및 대만은 미국 측에 협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협조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당분간 한국의 환율 동향을 주시한 후 환율 절상 속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1987.1월중 미 재무부가 한국
재무부에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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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측 입장 전달(1986.8.4.)

한·미국 환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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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87년 원화 평가절상 문제 협의 제의와 관련한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G-6의 선발개도국과의 통화 협의 요구(1987.2.22.)
 파리에서 2.22. 폐막된 G-6 재무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은 달러 환율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한편, 흑자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선발개도국
통화 조정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함.
982

2. 미국의 원화에 대한 환율 조정 요청(1987.5월)
 Baker 미 재무장관은 주미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한·미 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원화의
환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3. 미 재무부 국제담당차관의 아시아 신흥 4개국 통상정책 비판(1987.11.17.)
 Mulford 미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는 샌프란시스코 개최 Asia/Pacific Capital Market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 4개 공업국가의 대외통상 및
국내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함.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한 아래 제반 조치 이행을 촉구함.

-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4개 공업국은 화폐를 10~15% 평가절상 해야 함.
- 한국과 대만은 과감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함.
- 아시아 신흥 4개 공업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국내 소비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함.

한·중국(대만) 경제통상관계 회의

| 87-091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7-69 / 6 / 1~89(89p)

한국·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1987년 중 경제통상 관계 회의 개최 현황임.
1. 제4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1987.9.8.~10., 타이베이
 참석자

- 한국 측: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9명의 대표단
- 대만 측: 교통부 항정국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한 10명의 대표단
- 선진국의 개방 압력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해운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 이중과세면제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원칙적 합의
- 대만은 한국 측 신청 시 한국 주재원의 1~2명 증원 허용 용의 표명
- 대만 선사의 한국 내 활동 규제에 관한 의견 교환
- 한국 선사가 1987년부터 대만의 북미산 원면 수송에 참여 개시

2. 제11차 한·대만 세관협력회의
 1987.9.21.~26., 타이베이
 참석자

- 한국 측: 관세청장을 수석대표로 한 6명의 대표단
- 대만 측: 세관청장을 수석대표로 한 8명의 대표단
 주요 토의 내용

- 양국 세관 행정조직 개편 및 발전 방향 관련 의견 교환
- 이사화물 통관, 실거래 가격 평가제도, 부정무역에 관한 정보수집 및 단속권 행사, 보세공장 제도,
벌칙 조항 비교연구, 특급 탁송품 통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창고주의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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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의 내용

한·중국(대만) 경제각료회담, 제20차. Taipei,
1987.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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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이 1987.6.12.~16.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사공일 재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대만 측에서는 이달해 경제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18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2. 동 회담 시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경제협력 분야
984

- 주요 프로젝트 상호 참여: 타이베이 지하철 건설에 한국 업체 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대만
국제경쟁 입찰 시 한국 업체의 공정한 참여 보장, 한국 업체에 불리한 대만의 입찰참가 자격 요건 완화
- 외국인 투자 유치, 서비스 시장 개방, 해외투자,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에 관한 정책 자료 교환
- 농어민 후계자 상호 교류
 통상진흥 분야

- 1987년도 10억 달러 교류 목표 설정, 1988년까지 교역량 배가를 위해 공동 노력
- 대일역조 공동대처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 자동차 수입제한 철폐 및 쿼터 증량: 연간 한국 쿼터량을 연1,500대에서 연2,250대로 확대, 한국 자동
차 수출회사를 현행 1개사에서 3개사로 증대
- 대만의 관심 품목인 안경테는 1987.7.1.부터 수입 감시 품목에서 해제
- 인삼류 수입 지역 제한은 현행대로 지속
- 관세 인하
 기술협력 분야

- 공동연구 기회의 증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

3. 한국의 주요 관심 사항인 타이베이시 지하철 건설공사 및 일반 국제입찰에 대해 한국 업체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동차 수출 쿼터 확대와 함께 한국 자동차 수출회사를 3개사로 증대하기로 한 것은
금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25.-2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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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가 1987.11.25.~27.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요르단 측에서는 Ziad Fariz 기획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6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2. 동 회담 시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통상 증진

 기술 협력

- 1988년 요르단 기술연수생 10명 초청 (15명까지 초청 노력 약속)
- 한국 전문가의 대요르단 파견 적극 고려
 자본 협력

- 요르단 경제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 제공 호의적 고려
- 요르단 측 요청사업에 대한 한국 무상원조 공여 호의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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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측은 한국 산업설비의 대요르단 수출 협조 약속
- 요르단 측은 1988 서울 국제무역박람회에 적극 참여 의사 표명
- 한국 측은 1988년 요르단산 인광석 9만 톤 수입 및 1989~90년 기간 중에도 가능한 한 계속 수입 약속
- 한국 측은 1988~90년 기간 중 요르단산 염화칼리 수입 적극 장려 약속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25.-27.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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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7.11.25.∼27. 개최된 제2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준비 자료 목록임.
1. 제2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예상 의제
 통상 분야

- 인광석 및 염화칼리 수입 문제
 기술협력 분야
986

-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도로변 식수사업
 자본협력 분야

- 한국의 대외협력기금 차관, 합작투자, 자원개발

2. 제2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회의 자료
 요르단 수석대표 약력 및 대표단 명단, 개회 선언, 양측 대표단 소개, 의제 채택, 합의의사록 초안,
위원회 구성, 의제별 토의, 제3차 회의 시기 및 장소 결정, 합의의사록 채택, 폐회식

3. 제1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영문)
 Agreed Minutes of the 1st Meeting of the Jordanian/Korean Mixed Commission

한·오스트리아 혼성 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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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오스트리아 공동위원회가 1987.11.16.~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은 외무부 민형기 구주국장을 수석대표로 7명, 오스트리아 측은 G. Wass 경제부 대외무역
및 통합국장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참석함.

2. 주요 의제

 교역 및 경협 증진 방안

3. 회의 결과
 양국 간 경제 현황, 전망 검토 및 통상 증진 방안 협의

- 한국산 VTR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상호 시장개방 문제
- 국제입찰제도, 상표권 보호 문제
 경제 및 기술 협력

- 양국 간 민간경제협력위 활성화
- 기업 간 협력,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문제
 제3국에서의 공동협력

- 한국의 동구시장 진출 협조
- 제3국 건설사업 관련 공동협력
 합의의사록 작성

4. 관찰 및 평가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으로 무역마찰을 사전 방지하고,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 분위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의 적극적인 대오스트리아 투자 유치, KAL의 오스트리아 취항 및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 희망 등 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입장을 표명함.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을 희망한 바, 구주지역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구주
방문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한 정부 고위인사 순방을 검토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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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체결된 양국 간 무역협정 이행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5. 외무부는 11.27. 과학기술처 및 교통부에 상기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과학기술처: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시 구체적인 협력 희망 분야 통보
 교통부: 양국 간 직항 항공노선 개설 문제에 대한 대한한공 측의 검토 및 결과 통보

- 교통부는 1988.2.4. 외무부에 양국 간 절대 수요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우며,
향후 양국 간 수요 성숙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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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1 사전준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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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주요 인사 면담을 위해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벨기에 방문을 추진함.
1. 방문 목적
 대통령의 구주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EC 간 협력 분위기 고양
 De Clercq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EC 대표단과의 아래 현안 협의

 Tindemans 외상 등 벨기에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국제 정세 전반 및 한·벨기에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제반 공동 관심사 협의

2. 정부 훈령
 기본 입장

- 한·EC 간 현안 문제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통해 EC와의 교역 및 협력관계 확대, 증진 도모
- 대통령의 순방으로 다져진 한·EC 간 우호적 분위기가 실질적 관계 증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촉구
 의제별 지침

- 국제 경제 문제: 조화로운 세계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선진국 간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보호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상호주의적, 쌍무적 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는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및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 따른 문제 수렴을 통한 다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함.
- 한국의 통상정책: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EC 제국의 대한국 합작
및 기술투자, 수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함.
- 한·EC 쌍무관계
      · 양측 간 교역규모 증대 및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교역의 확대균형 도모 방안 협의
   · EC 측 관심품목에 대한 점진적 수입자유화 방침 설명
   · 개방정책,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지적소유권의 구체적 허용 범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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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공동적용 문제 등 한·EC 간 현안 협의 및 한국 입장 표명
- EC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촉구,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유지,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방안
모색
- 한국 시장개방과 관련한 EC 측의 특별 관심 사항 검토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2 사전준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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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방문 추진 경과임.
1. 외무부 경제국은 1987.4.10. 국제기구조약국, 구주국 등 관련 실·국에 아래 자료를 요청함.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에 관한 입장
 벨기에 외상,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한·구주 의원친선협회 회장, EC 집행위원장
990

및 대외담당 집행위원 면담 자료

2. 외무부는 1987.4.17.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요청에 대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EC 측 요청 내용

-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과조치 및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을 EC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
 기본 방침

- 한·EC 간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및 한국의 지속적인 대EC 협력 증진을 위해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EC 측의 동등대우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
-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협의해 나감. 특히 추후 일본 등 여타국과의 문제에 대
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 확보 방안 모색
- 일본 등 여타국에 대하여는 대EC 문제 종료 후 검토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관련 정부 입장

- 보험시장을 EC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개방
-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EC에도 동등 적용
- 특허 취득 후 시판되지 않은 품목(pipeline products)의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대미 합의사항의 시행
결과를 보아 가며 추후 협의
-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은 쌍무협정 체결 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
 대EC 동등적용 관련 한국의 반대급부 요청 사항

- 특혜관세의 안정적 수혜 유지,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과학기술 협력 강화, 의약·농업 분야에서의
기술연수 및 기술이전 강화, 어업협정 체결 및 EC 회원국 수역 내 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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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방문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87.3.16.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아래 관련 자료를 요청함.
 각부 소관 의제 설명 자료 및 EC 측 제기 예상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
 한국의 수입자유화계획, 수입선다변화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 자료
 동 협의회 자료 준비와 회의 전략 협의를 위해 3.26. 대책회의를 소집함.

 회의 전략

- EC 측 각서(Memorandum)에 대한 대응: 문서를 통해 별도 회신치 않음.
- 조선 전문가들 간의 별도 그룹회의 개최 문제: 별도 그룹회의 개최 실익이 없음.
- 철강협상 문제: 한·EC 철강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한국 입장 관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 보험시장 부분개방, 지적소유권 경과적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동등적용,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은 대미 합의사항 경과를 본 후 EC 측과 협의를
개시할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급부 제시를 검토함.
 기타 한국 측 제기 필요 사항과 EC 측 제기 예상 사항에 대한 입장을 검토함.

3. 경제기획원은 1987.3월 EC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대미 301조 협상결과의 동등대우 요청에 대한
대응논리 및 협상전략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저작권, 소프트웨어, 물질특허, 보험별 대응논리 및 내부 검토사항
 기본 대응전략

- 국내적 어려움과 한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대미 협상결과의 동등적용은 불가함을 설
명하고, 한국에 대한 호혜조치를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유보함.
 세부 대응전략

- 대응 방법, 요청사항의 수용범위, 협상 및 적정한 타결시한 설정, 반대급부 요청 등을 검토함.

4. 주벨기에대사는 1987.3.30. 한·EC 고위협의회 관련 아래 자료를 송부함.
 EC 경제 정세, 한·EC 교역 현황, EC·미국 교역 현황, EC·일본 교역 현황, EC·동구국가 관계 개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준비 대책회의 자료를 아래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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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방문 추진 경과임.
1. 과학기술처는 1987.4.11. 외무부에 동 고위협의회 관련 아래 언급사항 자료를 송부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현황, 향후 협력 추진 방향,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문제, 공동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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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경제국은 1987.4.10. 한·EC 고위협의회 참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한·EC 고위협의회 연혁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양측 관심사항

- 양국 간 경제 현황 및 통상 확대 방안, 지적소유권 보호, 보험시장 개방, 조선 분야 협력, 경제·과학·
기술협력, 국제경제관계
 한·EC 관계

- 일반관계, 경제관계
 EC 개황

3. 외무부 통상국은 1987.4월 한·EC 고위협의회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일정, 대표단 명단, 의제
 의제별 참고 자료, 언급 요지
 주요 인사 면담 자료: Delors EC 집행위원장 및 De Clercq 대외관계 집행위원
 연설문

- 고위협의회 외무부장관 개막사, De Clercq 집행위원 주최 만찬 시 장관 답사, 실무회의 교체수석 인사말,
고위협의회 장관 폐막사
 기자회견 자료
 참고 자료

- EC 개황, 한·EC 경제관계 주요 통계, 주벨기에대사관 현황, 선물 내역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5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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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방문 결과 및
후속 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7.4.30.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한국 측은 한·EC 간 교역의 확대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함.

- 구주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수입선 다변화 정책 추진 입장 설명
 EC 측이 요청한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

2. 외무부는 1987.5.4. 동 고위협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주요 협의 결과

- 시장개방 문제: 한국의 수입자유화 조치, 수입선다변화 정책, 흑자관리 대책, 수입제도 현황 등 설명
- EC의 수입규제 조치: 반덤핑 조사 자제 및 탄력적 대응, 잔존 수입규제의 점진적 철폐, 쿼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EC 측의 협조 약속
- 통상 및 투자증진 노력: 통상사절단 상호교환 합의
- GSP(일반특혜관세): 동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계속적인 시행에 합의
-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대EC 동등대우 문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 관점에서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되 시행 범위와 시기는 차이를 부여한다는 원칙하에 동 협의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에 합의
- 보험시장 개방: 점진적 개방원칙 천명, 구체적인 신청 시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 약속
 평가 및 건의

- EC 측은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미국과의 동등대우 원칙 표명을 평가하고, 향후 전문가회의 개최에
합의
- EC에 대해서는 미국에 부여하는 시점 이후 시행함으로써 향후 제3국의 요청에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무역 장애 제거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EC 관계의 원만한 발전 전망
- 동 협의 결과에 따라 1987.7월 EC 측의 대한국 무역보복 조치 가능성 해소
- 현안인 차별대우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지적소유권 문제 전문가회의 시 전향적 입장으로
임하여 적극적인 대EC 후속 조치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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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 검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호혜적 입장에서 쌍무협의를 통해 결정
- 한국에 부담을 주는 사항은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

3.	외무부는 1987.5.8. 주미국, 주일본 등 주요 공관에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의 지적소유권 및 보험
시장 개방 문제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대EC 동등대우 문제: 원칙적인 동등대우 부여, 단 시행의 범위와 시기 차이
 보험시장 개방: 점진적 개방 원칙, 구체적 신청 시 상호 원칙에 입각한 협의 약속

4.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7.5.12. 주한 EC대사들에게 한·EC 고위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였으며, 6.3.
994

EEC(구주경제공동체) 비즈니스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한·EC 경제설명회를 개최함.
5.	외무부는 1987.5.25.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결과에 따라
10월 중 개최 예정인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요청함.
 EC 측의 한·미 간 합의사항 동등적용 요청에 대한 수락 및 시행시기,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한·EC 실무자회의(Monitoring Meeting) 개최 문제에 대한 의견 회신

6.	주벨기에대사는 EC 측과 동 고위협의회 토의 요록 작성 관련 교섭을 진행하고, 1987.7.16. 아래 요지의
최종 토의 요록을 EC 측에 전달함.
 시장개방: 양측 관심사항을 열거
 GSP: 한국 측은 무차별, 비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시행을 요청, EC 측은 차별기준은
모든 개도국에 동일 조건하에 적용됨을 확인
 지적소유권 보호: 미국과 동일치는 않으나 동등한 대우 부여 결정,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10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
 보험시장 개방: 미국 회사와 동등한 대우 부여
 조선: EC 측은 한국의 조선 생산능력 감축, 조선 가격정책 수정, 수출신용 정비 등을 요청
 과학기술협력: 한국 측은 6개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제의

7. 외무부는 1987.7.22.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기처에 상기 토의 요록을 송부함.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8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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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5.7.~8. 서울 개최 제5차 한·프랑스 경제협력혼성위원회에 외무부 홍순영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한국의 수입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 개방 정책 추진은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1990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요청

2. 회의 결과
 양국 간 교역 장애요인 완화 및 시장개방: 한국산 라디오 및 컬러TV 쿼터 증량, 한국산 전자오븐
수입검사 완화, 프랑스 측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EC의 수입규제 조치 우려에
대한 검토 및 EC의 대한국 GSP 공여 협조 확인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동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보험시장 진출: 한국의 동등 보호노력 양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험
시장 개방 검토 입장 설명
 관찰 및 평가

- 프랑스 측은 한국의 대외개방 노력을 환영하고, 구체적 성과를 기대
- 프랑스 측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가 미국에 편중되지 않고 구주지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
- 프랑스 측은 양국 간 교역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
-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실적 등에 관한 상세 자료 제공을 통해 프랑스 업계의 관심 유도 노력 필요
- 1987.4월 한·EC 고위협의회 결과 설명 등 한국의 대외개방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

3. 후속 조치
외무부는 1987.9.22. 아래 관계부처에 동 혼성위원회에서 프랑스 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입장 및
추진 사항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교통부: KAL의 Air Bus 구매, 경부 고속전철 건설 참여
 체신부: Maritime Radiotelelphone Network 등 통신 분야 프로젝트 참여
 재무부: 프랑스 보험회사 AGF의 한국 진출 희망
 상공부: 프랑스의 포항제철에 대한 원료 공급 희망, 한국산 라디오 및 컬러TV 쿼터 증량 문제

9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위한 한국의 자발적 기여와 국제적 책임 분담 노력임을 설명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한국의 선, 후진국 간 중개 역할 수행 용의 표명
 EC(구주공동체)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추세에 대해 우려 표명, EC GSP(일반특혜관세) 수혜가

한·독일 경제공동 위원회, 제13차. 서울,
1987.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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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11.~12. 서울 개최 제1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에 외무부 허승 국제경제
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특히 확대균형 발전 방안 모색
 독일의 기술이전을 수반한 대한국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대 요청
996

 기존의 건설 분야 협력관계를 토대로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방안 협의
 한국의 수입자유화 확대 및 외국인 투자 개방 등 개방정책 추진은 한국의 자발적 조치이며,
국제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임을 설명

2. 외무부는 1987.6.8. 동 회의 개최와 관련한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독일 측에서는 Schuessler 경제성 양자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동 회의는 아래 의제를 협의 예정임.

- 양국 간 경제 현황 검토
- 교역 및 투자 증진, 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분야 산업협력, 제3국 공동진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한 양국 간 협조 방안

3. 회의 결과
 토의 사항

-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한·미 합의 사항과 동일 대우 문제
- 교역 문제에 있어 한국은 EC(구주공동체)의 덤핑 제소 남용과 반덤핑 규정 개정 움직임 관련 독일 측
협조를 확인, 독일 측은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청
- 기타 투자 및 과학기술협력 증진, 제3국 공동진출 등에 합의
 평가

- 독일 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미국과 동일한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일 기업의 투자,
기술이전이 어려울 것임을 강조함.
- 독일은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를 위한 한·EC 전문가회의의 조속한 개최로 EC의 보복조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양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이견으로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지 못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3차. Baghdad,
1987.11.8.-10.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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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1.5. 이라크 바그다드 개최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 최창락 동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이라크 측은 1986년 중 바그다드 개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 바, 한국 측은 1986년 중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을 회답함.
 정부는 이라크 측의 적극적인 요청 및 대이라크 수교 이후 관계 강화 필요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 대이라크 경협, 통상 및 연불 수출대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조정
- 대이라크 수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
 외무부 김내성 중동아프리카국장은 1987.6.1. Mousa 주한 이라크총영사를 면담하여 공동위원회
개최 문제 및 양국 관계 격상 문제 등을 협의하고, 한·이라크 공동위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함.
 외무부는 6.5.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987.9월중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동 공동위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2. 파견 목적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한국의 장기적인 대이라크 진출 기반 강화
 이라크 진출 한국 업체의 기존 이익 및 한국 근로자 안전보호 강화
 한·이라크 외교관계 수립 기반 조성

3. 회의 결과
 주요 합의 사항

- 건설 진출, 상품 연불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 이라크산 원유 도입 확대 장려
- 1988년 이라크 기술연수생 초청 확대
- 제4차 공동위의 1988년 서울 개최
 성과

- 장기적인 양국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함.
- 한국 업체의 이라크 진출상 문제점에 대한 이라크 측의 관심을 제고하고, 호의적 배려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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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2/4분기 중 개최 입장을 수립하고, 아래 대책을 검토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3차. Baghdad,
1987.11.8.-10.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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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6.12월 이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개최 시기, 한국 측 제기 희망 의제 및 이라크 측 제기 예상 의제와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한편
1987.6.5. 개최 관계부처 대책회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 한국 측 의제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건설공사 대전의 원활한 수령 및 지불조건 개선, 수출대금 결제 협상결과 성실 이행, 대한항공
영업수입 미송금 문제 조속 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위험지역 공사 안전대책 및 한국 근로자 보호 특별조치
998

2. 외무부는 1987.10.24.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1987.11.8.~10. 바그다드 개최
 동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파견

3. 외무부는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참가 자료를 아래 작성함.
 정부 훈령

-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한국의 장기적인 대이라크 진출 기반 조성
- 이라크 진출 한국 업체들의 기존 이익 및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보호 강화
- 한·이라크 관계 격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한·이라크 경제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실질협력 방안 모색
 대표단 구성

- 최창락 동자부장관(수석대표), 강석재 주바그다드총영사(교체수석) 외 관계부처 대표
 회의 의제별 입장 및 참고 자료

- 경제, 과학, 기술협력: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대한항공 영업수입금 미송금 문제, 대이라크 기술협력,
양국 경제기획원 간 협력
- 건설협력: 공사대전 지불조건 개선, 한국 건설근로자 안전 및 보호 방안
- 통상: 양국 간 통상 현황 검토, 수출대금 상환연기 약정 이행, 이라크의 대한국 수출 증대, 박람회 상호
참가
- 예비 의제: 대이라크 신용공여, 이라크 원유 증량 도입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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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6.12.23. 아래와 같이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를 건의함.
 Blamo 외상 방한 시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재국 정부는 동 위원회
설치를 위한 초안을 송부함.
 주재국이 대표적 우방국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동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2.18. 아래와 같이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문제를 검토함.
 서울에서 1986.11.13. 개최된 양국 외상회담 시 양측은 동 공동위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라이베리아

체결되어 있으며, 라이베리아 측이 제의한 협정안 내용 대부분이 기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중복을 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아래 내용의‘교환각서’형식을 통한 동 위원회 설치를
교섭함이 바람직함.

-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 설치
- 동 공동위는 경제, 기술, 문화관계 협정의 이행상태 검토, 동 분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제안 및
관계사항 토의
- 동 공동위는 양국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매 2년 1회 교대로 개최
- 양측 동의 시 각서로써 협정 체결, 동 협정은 일방의 60일 사전통지를 통해 폐기의사 표명 시 종료

3. 외무부는 1987.3.10.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관련 검토 결과를 아래
훈령함.
 라이베리아 측이 제시한 일반협정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 체결 협정과 내용이 중복됨.
- 여타국과의 공동위 설치의 경우 상기 협정 조항 중 공동위 설치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공동성명서 또는
구술서에 공동위 설치를 포함시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일반협정 체결 시 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국내 절차상 장기간이 소요됨.
 기존의 체결된 양국 간 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교환각서 형식을 통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첨부된 한국 측 제안 교환각서(영문)에 따라 교섭을 추진하고, 결과 보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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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공동위 설치를 위한 일반협정 체결을 제의함.
 현재 양국 간에는 경제기술협력협정(1982.5.10.), 무역협정(1981.2.6.) 및 문화협정(1981.12.12.)이

한·모로코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6.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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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로코 간 혼성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6.10.29.~31.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검토
	정부는 1976.3월 한국의 경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모로코에 대한 활발한 기업 진출 전망에 따라
민간 기업 진출 지원에 필요한 모로코와의 경제공동위 설치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모로코와의 관계가 어업협력 문제를 제외하고는 긴밀하지 않음에 따라 형식적인 회의가 될
1000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대모로코 경제 진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양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과 어업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과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에는 일방의
요구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2. 혼성위원회 개최
	모로코 측의 1976.9월 혼성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 양측 사정으로 동 회의 개최가 연기되어 온 바,
모로코 측이 1986.5월 동 혼성위원회 서울 개최를 재차 제의함에 따라 1986.10월 아래와 같이 개최됨.
 회의 결과

- 양국은 합의의사록 서명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합의함.
- 모로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한국에 상주대사관 설치를 약속함.
- 양측은 교역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기업의 합작을 권유하는 한편 기존의 수산협력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항만 개발 등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 모색에 합의함.
- 양측은 농업, 에너지 등 분야 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모로코 측은 투자보장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수정안을 추후 제시할 예정임을 밝힘.
 평가

- 동 회의를 통하여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재확인됨.
- 양측은 경제, 기술, 통상, 수산 및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를 통해 양국 관계 심화 및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1 1986.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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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네덜란드대사는 1986.3.13. 및 6.26. 제10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및 민간 경협위원회와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이 보고함.
 네덜란드 측은 제10차 공동위원회 및 제6차 민간 경협위원회를 1986.10월경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네덜란드 측은 1986.10~11월 한국 구주 경협사절단의 네덜란드 방문을 감안하여 동 회의를
1987.1~2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함.

고한 바, 외무부는 3.10. 주네덜란드대사에게 동 제의 수락 통보를 지시함.
3. 외무부 서구1과장은 1987.3.12.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함.
 네덜란드 측은 한국의 경제협력선 다변화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고, Van Voorst 경제성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 및 희망 일정을 통보함.
 한국 측은 합의의사록 대신 토의록(record of discussion)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을 언급함.

4. 외무부는 1987.3.13.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동 제10차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아래 사항을 요청함.
 한국 측 제기 희망 의제, 네덜란드 측 제기 예상 의제에 대한 각 부처 입장 및 참고 자료
 예상 의제

- 양국 경제 현황 개관: 한국 경제 현황 및 전망, 네덜란드 경제 현황 및 전망
- 양국 간 통상 증진: 교역 현황, 교역 확대 방안, 한국의 무역다변화 시책,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및 무역역조 시정 노력
- 경제 및 기술협력: 농업부문 협력, 로테르담 항만투자 등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확대, 중소기업
분야 협력,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과학기술협력, 조선 분야 협력
- 제3국 공동 진출
- 기타: 네덜란드산 낙농제품 및 육류 수입, 선박사업 등 운송, 한·미 간 301조 타결에 따른 동등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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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네덜란드대사는 1987.1.30. 주재국이 동 제10차 공동위원회를 1987.4.22.~23.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2 19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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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4.22.~23. 서울 개최 제10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에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양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한국의 기본 경제정책,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설명
 양국 간 통상 증진: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선 상호전환 방안 강구 등을
1002

통한 교역증대 방안 협의
 경제 및 기술협력: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상호투자 확대방안 협의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New Round에 대한 의견 교환: GATT New Round,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 제7차 총회, 서비스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문제 등에 관한 정부 입장 설명

2. 회의 결과
 회의 결과

- 양국 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 양국 간 통상 증진: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합의, 네덜란드 측은 낙농제품 등 관심
품목의 확대를 요청, 한국은 수입자유화정책 설명과 EC(구주공동체) 측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경제 및 기술협력: 한국 측은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건설 분야 등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
요청, 네덜란드 측은 한국 측 제의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 서비스 분야 특히 보험 및 금융진출에 대한
한국의 장벽 제거를 요청
- GATT New Round에 대한 의견 교환: 한국 측은 동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조정역할 수행
용의를 설명, 네덜란드 측은 현 농산물 교역질서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험, 은행 등 한국 서비스시장
진출문제, 지적소유권에 대한 대미 동등보호 문제를 제기
 관찰 및 평가

- 상호이해를 통해 사전 무역마찰을 방지하고,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
-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 협의,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경제협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네덜란드 측은 EC제국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국과의 동등보호 및 보험시장에 대한 참여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네덜란드 측은 낙농제품 수입확대, 우육 및 원피에 대한 금수해제를 요청한바, 방역 등 예방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3. 후속 조치
  외무부는 1987.4.27. 및 5.8.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상기 회의 결과 보고서 및 토의 기록을 송부하고
부처별 후속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상공부: 한국의 수입다변화 계획에 포함된 물품을 생산하는 네덜란드 업체 명단을 한국 관련업체에
통보, 로테르담내 한국 분배센터 설치문제 검토
- 농림수산부: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 관련 필요한 예방대책 수립 및 수입금지 해제 적극 검토, 5.13.
외무부에 가축방역 여건 변화 시 금수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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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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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의 1987.4.8.∼13. 서울 개최를 추진함.
1. 개최 추진 경과
 파키스탄 Zia 대통령의 1985.5월 방한 시 체결된 양국 간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개최를 추진함.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은 1986.7.9. 외무부에 외무부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시 10월 하순 중 서울에서
1004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에 따라 한국 측이 편리한 개최 시기를 제시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외무부는 주파키스탄대사에게 11월 중 차관보 또는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동 회의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함.
 파키스탄 외무성 Khan 아태차관보는 7.14.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 면담 시 외국과의 합동위원회는
재무장관 또는 장관급 수석대표가 대표단을 인솔하는 것이 파키스탄의 관례임을 언급하고, 한국
측에서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줄 것을 희망함.
 외무부는 7.29.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제1차 회의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지만 이를
선례로 하지 않고, 향후 양측 사정에 따라 수석대표 급을 조정하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파키스탄 외무성은 9.8.자 구상서를 통해 11.10.부터 서울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며,
주재국 측 수석대표는 Wattoo 재무장관이 될 것임을 통보해 온 바, 파키스탄 측은 11.3. 최근
국내정치 사정으로 Wattoo 재무장관의 방한을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통보하고,
예기치 않은 방한 연기에 사과를 전해 옴.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1.25. Sattar 외무차관과의 오찬 시 동 차관은 4.9.~13. 동 회의 개최를
한국 측에 제의하도록 Kamal 주한대사에게 지시하였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파키스탄
측에 동 기간 개최에 동의함을 통보함.

2. 대표단 임명
 한국: 최광수 외무부장관(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외 10명
 파키스탄: Wattoo 재무·경제장관(수석대표), Faroqui 공업성 기획차관보 외 7명

3. 회의 의제
 통상(현황 검토, 균형교역 확대), 산업협력(현황 검토, 합작투자 가능성), 건설협력(한국 업체의
파키스탄 개발계획 참가 및 파키스탄 인력 고용),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 검토(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투자보장협정 및 항공협정), 농업 분야 협력, 기술교육 협력
 주요 일정

- 개회식 및 전체회의(4.9.), 대통령 예방(4.10.),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폐회식(4.13.)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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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 회의가 1987.4.8.~13.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회의 일정
 개회식 및 전체회의, 제1차 실무회의(4.9.), 제2차 실무회의(4.10.), 한·파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합의의사록 서명 및 폐회식(4.13.)
 파키스탄 측 수석대표(Wattoo 재무·경제장관) 주요 일정

2. 주요 합의 사항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해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파키스탄 무역진흥청 간 협력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양국 민간경협위원회 간 협력을 강화함.
 한국 측은 파키스탄의 방콕협정 가입을 권유하고, 파키스탄 측은 이를 검토하기로 함.
 한국 측은 한국의 중화학 공업제품을 파키스탄 개발계획에 활용해 줄 것을 권유했으며, 파키스탄
측은 이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양측은 철강, 엔지니어링, 제지 및 포장산업, 발전기 산업 분야 등의 합작투자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합의함.
 한국 측은 한국 건설업체의 파키스탄 개발계획 참여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하였으며,
파키스탄 측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제3국 건설 수주 시 파키스탄 인력 채용을 한국 건설업체들에
권유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양측은 긍정적으로 각각 고려하기로 함.
 양측은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른 제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함.
 양측은 투자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항공협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중 조기에 서울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함.
 양측은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협력을 위해 특정 농작물 및 종자 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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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예방
- 관계부처 장관 면담 및 만찬: 부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및 만찬, 건설부장관 면담 및 만찬, 상공부
장관 면담
- 시찰 및 방문: 판문점 및 산업시찰, 민속촌 및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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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7.4.8.~13. 개최된 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 준비 자료 목록임.
1. 주파키스탄대사관 작성 회의 자료(1986.10.7.)
 한국의 기본 입장, 분야별 회의 의제 및 건의사항, 한국 기업 진출 애로사항
 카라치 수출자유지역 설치운영 실태, 파키스탄 경제개발계획, 파키스탄 경제 정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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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키스탄 개발계획 참여 등에 관한 건설부 자료(1986.10.17.)
3. 한·파키스탄 해운협력 추진 경위 등에 관한 해운항만청 자료(1986.10.17.)
4. 양국 간 교역 현황 등에 관한 상공부 자료(1986.10.23.)
5. 한국 선박 입어 현황 등에 관한 수산청 자료(1987.3.10.)
6. 한·파키스탄 항공협정 체결 문제에 관한 교통부 자료(1987.3.12.)
7. 외무부 작성 파키스탄 재무·경제장관 대통령 예방 자료(1987.3월)
8. 외무부 작성 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 주재 자료(1987.3.28.)
9. 대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 문제 등에 관한 농림수산부 자료(1987.4.3.)
10. 외무부 작성 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 파키스탄 측 수석대표 면담 자료(1987.4.9.)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0.14.-16. 전3권 V.1 사전준비 I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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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년 중 제8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함.
1. 외무부는 1985.1.9.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1985년 2/4분기 중 서울에서 동 회의 개최를 위해
사우디 측과 교섭 중임을 통보하고, 제6차 회의(1982.5.11.~16., 서울) 및 제7차 회의(1983.12.25.~27.,
제다)에서 합의 또는 토의된 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제8차 회의에서 협의가
요망되는 소관사항 및 의제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1007

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9.2.~6.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사우디 측과 교섭 중임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5.8.28.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사우디 측은 당초 9.2.~4.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동 회의를
일단 연기하여 줄 것을 한국 측에 알려 왔음을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5.7.22.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1985년 2/4분기 중 개최 계획인 동 회의가 사우디 측의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0.14.-16. 전3권 V.2 사전준비II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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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6년 중 제8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함.
1. 추진 경과
 외무부는 1974.7.4. 체결된 한·사우디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1986.3.18. 주사우디대사관에 동 회의를 서울에서
9월 초순∼10월 중순 개최할 것을 주재국 측에 제의할 것을 지시한 바, 주사우디대사관은 6.21.
1008

Kharash 외무성 경제국 부국장은 동 회의 개최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외무성 내에서 결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 각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우디 정부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사우디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은 7.13. 동 회의를 10월 중 개최하는 데 동의하는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하고, 8.3. 주재국 외무성 Mohamed Merdas 경제국장대리는 주재국 측 수석대표인
Thunayan 외무차관이 10.14.~16.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2. 정부대표단 임명 및 의제 작성(10.11.)
 정부대표단

- 오재희 외무부차관(수석대표),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이성우 보사부 의정국장 등 관계부처 관계관
 의제

-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고위인사 상호 방문, 비동맹회의 지원,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 등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 경제·기술협력: 합작투자, 사우디 농업기술자 초청 훈련 등 농수산 분야 협력, KAIST-SANCST 간 협력,
전자·기계설비 O&M 기술훈련 등 기술협력
- 건설 및 용역 협력: 한국의 사우디 개발계획 계속 참여, 미수금 조기 해결 및 유보금 조속 해제, 한국
업체의 시공상 애로사항 해결 협조 등
- 통상 증진: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민간 경제협력 활동 지원, 상용비자 발급절차 완화 등
- 기술인력 교류: 한국 의료요원 파견, 기능인력 비자 발급절차 완화, 한·사우디 의료협력 의정서 체결 등
- 교육·문화·체육 협력: 청소년 교류, 한·사우디 장학금 교환, 언론인 교류, 체육 코치 파견, 한·
사우디 체육교류 의정서 체결, 체육의료 분야 협력 등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6.10.14.-16. 전3권 V.3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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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회의가 1986.10.14.~16.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일정
 본회의(개막식, 의제 채택 및 분과위원회 구성), 건설부차관 주최 오찬, 분과위원회 회의, 외무부
차관 주최 만찬(10.14.)
 분과위원회 회의, 대한상의 회장 주최 오찬, 합의의사록 기초위원회 회의(10.15.)
 합의의사록 서명 및 폐회식(10.16.)

 외무부차관 면담, 외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예방(10.14.)
 건설부장관 예방(10.15.)

3. 주요 합의 및 토의 사항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한국 측은 미수교 아랍 및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있어 사우디
측의 측면지원을 요청한 바, 사우디 측은 가능한 협조 제공을 약속함.
 합작투자 증진: 사우디 측은 석유화학, 농기계, 부품, 산업플랜트 등 분야에서 한국 측의 합작투자
진출을 희망하였으며, 양측은 민간기업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기술협력: 사우디 측은 자국산 원료를 이용한 국내 산업 설립을 위한 전문기술 제공, 전자 및
기계설비 운영관리 분야 기술 제공 등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구체적 협력 요망 사항을
제시할 경우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건설 및 용역 협력: 한국 측은 미수금 등 사우디 진출 한국 업체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우디 측의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사우디 측은 한국 업체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우디 법령을 준수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답변하는 한편 지불
문제가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사우디 재무성 내 특별위원회와 접촉하도록 권고함.
 통상 증진: 양측은 실업인 교류 증진, 무역박람회 개최 촉진,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기술인력 교류: 사우디 측은 간호원, 물리요법 전문가 등 한국 의료요원의 사우디 진출 확대를
환영하고, 한국 측의 의료협력 의정서 체결 제의에 대해 동 제의를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약속함.
 교육·문화·체육 협력: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사업 계속 시행, 문화·체육에 관한 TV, 라디오
프로그램 교환 및 체육팀의 친선경기 교환에 합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사우디 수석대표(Thunayan 외무차관) 체한 일정

1009

한·수리남 공동위원회, 제2차. Paramaribo,
1987.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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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한·수리남 공동위원회가 1987.11.18.~19.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됨.
 동 공동위는 한·수리남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개최되며, 제1차 공동위는 1985.5.14.~16.
서울에서 개최됨.
 양측 대표단

1010

- 한국 측: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수석대표), 최대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 외무부,
재무부, 수산청 및 주수리남대사관 관계관
- 수리남 측: H. A. M. Guda 외무성 경제담당조정관(수석대표), 교통상공성, 농축수산성, 외무성 및
중앙은행 관계관
 정부대표단 주요 일정

- 공동위 제1차 회의, 외무장관, 농축산장관, 재무기획장관 예방, 수리남 측 주최 오찬, 공동위 제2차 회의,
한국 측 주최 만찬(11.18.)
- 합의의사록 작성, 상공차관 예방, 군참모총장 예방, 합의의사록 서명 및 폐회(11.19.)

2. 회의 결과
 기술협력

- 한국 측이 1988년에 예산 한도 내에서 1985~86년 수준인 5명 규모의 연수생 초청훈련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수리남 측은 사의를 표하고, 효율적인 연수생 선발을 위해 과거 연수생 훈련 성과 검토에 관심을
표명함.
 어업협력

- 한국 측은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을 요청한 바, 수리남 측은 현재 인근 국가와도 협정 체결이 현안 문제로
되어 있어 용이하지 않으나 동 요청을 국가수산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 수리남 측은 새우 자원조사를 위한 양국 간 합동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어선 건조기술 훈련 등을 위한
한국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바, 한국 측은 동 분야 지원 검토 입장을 전달함.
 금융지원 협력

- 한국 측은 현재 3백만 달러의 전대차관을 수리남 측이 미사용 중임을 상기시키고, 1988.2.6.까지 동
차관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동 차관 사용 재연기는 불가함을 설명한 데 대해 수리남 측은 조속한 시일 내
동 차관 사용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1988년 추가 차관 신청을 희망함.
 교역 증진

- 한국 측은 수리남 측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시할 경우 구상무역에 의한 교역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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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6∼87년 한·트리니다드토바고 합동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함.
1.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6.1.24. Mahabir 주재국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동 합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4월 후반 자신의 방한이 편리하다는 요지의 외무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망했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3.12. 제2차 공관장회의 등으로 합동위원회의 4월 후반 서울 개최는 어려우므로
5.19.~24. 기간 중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동 합동위원회는 1985.7.23. 체결된 양국 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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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매 2년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무장관 명의 공한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을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대사 명의로 제안하도록 지시함.
 주동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6.3.14. 구술서로 5.19.~24. 회의 개최를 제의한 바, 주재국
외무성은 3.31. 동 합동위원회 개최를 1986년도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의하는 공한을 회신함.

2.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7.7.8. 주재국 외무성은 공한으로 경제계획 전문가 한국 파견 등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주재국에 제안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7.15. 동 회의 개최 시기를 11월 중으로 주재국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함.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외무성 Permanand 정무국장과의 오찬 시 동 국장은 외상의 극동 방문
계획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양해되었다고 언급하는 한편 주재국 측은 현재로서는 외상 방한과
합동위원회 개최를 별도로 간주하지 않고 외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합동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함.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7차. London, 1987.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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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87.9.24.~25. 런던에서 개최됨.
 대표단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재무부, 보사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및 주영국대사관 관계관 등
- 영국 측: J. A. Cooke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 외무부 및 상공부 관계관 등
 동 회의 기간 중 동 회의의 일부로 별도의 과학기술 분야 회의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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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결과
 지적소유권 대EC(구주공동체) 동등보호

- 영국 측은 동 문제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고, 특히 의약 및
화학 분야의 제법특허 보정 허용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행정지도 보호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등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입법보호사항
(보정 허용)은 국내 정치, 입법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동등대우 부여가 어려움을 표명함.
 영국 증권회사 서울사무소 추가 설치

- 영국 측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3개 영국 증권회사의 서울사무소 추가설치 허가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기 진출 외국 증권회사 서울사무소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보험시장 개방

- 영국 측은 최근 한국의 대미국 보험시장 추가 개방을 거론하고 상응한 대우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보험시장 개방 관련 지침을 마련 중으로 원칙적으로 차별대우는 없을 것임을 밝히고, 양측 관심사항을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것을 제의함.
 교역 증진

- 영국 측은 한국의 수입자유화 등 시장개방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개방조치에 역행하는 비관세장벽이
상존함을 지적함.
- 한국 측은 컬러 TV 쿼터 증량을 요청한 데 대해 영국 측은 1987.11월 한·영 전자협상 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과학기술 협력

- 양측은 한국 Post-Doc.의 영국 파견 증대를 위한 사무소 운영, 18개 공동연구사업 추진,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대영국 연수에 합의함.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1 사전준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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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의 1987.6.29.∼30. 워싱턴 개최를 추진함.
1. 미국 측 제의 일정 및 검토 의견
 한·미 경제협의회: 1987.6.29.~30.
 한·미 경제협의회 산하 5개 소위원회 중 한·미 무역소위원회: 1987.6.25.~26.
 양국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대미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비추어 동 협의회 개최를 반대하며,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9월 이후로 연기를 희망하나, 미국
측의 3월 중 포괄적인 시장개방 문제 협의회 개최 제의를 한국 측이 거부한 바 있음에 따라 6월
말 무역실무회의 개최를 재차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측 제의 일정 수락이 바람직함.

2. 정부대표 임명 및 회의 대책 수립(6.12.)
 오재희 외무부차관(수석대표), 박유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교체수석대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11개 관계부처 관계관

- 오재희 차관은 동 협의회 종료 후 7.1.~3. 과테말라 방문
 무역, 과학기술, 투자, 고용 등 한·미 양국 간 경제 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와 협력 증진 방안이
토의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대표단은 한·미 간 원만한 경제·통상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촉구함.

3. 외무부 작성(6.10.) 의제별 상호 제기사항에 관한 자료 요지
 경제 현황 및 전망

- 한국 측은 국제수지 흑자 적정 관리대책 설명
 무역

- 미국 측은 컴퓨터, 소고기 등 시장개방, 저작권법 등 301조 후속조치 문제를 제기 예정, 한국 측은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문제 등 거론
 에너지

- 미국 측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및 핵연료 공급 문제 등을 거론 예정, 한국 측은 알래스카산 원유
도입 문제 등 거론
 과학기술

- 금년 하반기 중 과학기술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는 한국 측의 입장
표명을 청취하고, 미국 측의 구체적 대응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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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침임에 따라 동 협의회의 정례 개최가 바람직하며, 매년 6, 7월경 개최가 관례화되어 있음.
 상공부는 1987.4.18.~21. 개최 예정인 한·미 통상장관회담 시 시장개방 문제 등이 협의될 것임에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2 사전준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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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7.6.23. 워싱턴에서 6.29.∼30. 개최 예정인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참가 대책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1. 수석대표(오재희 외무부차관) 출장 개요
 방미 일정
1014

- Huntsville 금성사 공장 시찰, 경제협의회 주재(6.29.~30.), Armacost 국무부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Washington Post 기자 인터뷰
- 7.1.~3. 과테말라 방문, 부통령(또는 대통령) 및 외상 등 예방

2. 의제
 양국 경제 현황 및 전망, 다자간 문제(우루과이 라운드)
 한·미 경제관계

- 무역, 기업 활동 및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협력, 어업, 교통(항공 및 해운)
- 경제구조 조정문제 등

3. 양측 주요 관심사항
 미국 측 관심사항

- 컴퓨터, 소고기 등 시장개방(담배 문제와 관련 금번 협의회시 까지 긍정적 조치가 없으면 협의회 직후
301조 조사 발동 가능성 제기)
- 보험, 저작권 등 301조 후속조치
 한국 측 관심사항

- 반도체 등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 최근 미국 노조의 청원 관련 GSP(일반특혜관세) 문제
- 미국 의회의 통상입법 동향 등

4. 기타
 동 협의회 산하 무역실무위원회가 동 협의회 개최 직전 6.25.~26.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

- 한국 측 수석대표: 상공부 통상협력관
 홍보 문제

- 필요 이상으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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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에서 1987.6.29.~30. 개최된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결과임.
 대표단

- 한국 측: 오재희 외무부차관(수석대표) 등 14명
- 미국 측: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수석대표) 등 24명
 한국 측 제기사항

 미국 측 제기사항

- 고급 소고기 등 농산물, 담배, 광고, 보험, 항공, 해운 분야 등 시장개방
- 상기 시장개방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
 평가

- 한국의 책임과 의무 강조 등 양국 경제 관계를 대등한 차원의 협력관계로 취급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이
부각됨.
- 조용한 대화를 통한 통상마찰 해소 방안에 의견이 접근함.
- 분야별 실무협의를 1987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301조 청원 등 즉각적인
공개적 통상마찰 재연을 피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속 협의하기로 함.
- 미국 측은 한국의 개방 노력을 일반적으로는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 노력은
상금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간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여전히 내재함.
 수석대표 활동

- 오재희 차관은 상기 협의회 참석 후 미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 Sigur 차관보, 마츠나가 상원 무역
소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양국 통상 문제 및 미 의회 보호주의 입법 동향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함.

2. 외무부는 1987.7.22.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7.10.자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협의한 바에
따라 아래 요지의 분야별 후속 조치 일정을 확정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는 데 대한 의견을 요청함.
 미국 측 대표단

- USTR(미국무역대표부) Kristoff 부대표, 상무부, 농무부 담당관 등
 협의 일정

- 담배 문제(7.29.~30. 재무부), 보험 문제(7.31. 재무부), 농산물 문제(8.3. 농림수산부), 광고 문제(8.4.
문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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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통상입법 동향에 대한 우려 표명
- 철강 등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 및 국제수지 흑자관리 대책 설명
- 과학기술 협력 강화, KAL의 시카고 취항 문제 등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 V.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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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1987.6.29.~30. 개최 예정인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에 대비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수석대표용 자료 목록임.
1. 일정
 일정 개요, 세부 일정, 항공 일정
1016

2. 대표단
 한국 측 대표단 명단, 미국 측 대표단 명단

3. 의제
 의제별 제기 사항 및 발언자

4. 주요 인사 면담 자료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 Armacost 국무부 정무차관, Sigur 국무부 차관보, Armitage 국방부 차
관보, Matsunaga 상원 무역소위원장, Gibbons 하원 무역소위원장

5. 연설문
 개회사, 폐회사, 오찬 시 인사

6. 참고 자료 및 별책
 한·미 통상 현황 및 한국의 대응, 금성사 헌츠빌 공장 현황, 의제별 영문 언급 요지, 한·미 통상
쟁점별 한국 입장 홍보자료, 기자회견 자료 등

한·인도 [민간] 경제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6차.
New Delhi, 19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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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987.8.11. 외무부 앞 아래 내용의 공문을 통해 9.7.~9.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한·인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경제협력사절단 계획을 통보하고, 주인도대사관에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978년 인도의 유력 경제단체 중의 하나인 CEI(Confederation of Engineering
Industries)와 공동으로 동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례 합동회의를 개최함.
 한국 측 참가 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양국 간 교역 확대, 국제 입찰에서의 협력 강화, 인도 경제개발에의
참여 문제 등이 주요 의제임.

바, 동 공동성명서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국 측에서는 신동원 주인도대사 외 20명, 인도 측에서는 40명의 기업인이 동 회의에 참석함.
 양측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유의하면서 양측 간 협력이 남남협력의 정신을 준수해야 함에 동의함.
 양측은 양국 간 교역이 현재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음에 유의하고, 품목 다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한국 정부 및 업계의 무역 다변화 조치 및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인도대사관은 1987.9.8. 동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 등 회의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한

1017

한·일본 민간 합동경제위원회 회의, 제19회. 제주,
198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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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본대사관은 1987.4.10. 한창식 공사의 일·한 경제협회 다카하시 전무이사 등 간부진과의 정기
오찬 및 제19차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 대한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일·한 경제협회에 의하면 4.20.~22.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동 회의에 일본 측에서는 사이토
경단련 회장, 고토 상공회의소 회장, 이시하라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미무라 일본무역회 회장
및 교기우라 일·한 경제협회 회장 등 재계 유력인사 60명을 포함하여 약 130명이 참석 예정임.
 동 회의는 과거 18차에 걸쳐 개최되어 왔으나, 일본 경제계의 주요 4단체장이 동시에 외국에
1018

여행하는 것은 최초로 일본 경제 및 재계가 최근의 국제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동 회의 주요 일정

- 전체회의(4.20.), 분야별 분과회의, 전체회의, 공동 기자회견(4.21.), 친선 골프대회(4.22.)

2. 사단법인 한·일 경제협회는 1987.4.24.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금번 합동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함.
 동 회의에서 최초로 분과회의 방식을 채택하여 회의를 진행함.
 동 분과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능공의 일본 연수 확대, 한·일 기술이전 세미나 개최, 방일
수출촉진단 파견 확대, 방일 투자유치단 파견, 방일 부품개발협력단 파견 등에 양측이 적극
협력할 것임에 합의함.

한·노르웨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Oslo, 19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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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87.6.3.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9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합동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참석자
 한국 측: 이은택 경제협력위원장 등 민간대표 25명,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노르웨이 측: Sommerfelt 경제협력위원장 등 정부 및 민간 대표 38명
1019
 한국 측에서 주노르웨이대사, 노르웨이 측에서 공업성 정무차관이 각각 축사
 양국 간 교역 및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제10차 합동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특기 사항

- 노르웨이 측은 한국의 수입자유화 및 시장개방정책을 평가함.
- 노르웨이 측은 한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수산물 할당관세 차별적용 폐지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동 회의 및 Nor-Shipping 1987 전시회 참가 대표단을 위한 6.4. 주노르웨이대사 및 조선공업협회장
공동 주최 리셉션에는 공업상 등 노르웨이 정부, 경제, 언론계 인사 250명이 참석함.
- 동 회의는 한국 조선공업협회의 선박전시회 참가와 병행하여 개최됨으로써 회의 성과가 제고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결과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7차. 서울, 198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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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986.10.8.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관에서 개최된 제7차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결과 보고서 책자를 외무부에 송부해 온 바, 동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참석자
 한국 측: 정수창 대한상공의소 회장, 이수영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실업인 40명
 필리핀 측: Adriano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실업인 13명
1020

2. 회의 결과
 Jose Concepcion 필리핀 상공장관은 동 회의에서 기조연설
 의제

- 양국 경제 현황
-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증진 방안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 채택

-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교역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교역확대 가능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함.
- 양측은 식품가공, 의류, 전기기구, 전자제품, 신발, 펄프 및 목재 분야 등의 중소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함.
- 필리핀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의 축적된 기술과 개발경험을 결합하는 합작투자를
증진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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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1차.
서울, 1987.9.1.- 4. 전3권 V.1 사전준비I
(1986.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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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9.1.~4.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함.
1. 이상옥 주제네바대사의 1986.11.14. 신임 인사차 ILO(국제노동기구) Francis Blanchard 사무총장
예방 시 동 사무총장은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가 1987.4.22.~24. 로마 개최 유엔 산하 각 기관장회의
이전 또는 5월 상순에 개최된다면 자신이 직접 동 회의 참석차 방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2. 노동부는 1987.3.30. 외무부에 동 회의 시기(1987.9.1.~4.) 및 아래 의제를 ILO 사무국 및 아·태지역
사무소에 통보하고, 관련 ILO 측 의견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Issues on the Employment(Employment in Rural Sector and Small & Medium Sized
Industries, Technological Change and Employment 등 토의)
 ILO Technical Activities in the Region

3. 주제네바대표부 안 공사는 1987.4.23. ILO Jain 사무차장 및 Khanna 아주국장의 요청으로 상기 의제
관련 협의를 시행한 바, ILO 측은 한국 측 제시 의제를 Issues of Employment(Structural Change of
Employment 등 토의) 및 Activities in the Region으로 수정 제의하고, 수정 이유로 고용 문제를 각국의
국내 고용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보다 보호주의라는 세계적 환경의 문제로 거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동 회의의 국제적 성격상 적합할 것임을 설명함.
4. 노동부는 1987.5.11. 외무부에 의제 관련 ILO 측의 제의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는 한편 6.2. 동 회의 참가
초청장 및 안내서를 대상국 노동장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5. 외무부는 동 회의 관례상 전차 회의 주최국 장관이 차기 회의 개막 시 임시의장직을 수임함을 고려하여
1987.7.30. 주호주대사에게 호주 노사관계부장관의 동 회의 참석 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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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외무부는 1987.2.4. 동 회의 개최 시기를 9.1.~4.로 검토 중임을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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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1차.
서울, 1987.9.1.-4. 전3권 V.2 사전준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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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8.6. ILO(국제노동기구) Khanna 아주국장은 9.1.~4.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에 한국과 미수교 상태인 국가들의 참석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구 중공) 및
몽골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남예멘, 시리아 및 베트남으로부터는 참가 여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2. 노동부가 1987.8월 작성한 동 제11차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아래와 같음.
1022

 개최 목적

- 지역 내 국가 간 노동 분야 협력 강화
- 한국의 ILO 가입 기반 확충
- 한국의 발전상 및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
 개최 경위

- 동경에서 1983.1월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회의의 서울 개최를 결의
- 호주에서 1985.10월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서울 개최를 재확인
 개최 기간 및 장소: 1987.9.1.~4., 신라호텔
 의제

- 고용 문제(고용의 구조적 변화, 농촌 고용의 증진 등)
- 지역 내 ILO 활동
 참가국 및 인원

- 대상국 49개국 중 35개국 대표 등 150여 명 참가 예상
 주요 일정

- 부총리 주최 환영 리셉션(8.31.)
- 개회식,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본회의, 이헌기 노동부장관 주최 만찬(9.1.)
- 본회의, 분과위원회(9.2.)
- 분과위원회,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올림픽 주경기장 시찰(9.3.)
- 본회의, 폐회식(9.4.)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1차.
서울, 1987.9.1.-4. 전3권 V.3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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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7.9.5. 작성한 제11차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결과 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1987.9.1.~4., 신라호텔
- 28개국 대표 91명,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및 관계관,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 등 참가
- 의장단: 이헌기 노동부장관(의장), 사우디, 호주, 스리랑카 노동장관 및 필리핀 노동차관(부의장)
 한국의 ILO 가입 관련 공동성명서 내용

 차기 회의 개최지

- 유치 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국가가 없음에 따라 1988년도 ILO 총회 기간 중 회원국 대표 간
회합을 통해 재협의하기로 함.

2. 동 서울 회의에 참석했던 ILO 당국자는 요르단, 뉴질랜드, 인도 및 태국이 1989년 차기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를 주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외무부는 1988.3.24. 동 4개국 주재 공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주재국 노동관계 부처를 접촉하여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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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ference noted the wish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ek membership in the ILO. Mindful
of the principles of universality, it recognized the need to foster an environment for theses countries
wishing to join the ILO to realize their aspiratio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금차 회의는 한국의 ILO
가입 희망에 유의하며, 보편성 원칙에 따라 가입 희망국들의 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함.)

중남미 8개국 정상회담, Acapulco(멕시코)
1987.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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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등 중남미 8개국 정상은 1987.11.27.~28.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평화, 개발 및 민주주의를 위한 Acapulco 협약)을 채택함.
1. 배경
 중남미 국가들은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만성적인 외채 문제에 직면 중인 바,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3개국은 1987.9.24. 뉴욕에서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1024

공통 인식하에 정기적인 회합을 갖기로 합의함.
 중남미 국가들은 1987.10월 우루과이 및 11월 워싱턴에서 라틴아메리카 8개국 외상회의를 개최하고,
외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 모색을 협의하는 한편 미국의
영향력 탈피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서 동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함.

2. 공동선언 내용
 아카풀코선언은 60개 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자율 인하 및 외채에 대한 자원의 제한적 이전,
지역 개발계획의 계속적 추진 허용 및 IMF(극제통화기금) 정책 재검토 모색 등으로 구성됨.
 외채 문제에 관하여 상환능력에 따른 외채 이자율 설정, 지불상환선 설정, 개발차관, 이자의
재투자 및 이자 지불로 인한 외화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모색과 개도국의 자립
성장을 가능하게 할 IMF 정책 변화를 위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함.
 정상회담을 제도화하여 역내 협력 체제를 확대함으로써 타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압력과 의존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창설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함.
 선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1962년 OAS(미주기구)에서 축출된 쿠바의
복귀가 결정됨.

3. 회담 결과 평가
 이자율 문제에 관하여 400% 정도의 고정 이자율 및 공동전략 수립을 주장한 아르헨티나 등
강경국가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각국 경제 현실에 입각한 개별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는 멕시코 등 온건국가의 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역외에서는 동 선언이 실질적 성과 도출보다는
외교적 수사에 그친 것으로 평가함.
 참가국들은 미국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을
평가함.

WEF(세계경제협의회) 세계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87.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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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스위스대사관은 1986.10.20. EMF(European Management Forum, 최근 World Economic Forum으로
개칭) 측이 1987년도 심포지엄을 주재국 Davos에서 1987.1.29.~2.4.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에서는 김만제 부총리 및 업계대표 12명의 참석을 초청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6.12.22. 주제네바대표부에 Davos 심포지엄에 당초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987년 초 국내 일정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나웅배 상공부장관이 참석 예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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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WEF(세계경제협의회) 세계경제지도자회의

- 동 회의 기간 중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보스 심포지엄 개최
 한국 측 참가자

- 나웅배 상공부장관,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기업인 7명 등 총 14명의 국가대표단
 주요 활동

- 국가대표단(한국, 말레이시아 및 호주)으로 총회 토의에 참가
- 세계경제지도자회의 참석
- 한국 경제에 관한 특별세미나 개최
- 각국 정부 인사 및 기업인 초청 오찬 주최
- 스위스 경제상 면담
- 자동차부문 그룹회의(Automotive Summit) 참석
 1987.1.30.~2.1. 개최된 세계경제지도자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48개국 및 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으며, 1986년 세계경제 성과 및 향후 전망,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환율 불안정, 개도국
외채문제 등을 논의함.
 1987.1.31. 개최된 한국 경제정책에 관한 특별세미나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41명이 참석함.

- 최근 한국 경제 운영 실적 및 향후 전망 제시
- 한·유럽 간 무역, 투자 및 기술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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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회의 참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말레이지아의 남남협력위원회 (South Commission)
설립관련 기여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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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남남협력위원회(South Commission) 설립 관련 1986∼87년 한국의 기여금 지원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주말레이시아대사의 관련 보고(1986.5∼6월)
 제2차 제3세계학회(Second Summit of Third World Scholars and Statesmen)가 5.5.부터 4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에는 Mahathir 주재국 수상을 포함한 제3세계 120여 명의 정치인, 기업가,
1026

학자 등이 참석함.
 말레이시아 수상은 5.5. 개회사를 통해 개도국의 공통 당면과제인 1차 산품 가격 하락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도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남남협력, 인종차별 철폐, 1차 산품
가격 하락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될 예정임.
 동 회의는 5.9. 개발 문제에 관한 남남협력위원회(South Commission)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동 준비위원장에 주재국 수상을 추대하였으며, 동 준비위원회는 1986.9월 하라레 비동맹정상회의
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까지 존속함.
 Rithaudden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6.3. 말레이시아 주재 제3세계 공관장(심기철 주말레이시아
대사 포함)을 초치하여 남남협력위원회 구성 배경 및 목적 등을 설명하는 구상서를 수교하고,
동 위원회에 대한 아래 기여금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략 5~6백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며, 부유국은 10만~100만 달러, 기타 국가는
5천~1만 달러의 기여금 부담을 희망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Yeo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는 6.27.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를 방문하여 동 위원회 설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Mahathir 수상의 대통령 앞 관련 친서를 전달해 온 바, 외무부는
7.15. 한국의 지원에 대한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Yeo 대사는 7.28. 유종하 제2차관보를 방문하고, 동 위원회 의장에는 Nyerere 전 탄자니아
대통령이 추대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희망하는 것은 정신적 지원(moral support) 및 정치적
지원 공약으로 위원회 구성에 소요될 기금 중 일부는 이미 제3세계학회재단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제공할 것을 공약하였다고 언급함.
 외무부 경제국장은 8.13.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를 초치하여 동 위원회 설치를 지지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Mahathir 수상 앞 친서를 전달하고, 외무부는 11.10. 동 위원회에 대해 한국의 기여금
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기금 기탁 국가: 말레이시아(40만 달러), 제3세계재단(40만 달러)
- 재정지원 구두약속 국가: 중국(구 중공), 베네수엘라(40만 달러),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심기철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2.8. 이임 인사차 Mahathir 수상을 예방한 기회에 동 지원의사를
전달한 바, 동 수상은 한국 대통령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손장래 신임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7.2.9. Mahathir 수상에게 동 위원회 기여금 20만 달러를
전달하였으며, 동 수상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를 통해 3.17.자 대통령 앞 감사 친서를 전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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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제사절단 아프리카 및 이집트 순방,
1987.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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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상공회의소는 1987.3.26. 외무부에 차상필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아프리카 경제사절단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협조를 요청함.
 파견 기간 및 방문국: 1987.4.20.~5.7.,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파견 목적

- 양국 간 민간경협위원회 또는 양국 실업인 합동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역확대 및 합작투자 증진 방안
협의, 주요 정·재계 인사 예방 및 거래 상담을 통해 대아프리카 진출 방안 모색
1028

 현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외무부는 1987.3.27. 주가나대사에게 주요 인사 면담 주선 등을 훈령함.

- 주가나대사대리는 3.31. 주재국 기업연합회 사무총장이 한국 사절단 방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
하였음을 보고
 대한상공회의소는 4.3. 외무부에 동 파견 대상국 추가 및 변경 일정을 통보

- 자이르 추가에 따라 방문 기간도 4.20.~5.8.로 변경

2. 대한상공회의소는 1987.5.30. 외무부에 아래 내용의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귀국 보고서를 송부함.
 사절단 개요

- 파견 목적: 합작투자 증진, 기술협력 등 경협 증진, 양국 간 경협위원회 개최, 정·재계 고위인사 면담,
산업 시찰
- 순방국: 자이르(4.22.~24.), 나이지리아(4.24.~27.), 가나(4.27.~29.), 케냐(4.29.~5.2.), 이집트(5.3.~6.)
 순방국별 주요 활동

- 경협위원회 개최, 주요 인사 면담, 산업 시찰, 상담 활동
 순방국 경제 개황
 한국과의 경협 현황
 현지 공관 및 순방국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
 건의 사항

-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업 수행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는 대외투자사업단 설립 요청
- 자동차 정비업, 각종 수리업, 소규모 가내공업 등 자영업 중심의 기능인력 진출 확대
- 대규모 플랜트 또는 기술집약적 분야 투자보다 중소기업에 의한 적정 규모 진출 추진
- 박람회, 국제입찰 등에 적극적인 참여

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전2권
V.1 1차 방문, 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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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26.~29. 가이아나에 제1차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가이아나 정부는 친북한 정책에 따라 1978년 이래 한국과의 관계를 동결해 온 바, 1985.12월
Hoyte 대통령의 취임 이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으로 가이아나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함.
 북한은 구상무역 형식으로 보크사이트 수입 및 3,000k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 중으로 정부는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동 사절단 파견을 추진함.
 정부는 1986.9.3. 겸임 공관인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하여 가이아나 정부에 민관 합동 경제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보한 바, 가이아나 측은 1987.1월 중 접수가 가능함을 회신하여 외무부
미주국장을 단장으로 상공부,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과 대우 등 기업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함.

2. 정부 훈령
 가이아나와의 관계 정상화 및 우호 증진 방안을 협의함.
 상호 이익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실질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홍보,
유력 인사 방한 추진을 교섭함.

3. 방문 결과
 외상, 외무차관 및 기획개발 부수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여 Jackson 외상에게 최광수 외무부
장관의 서한을 전달하고, 외무차관을 방한 초청함.
 가이아나 정부와 자원 분야, 보크사이트, 농업, 수산 등 7개 분야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협의함.
 제2차 사절단 파견 및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상주 공관 설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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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 보크사이트 및 목재 수입 가능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이아나 측이 한국 경제협력사절단

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전2권
V.2 2-3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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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년 중 제2차 및 제3차 경제협력사절단을 가이아나에 파견함.
1. 제2차 사절단 파견(1987.5.31.~6.4.)
 제1차 사절단 방문 후 가이아나 대통령실 대외경제 협력 담당(차관급)이 5.3.~6. 한국을 방문하여
후속 사절단 방문 문제를 협의한 바, 정부는 외무부 미주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외무부, 재무부
및 수산청 등 관계부처와 대우, 조선내화 등 기업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고, 아래와 같이
1030

훈령함.

- 양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의 적극적인 추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협의, 가이아나가 희망하는 차관 또는
대외협력기금 제공을 위한 현지 여건 및 타당성 조사
-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각료회의 관련 교섭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부수상, 외상 등 주요 인사 면담 및 업체별 상담 추진
- 양국 관계 정상화 추진에 합의
- 보크사이트 수입계약 체결, 가이아나 원목 및 한국 자재의 구상무역 원칙 합의, 수산관계 협력 가능성
타진, 휴지 공장 건립, 어선 건조 문제 상담 등

2. 제3차 사절단 파견(1987.8.30.~9.3.)
 정부는 주미대사관 공사를 단장으로 하여 외무부,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사기업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함.
 정부 훈령

- 유엔 총회에서의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 정상화 및 가이아나 고위인사 방한 추진
- 양국 간 통상 및 경협 추진 방안 협의
- 제42차 유엔 총회 관련 정부 입장 및 한반도 정세 설명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Jackson 외상 면담 시 가이아나 측은 가이아나를 겸임 중인 주베네수엘라대사의 아그레망 신청 시 양국
관계 정상화 관련 진지한 검토 의사 표명
- 유엔에서 양국 외상회담 개최 및 외상의 적절한 시기 방한에 합의
- 가이아나 대통령은 한국 사절단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만족을 표명하고,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하여도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
- 금광 공동개발 등 상담 진행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아주 및
나이지리아 순방, 1987.9.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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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1987.9.4. 외무부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동 조사단의
대상국별 방문 일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9.8. 재무부에 상기 실무조사단 파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구 버마) 및
나이지리아 4개국에 대한 국별 교섭 추진 상황을 회신함.
 외무부는 9.10. 상기 4개국 대사관에 각국별 경협사업에 대한 사전질의서를 송부함.

2. 정부는 9.17. 외무부 이석조 경제협력2과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 상공부
 파견 목적: 지원 요청 사업의 확인, 조사 및 정책 협의
 파견 대상국 및 기간: 나이지리아(9.20.~22.), 네팔(9.25.~28.), 미얀마(9.28.~10.1.), 인도네시아
(10.2.~6.)
 정부 훈령

- 요청국 정부의 당해 사업 추진 의사 및 준비 상황 파악
- 당해 사업의 실시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한 정책 협의 시행
-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대상국별 중점 점검사항에 의거한 점검 시행

3. 실무조사단 방문 결과 보고서 요지
 국별 지원요청 사업 개요, 차관 규모 및 조건 협의 내용, 현장 방문 결과, 향후 추진 예정 사항
 종합관찰 및 건의사항

- 기금 지원 방침 결정 시 경제적 실리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치, 외교적 고려가 필요함.
- 현행 기금의 차관공여 조건은 국제금융기관과 여타 선진국들의 개발차관 조건보다 불리한 바, 차관 조건의
완화 조치가 요망됨.
- 중점 협력 대상국을 발굴, 선정하여 동 국가들에 대한 연차적, 중점적 차관공여가 필요함.
- 기금 운용상 공공연한 Tied loan을 지양하고, 대외적으로는 Untied loan이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업체의
진출과 연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수출입은행 예비 검토 시 대상사업 범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선정함.
- 향후 조사단 파견 시 조사단 규모 축소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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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관으로 구성된 8명의 EDCF 실무조사단을 임명함.

[민간] 경제사절단 중미 순방, 1987.10.17.-11.1.

| 87-095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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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경제사절단이 1987.10.17.~11.1. 멕시코,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및 도미니카
공화국을 아래와 같이 방문함.
1. 멕시코(10.17.~21.)
 안시환 한-멕시코 경협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무역, 섬유, 전자 등 업계 대표 10여 명으로 구성
1032

된 동 대표단은 10.20. 약 60명이 참석한 한·멕시코 민간 경협위원회 제12차 합동회의를 개최함.
 양국 간 교역 확대, 합작투자 촉진, 한국의 IDB 가입 지지, 한·멕시코 경제협정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2. 코스타리카(10.21.~25.)
 차상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 대표단은 경제성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산업단지를 시찰함.
 양국 실업인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의정서에 서명함.

3. 자메이카(10.25.~28.)
 백영기 동국무역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 대표단은 부수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지대 내 한국
투자기업을 방문함.
 한·자메이카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합동회의를 개최함.

4. 도미니카공화국(10.28.~11.1.)
 차상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 대표단은 상공장관 등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수출자유공단을 시찰함.
 한·도미니카 실업인 합동 간담회를 개최함.

아르헨티나 경제사절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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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사절단이 1987.6.9.∼13. 방한함.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6.9.4.~5. Cordoba주를 방문하여 Angeloz 주지사를 면담하고,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민관 사절단 방한 문제를 협의하였음을 9.9. 보고하면서 동 주지사가 집권당
유력 인사로 1989년도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사절단 방한 시 각별한
배려를 제공할 것을 건의함.
1033

방한하는 주지사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예방 주선을 건의하는 한편, 5.24. 정관용 대통령 특사의
아르헨티나 방문 시 전달한 대통령 서한에 대한 알폰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답신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며,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을 통하여 대통령 예방을 신청 중이라고 보고함.
3. 동 사절단은 1987.6.9.~13.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을 예방하는 한편
새마을본부, 대우자동차 공장, 상공회의소를 방문함.
4. Angeloz 주지사는 1987.6.12. 대통령 예방 시 알폰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함.
 아르헨티나 외국 이민자의 60%가 한국인이며,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나, 한국의 미국산
곡물 및 소고기 수입 결정으로 아르헨티나 곡물 및 소고기 수출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국제무대에서 아르헨티나의 한국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Malvinas(Falklands) 분쟁 시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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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7.5.9. 보고를 통해 60명 규모의 Cordoba주 민관사절단이 6.9. 방한 예정으로

콜롬비아 관민 경제사절단 방한, 1987.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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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관민 경제사절단이 1987.7.6.∼14. 방한함.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7.6.10. Barco 콜롬비아 대통령은 1986.8월 취임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987.9월로 예정된 자신의 방한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Enrique
Penaloza 경제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보고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건의함.
1034

 Barco 대통령은 1984년 방한한 경험이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 1986.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제외하고, 한국을 최초의 해외 방문 국가로 결정함.

2. 외무부는 동 사절단의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함.
 주요 인사 예방 외 7.10.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회의 개최를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현안인 합작투자, 경제협력 및 통상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콜롬비아 측이 구상 중이거나 현안인 사업 분야는 수리조선소, 정유공장 등 건설, 섬유·봉제
분야 합작투자, 잠업, 잠사 협력사업, 수산협력사업, 콜롬비아산 커피 수입 등에 관해 검토함.

3. 동 사절단은 방한 중 외무부차관 등 외무부 간부, 경제기획원 차관 등 경제부처 인사를 예방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KDI 및 KAIST 한국 경제 발전 경험에 관한 세미나 참석 및 산업 시설 시찰 등 일정을 가짐.
 한국은 담배 제조 기술자 파견, 잠업 협력 제공에 동의함.
 한국 전문가 파견 및 양국 무역기관 간 협력 체결을 추진하고, 조선수리소 합작투자 관련 현대
중공업 측이 제시한 안을 콜롬비아 측이 검토하여 대통령 방한 시 합의 문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함.

인도 경제사절단 방한, 1987.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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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사절단이 1987.9.14.~19. 방한함.
1. 방한 경위
 강경식 특사의 1987.4월 인도 방문 시 라지브 간디 수상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위하여 고위 경제사절단을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언급함.
 인도 Tiwari 외무장관의 1887.5월 방한 시 인도 측은 동 사절단 방문 계획을 언급함.
 주인도대사는 5.25.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이 고위 경제사절단을 조만간 한국에 파견할 것임을

사절단을 파견함.

2. 방한 결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수석비서관, 외무부차관 등 정부 인사들을
예방하고, 인도 철광석 수입 증량, 한국 수주 선박 구매 승인, 현대건설의 Paradip 항만 확장
사업 참여 및 해운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함.
 KDI의 한국 경제 현황 및 주요 정책 브리핑, 울산 산업단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10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통보해 왔음을 보고하였으며, 양측 간 일정 조정을 통해 1987.9월 중 방한에 합의함.
 인도 측은 Y. K. Alagh 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관급)을 단장으로 산업개발성 차관 2명으로 구성된

이헌기 노동장관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방문,
1987.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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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기 노동부장관은 1987.6월 제네바 개최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귀로에 6.9.~14.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를 방문함.
1.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노동부장관을 예방하고, 1982년 양국 간 합의에 의하여 한국 노동부가 제공하여
건립 중이던 칼리만탄 소재 직업훈련원 건설 현장을 방문함.
1036

2. 인도네시아 방문 전 싱가포르를 경유, 한국 건설 업체들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함.

이규호 건설부장관 필리핀 방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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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규호 건설부장관은 한·필리핀 건설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7.5월 중 필리핀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 공공사업성장관 명의의 이규호 장관에 대한
필리핀 방문 초청장을 접수함.
2. 동 장관의 1987.5.25.~27. 필리핀 방문 준비 자료 현황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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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리핀대사관의 5.13.자 작성 방문 일정(안)
 외무부가 노동부에 송부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예방 자료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미국 방문,
1987.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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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87.2.25.~27. 워싱턴 개최 IBRD/IMF(세계은행/국제
통화기금)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함.
1.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세계은행 총재 및 IMF 총재가 1987.2.5. 공동 명의로 동 워싱턴 개최 심포지엄에
부총리의 참석을 초청하는 한편 아래 기조연설 시행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1038

 심포지엄 제목: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조정
 목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전략 토의
 참석자: 각국 장관, 중앙은행 총재, IMF 및 세계은행 이사, 학계 및 금융계 인사

2. 주미국대사는 1987.2.13. 부총리의 미국 방문 중 면담 등 활동 일정 추진 계획을 아래 보고함.
 2.24. Baker 재무장관, Yeutter 통상대표, Bentsen 상원 재무위원장 면담
 2.24. 부총리 주최 IMF/IBRD 직원 초청 오찬
 2.25. 주미 특파원 만찬
 2.26. IMF/IBRD 총재 면담

3. 정부는 동 심포지엄 참석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대표단: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출장 기간: 1987.2.23.∼28.
 목적: IMF/IBRD 심포지엄 참석 및 기조연설, 미국 주요 경제계 인사 면담
 훈령

-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홍보
- 한국 경제의 주요 목표인 안정, 개방 및 균형성장 시책의 추진 실적 설명

4. 부총리의 미국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2.24. 워싱턴 포스트 회견, 댄포스 상원의원 면담
 2.25. 뉴욕 타임스 회견, 코너블 IBRD 총재 및 캉드쉬 IMF 총재 면담
 2.26. 시티은행 회장 주최 조찬, 야이터 통상대표 및 베이커 재무장관 면담, IMF/IBRD 심포지엄
기조연설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1980년대 한국의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하여 안정화 시책, 시장기능
강화 및 균형 성장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함.

사공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미국 방문,
1986.12.4.-11.

| 87-096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73 / 7 / 1~32(32p)

사공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US Congressional Summit 참석차 1986.12.8.~9. 뉴욕을
방문함.
1. 외무부는 1986.11.17. 주미국대사에게 Bill Bradley 상원의원 등 미 의회 다수 중진의원이 참석 예정인
12.4.~5. 뉴욕 개최 US Congressional Summit on Debt and Trade 회의에 사공일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경제수석이 한국 경제에 관해 연설할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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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오찬 연설회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주관 12.8. 오찬
 로스앤젤레스 만찬 연설회

- World Affairs Council 주관 12.10. UCLA at Riverside University Club 만찬

3. 사공일 경제수석을 주빈으로 하는 오찬 연설회가 1986.12.8. 뉴욕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주최로 동 위원회 본부에서 개최된 바, 동 연설회에는 미국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제수석은‘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한·미 경제관계’제하로 20분간 연설하고,
40분간 질의응답을 가짐.
4. World Affairs Council 주최로 12.10.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만찬 연설회에서 경제수석은 한국의
경제정책, 한·미 경제 현안, 협력 증진, 한국의 정치, 경제, 남북 관계 및 올림픽 개최 등에 관해 설명한
바, 동 연설회에는 Council 회원 및 사업가 등 약 110명이 참석함.
5. 사공일 경제수석은 로스앤젤레스 방문 중 The Sun of San Bernadino지 및 The Press Enterprise of
Riverside지와 회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미국대사는 11.20. 주선된 연설 일정을 아래 보고함.

벨기에 경제관계 인사 방한

| 87-096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73 / 8 / 1~21(21p)

벨기에 개발협력청 Van Wambek 기술협력국장이 1987.7월 방한함.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7.3.27. 벨기에 측이 개발협력청 기술협력국장 등 경제관계 인사의 7월 중
아래 목적의 방한을 위한 일정 주선 등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함.
 창원 직업훈련원 등 방문 및 한국의 직업훈련원 제도 시찰
 직업 훈련 관련 양국 간 협력 가능성 모색
1040

2. 노동부는 아래 방한 일정을 주선 중임을 벨기에 측에 통보하도록 외무부에 요청함.
 7.13. 노동부, 과기처, 직업훈련관리공단본부, 직업훈련연구소 방문
 7.14. 외교부, 문교부, 정수직업훈련원, 중앙직업훈련원 방문
 7.15. 창원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방문
 7.16. 한국중공업 및 기계공단 방문

3. 벨기에 기술협력국장 일행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Vandenbulcke 기술학교장 외 1인 동행
 방한 목적

- 한국의 직업훈련제도 파악
- 창원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협의
- 양국 간 기술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모색
 체한 일정

- 7.13. 노동부, 공단본부 방문
- 7.14. 정수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방문
- 7.15. 창원훈련원 방문
- 7.16. 창원기계공단, 한국중공업 방문

가이아나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 87-0967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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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중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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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대통령실 Cecil Rajana 대외경제조정관이 1987.5.3.∼6. 방한함.
1. 외무부는 1986.11.24.∼12.2. 한국개발연구원 및 세계은행 경제개발연구원 공동 개최 예정인 한국의
무역 및 산업개발경험 연수 과정에 가이아나 대통령실 대외경제조정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은 10.27. 동 인사를 연수 참가자로 초청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온 바, 항공편 예약 등 사정으로 동 연수 과정에 참석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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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추진하여 1987.5.3.∼6. 아래와 같이
방한함.
 체한 일정

- 5.4.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차관 예방, 외무부, 동자부, 수산청, 산림청 관계관과의 경제협력협의회
참석,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대우 방문
- 5.5. 포항제철, 조선내화 방문, 올림픽 경기장 시찰
- 5.6.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면담
 방문 결과

-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 협의
- 한국의 제2차 민관경협사절단의 1987.6월 가이아나 파견 협의 추진
- 한국 기업의 대가이아나 투자 진출 및 구상무역 추진 합의
- 한국 수산업계의 대가이아나 진출 방안 협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동 경제조정관이 한·가이아나 경제협력 문제를 주관하는 인사로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스리랑카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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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73 / 10 / 1~144(144p)

스리랑카 경제 관계 주요 인사의 1984∼87년 중 방한 현황임.
1. R. N. Hapugalle 수출신용보험공사 사장 겸 스리랑카·한 친선협회장(1984.9.17.∼23.)
 Sitra 1984 참관 및 한국과의 경협 증진 협의를 위해 방한함.
 9.21. 상공부차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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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mini Dissamayake 국토개발부장관(1985.6.17.∼22.)
 서남아 경제사절단의 1984.12월 스리랑카 방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부는 스리랑카 국토
개발부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주스리랑카대사는 1985.3.11. 동 장관에 대한 건설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전달함.
 체한 일정

- 6.18. 농업진흥공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방문, 건설부장관 면담
- 6.19. 대우 방문,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및 인천건설기술교육원 시찰
- 6.20. 옥포조선소, 대우 부산봉제공장 시찰
- 6.21. 해외건설협회장 주최 만찬
 방한 성과

- 스리랑카에 대한 건설 진출 증대 계기를 마련함.
- 한·스리랑카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함.

3. Tilak Samarasekera 콜롬보 경제위원회 차관보(1987.9.14.∼26.)
 산업 시찰 및 경제계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한국의 대스리랑카 투자 촉진을 위해 방한함.
 체한 일정

- 9.15.∼19. 및 9.24.∼25. 서울 지역 소재 관심 업체와의 개별 상담
- 9.15.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 9.21. 부산 투자설명회 개최
- 9.22.∼23. 부산 소재 업체와의 개별 상담

미국 경제관계 인사 방한

| 87-096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73 / 11 / 1~118(118p)

미국 경제 관계 인사의 1987년 중 방한 현황임.
1. R. A. Nack사 Ryoo 수석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리노이주 통상사절단(4.14.~20.)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방문
 전자공업진흥원 방문, 세미나 참석, SIC 주최 리셉션 참석
 대우, 대우자동차부품공장 방문

 외무부차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재무부차관, 경제수석을 면담하여 양국 통상문제에 관한
미국 측의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대미 통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고, 담배, 농산물 등에서
추가적인 301조 발동이 확실시된다는 의견을 피력함.
 한국 측은 미국 농산물 수입 증대 노력 및 실적을 설명함.

3. Kristoff USTR 부대표보(7.28.~8.9.)
 담배, 광고 및 보험 문제를 협의하고, 경주 개최 세미나에 참석함.

4. 오리건주 Goldschmidt 주지사(10.22.~23.)
 부총리 예방, 오리건주 무역관 개관 행사 및 현대 등 기업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5. 웨스트버지니아주 Moore 주지사(11.1.~3.)
 미국 상품전시회 개막식 참석, 상공부장관 면담, 한미 경제협의회 방문, 리셉션 주최 등의 일정을 가짐.

6. Romer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플로리다주 무역사절단(11.8.~11.)
 상공부장관 및 전경련회장 등을 면담함.

7. 기타 인사 방한 활동
 인디애나주 Muncie-Delaware County 상공회의소 대표단(5.26.~31.)

- 수원시와의 자매결연 협의 및 현대, 대우 등 한국 회사 대표 면담
 Jeb Bush 주 통상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플로리다주 경제사절단(6.24.~27.)
 캘리포니아주 San Bernardino시 Wilcox 시장 일행(8.23.~28.)

-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추진 방안 협의
 인디애나주 Terre Haute시 Chalos 시장 일행(9.13.~17.)

- 전경련, 무역협회, 삼성물산 등 방문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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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ith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4.26.~28.)

한국의 대카메룬 원조 (무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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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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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6∼87년 중 카메룬에 대한 원조 현황임.
1. 카메룬 북서부에 위치한 Nyos 호수 인근에서 1986.8.22. 천연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카메룬
대통령은 8.25. 및 8.26.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200명에 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재민 보호, 전염병 방제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함.
 정부는 8.26. 외교부장관 명의, 8.28. 대통령 명의 위로전문을 발송하는 한편 9.10. 재해구호금
1044

3만 달러를 전달한 바, Biya 대통령 및 재해복구대책위원장인 내무장관은 감사 회신을 주카메룬
대사관에 송부함.
 미국, 영국, 서독, 이스라엘 등은 구조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피해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시행함.

2. 주카메룬대사는 1987.11.20. 보건부에서 정부 원조 앰뷸런스 7대 및 의약품 기증식을 개최함.
 동 기증식에는 보건장관 등 보건부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보건장관의 감사 연설, 대사의 기증사,
칵테일 등이 진행됨.
 Ngu 보건장관은 감사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파견 의사의 봉사 활동 및 한국 정부의 의약품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원조(무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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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5∼87년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카메룬에 대한 원조 현황임.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5.8.8. 주재국 청년국민운동담당특보는 지방 7개 지역의 청소년
협동마을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트랙터 7대, 랜드로버 차량 10대, 발전기 7대, 기타 체육기구 등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무상원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6.11.28. 주재국 과기처에서 외무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과기처장관에게
강조하고, 사의를 표함.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7.1.10. 주재국 대통령실에서 무상원조 차량 50대 기증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동 기증식에는 Kolingba 대통령, 외무장관, 기획장관, 각의담당 장관 등 정부 요인 50여 명이 참석함.
-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후의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관심을 표명함.

2. 카메룬에 대한 무상원조
 카메룬 빔보 병원의 개원 및 의료장비, 시설 지원 기념행사가 1985.8.6.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에는
보건장관 등 정부, 의료계, 주민 대표 등 100명이 참석함.
 카메룬 내무부는 1982년 한국이 기증한 바 있는 경찰용 통신장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VHF Radio Telephone 25대 등 지원을 요청함.
 카메룬 경제기획부 및 공보부는 1985.12월 주중앙아대사 앞 공한으로 1994년도 중부아프리카
경기대회를 주최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2만석 규모의 종합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동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한국 전문가 파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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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등사기, TV, 비디오 각 1대를 기증하였으며, 과기처장관은 동 품목들이 긴요한 장비임을

한국의 대가나 원조 (무상원조)

| 87-097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73 / 15 / 1~98(98p)

정부의 1986∼87년 중 가나에 대한 무상원조 현황임.
1. 직업훈련소용 기재 지원
 주가나대사는 1986년 주재국 노동사회부가 아크라 소재 직업훈련소용 석공, 목공, 농업 등 분야
기재를 지원하여 주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동 지원을 위한 노동부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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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함.
 노동부는 가나 직업훈련원 4개소에 대한 차량 등 73종 약 94,000달러 상당에 대한 지원 결정을
회신함.
 주가나대사관는 1987.3.2. 생산부장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차량 4대 및 공구 기증식을
개최함.

2. 콤비버스 및 픽업 차량 지원
 주가나대사는 1987.8.21. 콤비버스 1대 및 타자기 6대를 가나통신사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공보부 차관보,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함.
 주가나대사는 1987.9.4. Volta 지역 Klikor 지방종합병원, 중학교 및 우체국 낙성식에 참석하여
버스 1대를 기증하였으며, 동 기증식에는 농업장관, 경찰총감 및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함.

3. 체육용품 지원
 가나 청년체육장관은 1987.3.2. 주가나대사를 방문하여 운동복 등 체육용품의 지원을 요청함.
 주가나대사는 6.12. 청년체육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체육용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동 장관은
한국의 신속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축구팀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4. 악기 지원
 주가나대사는 1987.2.19. 청년체육장관, 기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기 기증식을
개최함.
 동 장관은 양국 청소년 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한국의 대기니 원조

| 87-097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73 / 16 / 1~108(108p)

정부의 1987년 중 기니에 대한 무상원조 현황임.
1. 주세네갈대사의 1986.6월 기니 수교 교섭 출장 건의에 따라 외무부는 체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기니와의
체육 분야 협력을 위한 아래 원조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수도 코나크리에서 1987.2월 개최 예정인 제9차 Amilcar Cabral 컵 대회 참가 기니 축구 선수단
용품 지원
 나이로비에서 1987.9월 개최 예정인 아프리카 경기대회 참가 기니 유도 및 권투 선수단용 용품

2. 주세네갈대사는 무상원조 기증식을 위한 1987.2.20.∼24. 기니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청년체육장관 예방, 원조 기증식 개최(2.21.)

- 기증식에 청년체육장관, 올림픽 부위원장 등 30여 명 참석
 원조 전광판 가설치, 카브랄 컵 개회식 참석, 국영 TV 및 라디오 방송국 기자 면담(2.22.)
 상무장관, 공보문화차관 및 청년체육부장관 예방(2.23.)
 외교차관, 의전장 예방(2.24.)

3. 주세네갈대사는 대기니 무상원조를 계기로 한 기니와의 수교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청년체육장관의 조속한 방한 실현
 한국 경제사절단 기니 방문
 대통령배 서울 국제축구대회에 기니팀 초청
 유엔 총회 계기 한·기니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한·기니 간 경제기술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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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국의 대 기니비사우 원조

| 87-097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협력/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73 / 17 / 1~132(132p)

정부의 1986∼87년 중 기니비사우에 대한 원조 현황임.
1. 주세네갈대사는 1986.5.21.∼24. 기니비사우 출장을 통해 아래와 같이 원조품 기증식을 갖는 한편
주요 인사를 면담함.
 동 원조품 기증식에는 지역개발장관, 군 참모총장, 지역개발성 사무총장, 농업 종사자 등 30여 명이
1048

참석함.
 주요 인사 예방, 면담 및 시찰

- 비에이라 대통령, 까마라 부통령 겸 국방장관 예방
- 검찰총장, 국립은행 총재, 외교부 정무총국장, 아주국장, 국제기구국장 면담
- 군인농장 시찰

2. 정부의 1986년도 기니비사우 원조 내역은 아래와 같음.
 1차분: 총 100,130달러 (봉고차 등 차량 및 농기계)
 2차분: 총 112,500달러 (경운기 32대, 트랙터 2대, 펌프 30대, 탈곡기 5대, 바인더 5대 등)

3. 주세네갈대사는 1987년도 기니비사우에 대한 원조를 아래와 같이 건의함.
 농업 분야: 농기계(Atomiseur 100대 등), 농약품 등
 체육 분야: 축구공 300개, 25명분 선수용 유니폼, 축구화 등

4. 주세네갈대사는 1987.2.27.∼3.4. 기니비사우를 방문하여 원조물자 기증식을 갖고, 아래와 같이 활동함.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
 Cumere 콤플렉스, 남부 Tombali-Buba-Catio 지방 프로젝트 및 농장 시찰
 상공회의소 경제인 대상 한국 경제 현황 브리핑

1986년도 한국의 대모리타니 원조 (무상원조)

| 87-097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7-73 / 18 / 1~39(39p)

정부의 1986∼87년 중 모리타니에 대한 무상원조 현황임.
1. 주모리타니대사는 1986.1.30. 대모리타니 무상원조로 20만 달러 상당의 어획물 냉동운송 트럭
4대 지원을 건의함.
2. 주모리타니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1986.9.4.자 공한으로 한발 피해 구호를 위한 식량 운송 예산
 정부의 지원 결정에 따라 주모리타니대사는 10.22. 한해 구호금 1만 달러를 모리타니 식량처장에게
전달함.
 식량처장은 동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동 지원금이 한해 구호를 위한 식량 수송에 긴요하게 사용될
것임을 언급함.

3. 주모리타니대사는 주재국 문화공보장관의 요청으로 1986.10.27. 동 장관을 면담한바, 동 장관은
아래와 같이 문화 관련 지원을 요청함.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한국의 관련 원조를 요청함.
 약 3천석 규모의 공연장 건설 및 전통음악 보존 사업을 구상 중으로 이를 위한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함.

4. 주모리타니대사는 1987.3.5. 누악쇼트 항구에서 수산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냉동트럭 2대
기증식을 개최한 바, 동 사무총장은 한국의 냉동트럭 원조는 낙후된 연안어업의 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명함.
5. 주모리타니대사는 1987.4.29. 의약품 및 의료기구 원조품 기증식을 개최한바, 국립병원장은 1986년
한국의 정부파견 의사 상주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동 원조품은 낙후된
모자보건 분야에 긴요히 사용될 것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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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1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건의함.

한국의 대네팔 무상기술용역 공여 (상수도)

| 87-097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73 / 20 / 1~16(16p)

정부의 1987년 중 네팔에 대한 무상 기술용역 지원 현황임.
1. 주네팔대사관은 1987.7월 공한으로 한국의 상수도 타당성 조사 사업 기술용역 무상공여를 제의한 바,
네팔 외무부는 1987.8.28.자 공한으로 Birendra Nagar 및 Tribhuvan Nagar 지역의 상수도 사업 기술
지원에 관한 한국 측 제의를 수락한다고 통보함.
1050

2. 외무부는 1987.7월 관계부처와 네팔의 Acham 지역 수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EDCF의 지원 가능성을
협의함.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 (무상원조)

| 87-097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73 / 21 / 1~44(44p)

정부의 1986∼87년 중 니제르에 대한 무상지원 현황임.
1. 정부는 1986.12월 니제르 정부에 지하수 개발 원조자금 11만 달러를 전달하고, 주니제르대사관은
1987년 중 니제르 수자원개발환경성 및 지하수개발공사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지하수 개발
사업을 시행함.

 지원 내역

- 자동차 10대 및 워키토키 20대
 지원 액수

- 100,000달러
 지원 성과

-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
 특기 사항

- 주니제르대사관은 차량 10대를 경찰용으로 니제르 내무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후 차량 10대를
내무부 3~4대, 외무부 2대, 공보부 1대, 기획부 1~2대, 농림부 1~2대로 분산하여 지원할 것을 외무부
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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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니제르에 대한 1987년도 무상원조공여 내역은 아래와 같음.

한국의 대세네갈 원조 (무상원조)

| 87-097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73 / 22 / 1~19(19p)

정부의 1986년 중 세네갈에 대한 무상지원 현황임.
1. 주세네갈대사관은 1986년도 대세네갈 무상원조 대상사업을 1986.2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중장기 사업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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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역: 세네갈강 유역 농지개간사업 참여
- 지원 액수: 총 80-120 만 달러 (3개년에 걸쳐 매년 20~4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
- 지원 필요성: 향후 대개도국 남남협력사업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대아프리카 외교 및 협력에 최대한 활용
 단기 원조사업(1986년 중 시행)

- 주재국 대통령실 및 외무성이 요청한 워키토키 지원: 13,000달러
- 88 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기금 지원: 15,000달러
- 기 공여 차량 부속품 지원: 10,000달러
- 재해 등 구호기금: 30,000달러

2. 주세네갈대사는 1986.2.14. 세네갈에 대한 한국의 식량 원조금 2만 달러를 Kane 세네갈 기획협력상에게
전달함.
 동 기획협력상은 한국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함.

3. 주세네갈대사는 1986.9.17. 세네갈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금 2만 달러를 Kane 세네갈 기획협력상에게
전달함.
 동 기획협력상은 한국 정부의 원조에 대해 세네갈 대통령 및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 간 우호친선 및 협력관계 심화를 다짐함.

한국의 대소말리아 스포츠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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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6∼87년 중 소말리아에 대한 무상지원 현황임.
1. 체육부는 소말리아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체육용품 지원을 결정하고,
1986.7월 외무부에 동 지원품 전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2. 주유엔대표부 및 주케냐대사관은 현지 주재 소말리아대사관을 통해 소말리아 NOC와 협의한 바,

3. 체육부는 1986.12월 외무부에 소말리아 NOC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
 지원 내역

- 육상 유니폼 60벌
- 유니폼 하의 100벌
- 유니폼 상의 100벌
- 농구화 60켤레
- 스파이크 10켤레
- 탁구화 12켤레
- 축구화 25켤레
- 운동용 양말 66켤레
 소요 경비

- 5,772,000원(운송료 포함)
 운송 방법

- 선편

4. 한국의 대소말리아 지원 체육용품은 선박편으로 1987.5.12. 소말리아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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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측은 1986.12월 희망 체육용품 명세서를 한국 측에 통보해 옴.

한국의 대중남미 원조(무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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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7년도 대중남미 무상원조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 남미과의 관할 국가에 대한
원조안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음.
1. 페루

1054

 공관 건의액: 80만 달러
 품목: 경운기, 소형 트랙터 100대, 순찰차 40대, 영부인 특별사업 지원 30만 달러 등
 검토 의견: 지원 요망

2. 볼리비아
 공관 건의액: 62만 달러
 품목: 수자원 개발 펌프, TV 중개소, 차량, 경운기 등
 검토 의견: 지원 요망

3. 파라과이
 공관 건의액: 20만 달러
 품목: 국산 기자재
 검토 의견: 적극 검토 요망

4. 콜롬비아
 공관 건의액: 20~30만 달러
 품목: 추후 건의 예정
 검토 의견: 20만 달러 상당 지원 요망

5. 에콰도르
 공관 건의액: 40만 달러
 품목: 농기계류
 검토 의견: 경운기 및 트랙터 총 100대 지원 필요(6~7만 달러 상당)

6. 우루과이
 공관 건의액: 15만 달러
 품목: 교육 기자재, 컴퓨터 등
 검토 의견: 지원 적극 고려

7. 아르헨티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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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건의액: 50만 달러
 품목: 한국산 컴퓨터 및 관련 기기
 검토 의견: 지원 요망

북예멘 Sana’
a 구도시 보존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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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예멘을 겸임 중인 주사우디대사는 1986.12월 북예멘 정부가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북예멘 수도 Sana’
a 구도시 보존사업에 한국 정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Allryani 북예멘 부수상 겸 외상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보고하고, 동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건의함.
 Al-lryani 부수상 겸 외상은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원조, 물자지원 또는 기술지원 형태의 기여를 요청함.
1056

2. 주북예멘 상주대사관 설립에 따라 초대 대사로 부임한 이규일 신임 대사는 1987.5.13. Al - lryani 부수상
겸 외상 예방 시 한국이 Sana’
a 구도시 보존사업을 위하여 15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희망 품목 제시를 요청한바, 동 부수상 겸 외상은 한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명함.
3. 주북예멘대사는 1987.6.3. Sana’
a 구도시 보존위원회의 Hadad 위원장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의 동
보존사업에 대한 관심 및 15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 지원 용의를 표명하면서 필요한 기자재 명세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동 위원장은 조속히 통보해 주겠다고 함.
4. Hadad 위원장은 1987.7.29. 주북예멘대사관에 아래 품목을 한국이 지원해 줄 것을 통보해 옴.
 스텔라 승용차 2대
 구내전화 시스템 1세트
 영화 촬영기 1세트
 녹음기 1세트
 수평측정기 1세트
 제도용 테이블 2세트
 영문 타자기 1세트
 비디오 촬영, 편집, 재생기 1세트

가나 원조국 회의, 제4차. Paris, 198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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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나대사는 1987.5.6.~7.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주관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가나 원조국
회의에 한국이 옵서버가 아닌 회원국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4월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동 회의에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결정함.
 동 회의 성격상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석할 경우 공식 원조 공여 약속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함.

3. 동 가나 원조국 회의에는 주프랑스대사관 이정보 재무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나대표 Botchwey 재무 및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구조조정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동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 및 국제기구의 자금 및 기술지원의 확대를 요구함.
 각국 대표는 가나 측이 최근에 시행한 무역자유화 및 외환관리 개혁조치를 환영하고, 경제구조
조정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국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각국이 표명한 1987년 중 신규자금지원 약속은 IBRD가 추산한 최소 필요 수준인 575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성공적인 수준이었으며, 각국별 구체적인 지원 약속은 IBRD가 각국과 계속 접촉하여
회의 결과 보고서로 발표하기로 함.
 한국은 동 회의에서 원조 공여에 대해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가나대표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한국 측이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의 기술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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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됨.
 한국의 대가나 원조는 외교적 측면의 기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국산 기자재에 의한 원조 제공이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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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86∼87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와 국내 기업과의 합작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하게 된
경위 및 미국과의 협의 내용임.
1. 미국 생명보험사 합작투자 허가 경위
 한·미 양국은 1986.7월 보험 관련 301조를 아래와 같이 합의함.
1058

- 2개 미국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 유자격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추가진출 허가
 미국 측은 보험 합작투자 허가를 요청함.

- 미국 측은 AETNA 생명보험회사와 동부그룹과의 합작투자 허가신청서가 한국 측에 의해 1987.8.18.
반려되자 이를 301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 미국 측은“유자격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추가진출을 허용”
한다는 것이 합작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 측은 이를 지점 형태의 진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함.

- 1987.8.25. USTR 내 301조 소위원회가 301조 발동 건의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
- 9.2.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협의
 한·미 양국은 1987.9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생명보험사의 합작진출 허용 문제를 집중 협의함.

2. 한·미 양측의 합의 내용(1987.9.10.)
 1988.1.1.자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진출 형태에 제한 없이 모두 접수하여
심사함.

- 유자격 미국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
 1988.1.1.까지 합작투자 한국 합작선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

- 한국 측이 국내 경제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국내 합작선의 심사 기준 마련
 접수된 신청서는 동 허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3. 미국 생명보험사의 합작진출 허가 기준
 한국 측은 1987.12월 국내 재벌기업군(30대 재벌)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의 6개 국내 생명보험
회사는 합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 생명보험사 신설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미국 측에
제시함.
 이에 대해 미국 측은 30대 재벌 중 상위 10대 재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 11대부터
30대 재벌까지는 참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한국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미국은 301조 발동
검토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대네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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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네팔대사는 1987.6월 네팔에 대한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대상 사업으로 아래 3개 사업을
보고하고, 이 중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것을 건의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 사업 내용: 네팔 Achham 지역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 사업 규모: 170만 달러 상당
 관개수리사업

 관개수리사업

- 사업 내용: 네팔 Morang 북부 지역 관개수리사업
- 사업 규모: 350만 달러 상당

2. 한국수출입은행은 1987.8월 주네팔대사가 건의한 3개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 대외경제협력의 명분을 살리고 소규모 자금 지원으로 외교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무방함.
- 동 소규모 사업을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우선 한국 기업의 동 사업에 대한 관심 여부를
확인해야 함.
 관개수리사업(네팔 동부 및 Morang 북부 지역의 2개 사업)

- 대외협력기금의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네팔에 대한 동 사업 지원은
추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함.

3. 주네팔대사는 1987.10월 Achham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네팔 수자원성의 관계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한 바, 외무부는 1987.11월 동 자료를 재무부에 전달하여 동 사업의 심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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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네팔 동부 수개 지역 관개수리사업
- 사업 규모: 700만 달러 상당

대페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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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 외무성은 1987.6월 페루에 대한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대상 사업으로 페루
Alto Chicama 지역 석탄광으로부터 항구까지의 무연탄 운반시설 건설사업을 제시하고, 한국 측이
1988~89년간 약 3~4천만 달러를 동 사업 기금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희망함.
2. 한국수출입은행은 페루 측이 제안한 석탄광 - 항구 간 무연탄 운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1987.8월
탄광사업 자체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지원 요청 규모가 현재의 기금 규모에 비해 과대하여
1060

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서 부적격시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페루 외무성은 350~500톤급 어선 8척 건조(한국 어선 8척 구매)를 위해 한국의 대외협력기금 980만
달러를 요청하는 공한을 1987.9.8. 주페루대사관에 송부해 옴.
4. Correa 페루 어업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어업협력사절단의 1987.10월 한국 방문 시 어선 8척 건조를
위한 한국의 대외협력기금 공여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한 바, 한국 측은 동 기금 요청 사업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페루 측에 동 검토 결과를 통보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전2권
V.1 1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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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문제를 1981년 이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도록 한 바, 제6차 5개년계획(1987~91년) 시안 작성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되어 1986.3월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제6차 5개년계획 대외협력 부문
계획안에 아래와 같이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됨.
 
“대개도국
개발차관 공여를 위한 재원 마련 검토: 개도국의 개발사업 및 한국의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하여‘대외개발기금’
(가칭)이나 이와 유사한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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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음.
 기금의 집행을 설립 초기 1~2년간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데 이견이 없음.
 기금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재정으로 충당하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아래 요지의 대외협력기금법이 1986.10~11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및 국회 동의를 거쳐
1986.12.26. 공포됨.
 목적

-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추진
 용도

- 협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조건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동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 가능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회의(경제기획원 주관)는 1986.7월 기금 설치 문제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전2권 V.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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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경제협력기금법(1986.12.26.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아래 요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이 1987.4.23. 공포됨.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4조): 한국수출입은행
 채권사무 취급(제3조):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운용위원회(제5~10조):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12인으로 구성
 기금지원 절차(제11조): 지원요청 접수 및 통지, 심사보고서 제출, 지원방침 결정의 통지, 정부
1062

간 협정 체결,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기금운용 계획(제12조): 재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
 기금운용 관리 규정(제20조):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업무 및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결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아래 요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재무부령)이 1987.6.25. 공포됨.
 개도국으로부터의 기금지원 요청 시 필요 서류(제2조)

- 지원요청서
- 지원요청 명세서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사업 실시계획서
- 기타 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지원방침 결정 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업의 범위(제4조)

- 지원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 미수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
- 일반적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

3. 재무부는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외협력기금 운영 관리규정(재무부 고시)을 제정함.
4. 외무부는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무를 외무부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무 처리규정
(외무부 예규)을 제정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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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가 1987.5.29. 경제기획원에서 개최되어 심의 안건(5건)을
접수 또는 의결함.
 참석자(12명)

- 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9명 (외무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
 보고사항 2건 접수

 의결사항 3건 의결

- EDCF 운용관리 규정(재무부)
- 1987년도 EDCF 운용계획(재무부)
- EDCF 운용위원회 운영세칙(경제기획원)

2. 제2차 EDCF 운용위원회는 1987.9.21. 아래 내용의 1988년도 EDCF 운용계획을 의결하였으며, 동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1987.10월 최종 확정됨.
 기금의 1988년도 중 운용 규모를 900억 원으로 함.
 조성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출연금 300억 원, 기금채권발행 600억 원 등 총 900억 원을 계상함.
 사용 부문에 있어서는 사용액 기준으로 개발사업차관에 350억 원, 기자재차관에 400억 원,
물자차관에 80억 원, 사업준비차관에 20억 원, 해외투융자자금대출에 50억 원 등 총 900억 원을
계상함.
 기금의 1988년 중 융자승인한도는 사용계획 전액의 120% 범위 내로 하며, 동 한도는 조성된 자금에
의하여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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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EDCF 운용 기본방향(경제기획원)
- 개도국으로부터의 협력사업 요청 현황(외무부)

중국(대만) 지하철 건설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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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6.4월 한국의 대만 지하철 건설 입찰 참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건의함.
 부총리 또는 경제 관계 각료의 자유중국 방문을 통한 교섭
 서울시 지하철 현황과 한국 업체의 시공 능력에 관한 설명용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타이베이 시장에게
브리핑
 타이베이시 지하철 관계 전문가 방한 초청 등
1064

2. 서울시 지하철공사 최상열 실장 일행이 1986.5.24. 대만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하철 공사 건설 현황을
소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함.
3. 서울에서 1986.6.10.~14. 개최된 제19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양측은 타이베이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검토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한국 측은 1986.8월 동 검토 그룹에 참여할 한국 측 인원을 대만 측에 통보함.
 대만 측은 1986.9월 한국 측 제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타이베이시 지하철공사 전담기구가
현재 설립 준비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인선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4. 대만 지하철공사 기술방문단이 서울 및 부산의 지하철 건설 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1987.4.20.~24.
한국을 방문한 바, 동 방문단은 한국의 지하철 건설·운영 관련 법규, 조직 편성, 전동차 제작 분야 등에
관심을 표명함.
5. 서울지하철공사 측은 1987.4.27. 대만 측의 지하철 건설 실시설계(Detailed Design) 입찰과 관련한 한국
측의 사전 자격심사 서류(P/Q: Prequalification)를 대만 측에 송부한 바, 한국 측이 제출한 서류 평점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고득점 순위 5위권에 들지 못함에 따라 한국 측은 설계 입찰 후보자격 심사에서
제외됨.

대한조선공사의 홍콩 록마차우-중공 심천 간
대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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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는 1985.10월 홍콩의 대한조선공사 지사가 1985.9.13. 홍콩정청이 실시한 홍콩·중국
(구 중공) 국경의 심천강 교량 및 홍콩 부분 진입도로 공사 입찰에 최저 가격으로 응찰하여 홍콩정청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결과가 1985.11.6. 발표될 예정임을 보고함.
2. 홍콩·중국 국경 교량공사는 대한조선공사에 최종 낙찰되어 1985.11.19. 대한조선공사와 홍콩정청
간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12.2. 착공된 바, 주홍콩총영사는 1985.11월 동 건설공사의 의의에 대해
 홍콩 정부의 중요한 사업은 중국 정부의 의사 타진 후 결정되므로 대한조선공사의 교량 건설은
한·중국 경제관계 발전을 입증하는 것이며, 한·중국 관계를 위한 상징적 효과가 있음.
 또한 동 건설사업은 한·중국 회사 간 직·간접 대화, 기술 교환 및 건설자재 공급 등 상호 협력의
기회가 될 것임.

3. 주홍콩총영사는 1987.4.24. 대한조선공사 홍콩지사의 거래은행인 홍콩은행이 최근 서울신탁은행의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이유로 4.21. 공사 발주처인 홍콩정청이 지불한 공사대금 지급 동결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한 바, 동 문제는 서울신탁은행이
지급보증 등 홍콩은행의 요구사항을 수락함으로써 해결됨.
4. 주홍콩총영사는 1987.10월 약 60%의 홍콩·중국 국경 교량공사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정청은 홍콩과 중국 간 교역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공사 구간 내 차량
대기용 부지 조성 및 2차선 국경 연결 교량을 위한 공사를 추가로 발주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추가공사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발주처가 지시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정청도 이를 검토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법정관리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서면 공사지원 약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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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관련 동향

| 87-0991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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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의 1983년 이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참여 경과임.
1. 대수로 공사 개요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는 1982년 내륙 산악지역의 물을 해안지역에 이송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수로 사업 추진을 결정함.
 1단계 및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시행함.
1066

- 1차 사업은 송수관 공장 설치, 관수 작업, 골재 채취, 송수관 매설 작업으로 총 60억 달러 소요
- 2차 사업은 25억 달러 소요

2. 동아건설의 참여 경과
 리비아 정부는 재정 소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1983.10.3. 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담배세 등 일부 세금 인상, 사우디 등 부유 아랍 국가들의 재정 기여 촉구 등을
결정함.
 동아건설은 1단계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1983.11.6. 리비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한 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 근로자 2만여 명이 파견되었으며, 동아건설은 미국 기업과
제휴하여 33억 달러 규모의 송수관 설치 및 관수 작업을 전담함.
 리비아 정부는 1984년 트리폴리 남쪽 600킬로미터 지역 East Fezzan 지역 및 Wadi Aril
지역의 지하수원을 개발하여 트리폴리 지역 해안 농업지역에 일일 100백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제2단계 대수로 사업을 추진함.

- 12개국의 사업 참여 희망 기업 22개 업체 중 한국의 동아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유가 하락 및 차드 사태로 인한 군사비 증가 등 재정소요 증가로 2단계 사업은 계속 지연됨.
- 1987.4월 실시된 입찰에 한국 기업 외에도 프랑스, 인도 및 소련 3개 업체가 응찰함.
 정부는 1987.3월 2단계 사업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 조율을 위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미국의 리비아에 대한 제재 및 리비아의 재정 조달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라 한국 기업의
2단계 사업 참여에 대하여 건설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함.
 미국은 1986.5월 및 9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테러 지원국인 리비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
킨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리비아에 대한 경제협력관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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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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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체의 1987년 중 리비아 진출 현황(단위: 명)은 아래와 같음.
1. 6.30. 현재 진출 현황
 삼성 714, 대우 13,729, 현대 2,182, 한양 45, 동아 7,785

2. 7.31. 현재 진출 현황
 삼성 688, 대우 13,165, 현대 2,055, 한양 45, 동아 7,966

 삼성 709, 대우 13,478, 현대 1,725, 한양 45, 동아 8,115

4. 9.30. 현재 진출 현황
 삼성 681, 대우 13,422, 현대 1,979, 한양 44, 동아 8,215

5. 10.31. 현재 진출 현황
 삼성 644, 대우 13,663, 현대 1,891, 한양 41, 동아 8,219

6. 11.30. 현재 진출 현황
 삼성 651, 대우 13,980, 현대 1,814, 한양 41, 동아 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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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31. 현재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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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hdad(이라크) 소재 소련 업체의 건설협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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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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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7.6월 현지 소련 업체가 2회에 걸쳐 현대건설 지사장에게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하청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1. 제의 내용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공사 일부 하청 제의(1987.6.18.)
1068

- 소련 Tsvetmetpromexport사 바그다드 지사장 제의
- 동사 시공 가스파이프라인 부설공사 관련, 가스가압장 공사의 토목·건축 부문을 현대건설 측에 하청
제의
 발전소 공사 일부 하청 제의(1987.6.22.)

- 소련 Technopromexport사 바그다드 지사장 제의
- 동사 시공 예정인 발전소 공사 중 부지 조성, 진입로 공사 등 3개 부문 공사와 발전소 기자재 육로수송
계약에 현대건설 측의 참여 제의(공사 규모: 약 1억 달러)

2. 제의 배경
 가스 가압장 공사는 공기 촉박(1988.3월 공사완료) 등의 사정상 한국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발전소 공사 참여 제의는 이라크 국영전기사업회사 사장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 이라크 측이
과거 현대건설의 발전소 시공에 만족하였으며, 또한 소련 업체의 공사 능력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 건설협력을 주선한 것으로 보임.

삼화(주)의 대필리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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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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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Bataan 수출자유지역 내 한국 투자업체인 Lotus Export Specialists(주식회사 삼화가 투자한
신발생산업체)는 1987.2.10. 주필리핀대사관에 동 업체 내 노사분규가 악화되어 2.6.자로 휴업을
결정하였음을 보고해 옴.
 문제의 발단은 1.22. 발생한 마닐라의 데모 사건과 관련하여 1.27. 수출자유지역 내 전 노조가
일제히 파업을 시행하여 군경과의 대치 과정에서 데모 대원 2명이 피살됨으로써 사태가 악화됨.
 주필리핀대사관은 동회사의 김무준 사장 및 김영창 전무에 대하여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신변
안전을 위해 마닐라에 체류하도록 조치하고, 주재국 외무성 및 노동성에 대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책

2. 주필리핀대사관 공사는 1987.2.10. 김무준 사장과 함께 Drilon 필리핀 노동장관을 면담하고, 노동성
측이 적극적인 중재 개입을 통하여 동 분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필리핀대사관은 2.10. 조속한 분규 해결을 위한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한을
주재국 외무성에 발송함.
3. Drilon 필리핀 노동장관은 1987.2.12. 기자회견을 통해 Bataan 수출자유지역 내에서의 노조파업 등
제반 문제를 Aquino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현재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4. 주필리핀대사는 1987.2.12. Laurel 부통령 겸 외상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 부통령은 즉각적인 협조를 약속함.
5. 김무준 사장은 1987.2.13. Drilon 노동장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서명한 작업 재개 요청 청원서를 첨부한
휴업 재고 요청 서한을 접수하고, 2.16.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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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를 요청함.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Kembe 수력발전소
건설 예비조사

| 87-099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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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은 1986.6.11.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앙아 정상회담에서 아래 중앙아
Kembe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 측이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동 사업은 중앙아의 수도 Bangui에서 600km 지점인 Kotto강 지류의 Kembe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임.
 루마니아 기술진에 의해 1972년 동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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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8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 Kembe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1단계

- 한국 기술자 2명을 1.5개월간 현지 조사를 위해 파견함.
 2단계

- 동 조사 결과에 따라 1.5개월 이내에 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함.
 3단계

- 동 보고서를 검토 후 차기 한·중앙아 혼성위원회에서 구체적 협의를 거쳐 동 사업을 추진함.

3. 한국해외기술공사는 전문가 2인을 1986.10.30.~12.6. 중앙아프리카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 활동을
수행함.
 전문가 명단

- 김영환: 댐 및 수자원 전문가
- 김춘환: 경제분석 전문가(통역 업무 수행)
 전문가 활동

- 11.11.~21.간 Kembe 현장 답사
- 중앙아 관계기관 접촉 및 관련 자료 수집
- 12.5. Kolingba 대통령 예방 및 조사활동 개요 보고

4. 한국해외기술공사는 1987.4월 Kembe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한·일본 기업기술훈련원 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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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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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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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처는 1987.5월 외무부에 대해 한·일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계연구소가 운영
중인‘기업기술훈련원’
을 확대·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한 1986.4.18.자 협의 기록
(Record of Discussion)의 내용 중 일부의 수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2. 상기 요청에 따라 외무부는 1987.6월 일본 측에 상기 Record of Discussion의 일부 수정을 제의하는
내용의 외교 공한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송부함.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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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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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사업 이행과 관련한 1986∼87년 한국 전문가의 파키스탄
파견, 파키스탄 전문가의 한국 파견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임.
1. 한국 전문가의 파키스탄 파견
 연구 사업 분야, 파견 일정, 연구 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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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키스탄 전문가의 한국 파견
 전문가 선정, 연구 사업 분야, 파견 일정, 연구 활동 장소

3. 1986년도 사업별 추진 현황 검토
4. 1987년도 양국 전문가 파견 및 접수 시기, 사업 시행 시기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제3-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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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한·일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가 1985.9.26.~27. 서울에서 개최됨.
 대표단

- 한국 측에서는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과기처, 해외협력위원회 관계관이
참석함.
-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통산성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통산성 관계관이 참석함.
 협의 내용

2. 제4차 한·일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가 1987.3.27.~28. 동경에서 개최됨.
 대표단

- 한국 측에서는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관계관이 참석함.
- 일본 측에서는 무라오카 통산성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통산성 관계관이 참석함.
 협의 내용

- 중소기업 기능인력 연수와 관련하여 1987년 중 200명으로 합의함.
- 반도체, 도자기, 광학기기 등 고급기술 분야 연수를 일본 정부의 지원하에 실시하기로 합의함.
-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협력확대와 관련하여 일본 전문가 한국 파견을 1명에서 4명, 일본 연수를 2명에서
4명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합의함.
- 한국 기계연구소와 일본 기계기술연구소 간의 생산자동화 분야 기술자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함.
- 일본 측이 미국과의 공업소유권 동등대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한·미 간의 특수사정으로
인한 행정지도에 국한된 사례로 경과조치임을 설명함.
- 일본 측이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정비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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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시장 진출사업, 산업협력,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인력 연수, 부품개발 협력, 특허분야 협력,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창구 설치, 공공 연구기관 간의 협력

태평양 과학대회, 제16차. 서울, 1987.8.20.-30.

| 87-099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3 / 1~175(175p)

1. 제16차 태평양과학대회가 1987.8.20.~30.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주최: 태평양 과학협회
 장소: 롯데호텔
 주제: 태평양 지역의 과학 인력 및 자원 확대 모색

2. 외무부는 동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지원함.
1074

 공산권·미수교국 및 남아공·이스라엘 인사의 입국 문제 처리
 비자 발급 협조

- 관련 공관에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지시
 대회 개최 홍보

- 관련 공관장 명의 별도 초청장 발송 및 관계 당국 또는 유관 인사에 대한 공관 차원의 홍보활동 시행
 태국 공주,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 주요 참가 인사에 대한 지원

- 의전 차량 제공, 공항 귀빈실 사용 협조, 간부 주최 오·만찬 개최, 별도 일정 주선

환태평양 과학기술 협력 민간협의체 구성방안

| 87-100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4 / 1~79(79p)

1. 과학기술처는 1987.3월 환태평양 역내 국가 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환태평양 지역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학기술협력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외무부에 관련
의견을 문의함.
 동 민간협의체는 태평양 연안국들의 과학자, 기술자 및 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된 민간기구로서,
역내 국가 간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도록 함.

2. 외무부는 1987.4월 아래 의견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 동 협의체가 궁극적으로 민간기구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KAIST 혹은 여타 민간단체가
대외적인 접촉을 주관함이 적절함.
 협의 대상국

- 남남협력 차원에서 남태평양 지역 내의 모든 독립국가와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중국(구 중공), 베트남까지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 연안국을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대상 인사 접촉

- 서울에서 1987.8.20.~30. 개최되는 제16차 태평양과학대회를 활용하여 역내 주요 관심 국가 인사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우선 전반적인 호응도를 타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진 방안이 될 것임.

3. 외무부는 1987.6월 과학기술처의 요청에 따라 25개 공관에 대해 상기 협의체 구성 문제를 협의할
주재국 및 관할국의 유력한 과학기술 분야 비정부 인사를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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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주관기관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호주 및 동남아 순방,
1987.3.8.-21.

| 87-100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자원협력과/동남아과

MF번호

2017-75 / 5 / 1~192(192p)

정부는 1987.3.8.~21.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협의를 위해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호주(3.7.~14.)
1076

- 환태평양 기술협력회의 구성
- 과학기술처와 호주 과학성 간 한·호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
- 한·호주 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
- 한·호주 양국 관계기관 간 협력
- 한·호주 공동연구사업 추진
 인도네시아(3.15.~18.), 싱가포르(3.18.~19.) 및 말레이시아(3.19.~21.)

- 환태평양 기술협력회의 구성
-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증진
- 양국 관계기관 간 협력
- 한국의 산업기술이전 확대
- 국제공동연구 추진

2. 협의 결과
 호주

-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
- 양국 연구기관(KAIST, CSIRO) 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
- 한국의 아태지역국가 과학기술장관회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명
- 한국의 한·호주 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 제의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언급
 인도네시아

- 한국의 아태지역국가 과학기술장관회의 제의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 표명
 싱가포르

- 한국의 아태지역국가 과학기술장관회의 제의에 대해 검토 용의를 언급
- 양국 간 과학기술자 및 교수의 상호 교환방문 협력 합의
 말레이시아

- 제1차 한·말레이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아태지역국가 과학기술장관회의 구성에 원칙적 합의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태국 및 중국(대만) 방문,
1987.6.27.-7.5.

| 87-100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6 / 1~51(51p)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은 1987.6.27.~7.5. 아래와 같이 태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태국

- 1985.6월 체결 한·태국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른 실질적 협력 방안 협의
- 아태지역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추진을 위한 의사 타진
 대만

2. 주요 면담 및 예방 인사
 태국

- B. Rattakul 경제·과학 담당 부수상
- B. Bantadtan 과학기술에너지성 장관
- Chulabhorn 공주
 대만

- 유거화 행정원장
- 딩모샤 외교부장
- 왕첸센 경제부장 대리
- 첸리한 국가과학위원회 주임위원
- 엔첸샹 원자력위원회 주임위원

3. 주요 협의 결과
 태국

- 한국의 아·태지역 과학기술장관회의 제의에 적극적인 호응 입장 표명
- 한·태국 과학기술합동위원회를 매 2년마다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
- 태국은 금속재료센터 설립 및 경운기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
 대만

- 양국은 유사한 수준의 신흥공업국으로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기술협력
필요성 확인
- 남남협력 차원의 협력 강화 재확인
- 특히 고체물리 등 기초과학, 중소기업, 기상 연구, 원자력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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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국가과학위원회 주임위원의 1986.8월 방한 시 협의 사항 구체화

프랑스 우주산업 관민사절단 방한, 1987.6.30.-7.1.

| 87-100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7 / 1~68(68p)

프랑스의 우주산업 관민사절단이 1987.6.30.~7.1. 방한하여 한·불 우주산업 기술협력회의에
참가하고,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를 방문함.
1. 프랑스 사절단 구성
 정부 인사

- Vautrey 프랑스 산업·체신·관광성 통신국장 및 실무자 1인
1078

 기업체 인사

- 프랑스 우주산업 관련 기업체 인사 16인

2. 주요 체한 일정
 한·불 우주산업 기술협력회의 참석

- 일시: 1987.6.30.~7.1.
- 장소: 신라호텔
- 주최: 한국 ISSA(천문우주과학연구소), 프랑스 CNES(국립우주연구소)
- 후원: 한국 과학기술처 및 프랑스 산업·체신·관광성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방문

- 일시: 1987.7.2.~3.
- 방문지: 삼성항공(창원), 대우중공업(창원), 전자통신연구소(대덕), 천문우주과학연구소(대덕), 금성
반도체(안양)

3. 방문 결과
 기술협력회의에 양국 전문가 약 200명이 참가하여 우호적이고 진지한 의견 교환 및 토의가 이
루어짐.
 우주산업기술에 대한 한국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짐.
 프랑스 사절단은 한국 우주산업 분야의 역량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기술협력을 희망함.
 프랑스 측은 한국의 우주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로 함.

- 한국의 ISSA와 프랑스의 CNES 간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CNES가 1차적으로 10명까지 교육훈련을
담당하기로 합의

Ahmed Fathi Ben SHATWAN 리비아 공업장관
방한, 1987.11.13.-19.

| 87-100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7-75 / 8 / 1~62(62p)

리비아 Shatwan 공업성장관이 나웅배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7.11.13.~19. 아래와 같이
한국을 방문함.
1. 주요 방한 일정
 11.13.(금)

- 상공부장관 예방 및 만찬
 11.14.(토)
 11.16.(월)

-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재무부장관 등 예방
 11.17.(화)

- 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예방 및 경기장 시찰
- 산업 시찰
 11.18.(수)

- 산업 시찰

2. 외무부장관 예방 결과
 Shatwan 장관 언급 요지

- 한국과 리비아 간의 정치적 관계도 경제 관계와 같이 강화되기를 희망함.
- 양국 간 경제협력이 현재까지는 주로 건설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기업 간 협력이 있다 해도 소규모에
지나지 않은 바, 합작사업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함.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양국 관계가 실질협력을 통해 꾸준히 증진되는 데 대해 만족하며, 리비아와의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함.
-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협력과 보호에 감사함.
- 한국은 비동맹에서의 리비아의 위치를 존중하며, 북한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제3세계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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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시찰

한·인도네시아 자원 협력위원회, 제9차.
Jakarta, 1987.9.4.-5.

| 87-100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9 / 1~9(9p)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은 제9차 한국·인도네시아 자원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1987.9.4.~5.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1. 제9차 한국·인도네시아 자원공동위원회 개요
 회의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080

 한국대표단

- 수석대표: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
- 실무대표: 김태곤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외 7명
 주요 의제

- LNG 교역
- 유전 및 가스전 개발
- 유연탄 합작개발
- 기타 광물자원 협력
- 기술 협력

2. 정부 훈령
 일반 훈령

- 그동안 8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양국 간 자원 및 일반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세부 훈령

-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에너지 및 공업원료 자원을 장기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교섭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
-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LNG 교역, 석탄 및 유전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양국의 자원 수급정책 논의를 통하여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 관계 발전을 도모함.
- 양국 간 기술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전력, 석유개발 및 광업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
기술 및 경험의 공유가 양국의 자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개발함.
- 제10차 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를 협의함.

한·페루 자원협력위원회, 제2차. Lima,
1987.7.7.-10.

| 87-100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10 / 1~49(49p)

정부는 1987.7.7.∼10. 페루 리마 개최 제2차 한·페루 자원협력위원회에 이봉서 동자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동력자원부는 1986.4.8. 외무부에 대해 페루 등 국가와의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시기를 타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주페루대사는 4.17. 한국 측이 회의 개최를 거론할 경우 페루 측은 1985.7월 신정부 출범 이후
실익 판단 필요성을 제기함.
 정부는 한국 측이 동 회의 개최를 먼저 제의하지 않는 방침을 결정함.

2. 회의 결과
 주요 일정

- 의제 채택, 2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별 산업시찰 및 소위원회별 실무회의
- 합의의사록 작성, 폐회식 및 합의의사록 서명, 양측 수석대표 기자회견
 한국 측 수석대표 주요 인사 면담

- Allan Wagner 외교장관 및 Abel Salinas 동력광산성장관 등
 기타 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주최 리셉션 개최
- Arevalo 동력광산성차관 주최 오찬 및 Minpeco 사장 주최 오찬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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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사절단에 대해 제기한 각종 경제협력 사안을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하고,

Kaputin, John 파푸아뉴기니 동력자원장관 방한,
1987.6.20.-28.

| 87-100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75 / 11 / 1~26(26p)

1. Kaputin 파푸아뉴기니 동자부 장관이 현대건설 초청으로 1987.6.20.~28. 방한함.
2. 외무부는 Kaputin 장관 방한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함.
 공항 귀빈실 사용, 올림픽경기장 시찰 주선
 판문점 시찰 주선 및 안내
1082

이라크산 원유 도입

| 87-10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75 / 12 / 1~10(10p)

1. 한국의 경인에너지는 1987.4.30. 이라크 SOMO사와 아래와 같이 이라크산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함.
 물량: 15,000B/D
 기간: 1987.5∼12월
 가격: 배럴당 17.3달러(고정가격)

2. 경인에너지는 1987.7월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이라크 진출 한국 업체의 건설 대전으로 1987년 4/4분기
중 1.8백만 배럴 도입 문제를 관계사와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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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5차. 서울,
1987.6.25.-26.

| 87-100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13 / 1~51(51p)

제5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87.6.25.~26.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한국 대표단

- 유욱종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외 7인
 캐나다 대표단
1084

- H. Wilson 캐나다 외무성 무역관계국장 외 7인

2. 회의 결과
 한국 측 원자력 현황 소개(한국전력)

- 월성 3호기의 1985.4월~1986.3월 기간 중 가동률이 98.4%로 자유진영에서 최고임.
- 1987.6.10. 원전 7, 8호기 상업가동으로 7기의 원전 발전량은 한국 총 발전량의 약 30%를 점하고 있음.
 캐나다 측의 원자력 현황 소개

- 현재 18기의 Candu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특히 온타리오 지역은 50% 이상의 전력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소형인 40만 kw급 Candu 300형 원자로를 개발 중이며, 체르노빌 사고에도 불구하고 Candu형 원자로의
높은 신뢰도로 국내 여론의 별다른 반대는 없었음.
 신규 의제

- Candu 사용 후 핵 원료 관리, 원자로 제염·해체, Candu 원자로 방사성 폐이온 교환수지 처리, 월성
원전 전원 상실 사고, 원전 계통수 내의 용존 산소 제거 기술 등에 대해 협의함.
 계속 의제

- Candu 원자로 연수과정, 핵연료 기술이전, 다목적 연구로 사업, 안전규제요원 훈련, 방사선 비상협력,
핵물질 이전 각서교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차기 회의 개최

- 1988년 중 상호 합의하는 시기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4차. 서울,
1987.11.19.-20.

| 87-101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5 / 14 / 1~47(47p)

제4차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87.11.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한국 대표단

- 유욱종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외 5인
 프랑스 대표단

- Errera 프랑스 원자력청 국제관계국장 외 5인

 기존 협정 검토

-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1974 MOST-CEA 약정을 폐기하기로 하고, 프랑스 측이 동 협정 폐기를 위한
외교각서를 송부하기로 함.
 고속증식로 도입 타당성에 관한 한·프랑스 공동연구

- 최종보고서 발간에 대해 협의하고, 제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
 폐기물 저장 및 처리 협력

- 구체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한국 에너지연구소 전문가 팀이 1988년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함.
 UO2 연료 열적성능 공동연구

- 공동연구 완료를 확인하고, 프랑스 측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재차 협의하기로 함.
 고속증식로 기술협력

- 1988년부터 3년간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프랑스 부하추종기술의 한국 원전 적용 타당성 연구

- 기본조사 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원자력 요원 훈련 기간 연장

- 한국 측이 1989~93년간 훈련기간 연장 계획서를 제시하고, 프랑스 측이 이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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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umanigui, J. B. 기니 수산청장 방한 초청 계획

| 87-101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75 / 15 / 1~30(30p)

1. 주세네갈대사는 1985.12.12. 세네갈을 방문 중인 Diallo 기니 수산장관을 면담하여 한·기니 간 어업
협력 추진에 관하여 협의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동 장관의 방한 의사를 타진한 바, 동인은
방한 초청이 있을 경우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2. 기니 정부의 1985.12.22. 개각에 따라 수산장관이 Zoumanigui 장관으로 교체됨에 따라 동 신임 수산
장관에 대한 수산청장의 방한 초청장이 1986.1월 기니 측에 전달됨.
1086

3. Zoumanigui 수산장관은 1986.7.29.자 수산청장 앞 답신을 통해 동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며, 한국 측이
방문단의 방한 기간 및 방한 일정을 검토하여 동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망함.
4. 수산청은 1986.10월 Zoumanigui 기니 수산장관이 1986.10월 또는 12월 중 3박4일간 방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에 따라 주세네갈대사관은 동 초청을 기니 측에 전달함.
5. Diallo 기니 수산청 수산국장은 1987.1.22. 주세네갈대사를 방문하여 Zoumanigui 수산장관의 방한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기니 국내 사정상 1986년 말 방한이 불가능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1987년 중 방한을 희망하나, Zoumaniogui 장관 방한 전 우선 실무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어업협력에 관한 실무협의를 한 후에 동 결과에 따라 장관이 방한하기를 희망함.
 따라서 자신 및 수행원 1인으로 구성된 실무대표단을 방한 초청해 주면 감사하겠음.

한·바베이도스 어업협력

| 87-1012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중미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7-75 / 16 / 1~45(45p)

바베이도스와의 1981∼86년 중 어업협력 협의 경과임.
1. 바베이도스를 겸임 중인 주자메이카대사는 1981.9월 겸임 신임장 제정차 바베이도스 방문 시 농업장관과
면담한 바, 동 장관은 어업조사 및 선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면담 이후 바베이도스 외무성은
자국의 어업 현황을 통보해 옴.

수산청은 어업자원 전문조사단 1명 선정 및 2개월간 파견이 가능하나, 선박 및 장비는 요청국 측에서
제공해야 함을 회신함.
3. 바베이도스 측의 어업협력 요청 내용
 대통령 특사의 1980.12.5. 바베이도스 부수상 면담 시 원양어업 분야 협력 희망 및 어업기지 제공 용의
표명
 바베이도스 외무성은 1985.7.30. 공한으로 참치어업 개발 분야 협력, 선장 파견 및 어업 장비 제공
요청
 주바베이도스대사의 방문 시 요청 사항

- 1986.2.28. 신임 외교차관 예방 시 동 차관은 참치 줄낚기 시범조업을 위한 어로 전문가 파견 및 조업
장비 지원 요청
 1986.3.25. 농업장관 예방 시 어로 전문가 파견 및 장비 지원 관련 문의, 수산청은 바베이도스의
요청에 따른 어로 전문가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회신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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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1.12.16. 과기처 및 수산청에 바베이도스와의 어업 분야 협력에 관한 입장을 문의한 바,

| 87-1013 |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
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전9권 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조약과

MF번호

2017-75 / 20 / 1~106(106p)

1.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소속 의원 8명(회장 다나부 중의원 의원)이 한·일 간 어업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을 한국 관계요로에 전달하기 위해 1987.5.31.~6.3. 방한함.
 동 의원단은 방한 중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 국회 한·일 의원연맹 회장 및 간사장,
국회농수산위원장, 수협회장 등을 면담함.

2. 동 의원단의 외무장관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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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언급 사항

- 1965년 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경위를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불만(불평등 조약, 연안국 권리 완전 배제,
협정에 없는 당시 일본 국내법상 규제 조치 등)을 지적함.
- 양국 관계의 보다 큰 틀에서 성의 있는 협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 국민감정 자극을 회피하면서 원만한 해결 도모 노력 필요성을 설명함.
 일본 의원단 언급 사항

- 일본 어민의 불만, 국제 어업환경 변화 및 자원보호의 관점에서 어업문제의 정치적 타협점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한국 측 특히 외무장관의 협조를 요청함.
- 불평등한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함.

한·일본 어업협력

| 87-101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76 / 5 / 1~60(60p)

1. 일본으로부터 포경어업 전업용 어선 도입을 위한 1986∼87년 중 한·일 간 협의 내용임.
 일본 정부는 어선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해 온 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수출을
허용하고, 1986년에 8척의 선박을 한국에 수출함.
 정부는 1987.1월 포경어업 전용어선 10척의 도입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일본은 4척에 대한 수출을 허가함.

2. 남북한 접속 수역인 북방한계선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에 대하여 1987.4.13. 해군 함정
이 경고 발포를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정부는 일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동
해역에서의 조업 자제를 요청함.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동 수역이 공해이기는 하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상 매우 중요한 통제구역임을 이해시키고, 자제를 요청해 옴.

3. 일본 외무성은 1987.7.10.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선박 2척의 유류 누출에 의한 해양 오염 사실을
통보하고,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 당국의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동 결과 회신을
요청함.
4. 수산청은 1985년 이래 계속 추진해 온 일본으로부터의 곱사연어 발안란 수입이 1987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1987.12월 개최 예정인 한·일 농림수산기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함.
 수산청장은 1987.12.1. 일본 수산청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12.8. 20만 립이 한국에 수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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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은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이 조사포경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
고, 어선 도입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정부는 1986년 이후 금지된 상업용 포경업에 종사하던 어민에 대한 전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87년
내로 종료시킬 것임에 따라 동 수입 어선은 조사 포경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해명함.
- 정부는 한국 연근해 고래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수출된 어선이 조사 포경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청함.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 87-101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7-76 / 6 / 1~131(131p)

1. 주모리타니대사는 1987.1.15. Abdallahi 수산장관을 면담하고 1987.6.27. 만료되는 한·모리타니
어업협정 시행의사록의 연장 문제에 관해 협의함.
 Abdallahi 수산장관은 모리타니가 단순입어 허가제도를 궁극적으로 지양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을 설명하고, 현재 유일하게 단순입어를 하고 있는 한국이 용선입어, 육상 유휴시설(냉동, 처리)
가동률 증대, 회유어 어업 참여 등 양국 간 공통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함.
 주모리타니대사는 그간 한국이 선원 송출, 훈련생 초청, 선원 승선 훈련 등을 통해 모리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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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설명하고, 향후 소규모 선박수리소 운영을
통한 수리기술 전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종전과 유사한 조건으로 합의의사록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2. 모리타니 외무성은 1987.3.1.자 주모리타니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양국 간 어업협정 시행의사록 연장
문제 및 한국 측의 수산장관 방한 초청 제의에 대한 모리타니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옴.
 모리타니 정부의 수산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 어선의 단순입어는 불가능함.
 한국과의 호혜적인 새로운 협력 방안이 요청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한 한국 수산대표단의 모리타니
방문을 제의함.
 수산장관의 방한 시기는 추후 통보하겠음.

3. Abdallahi 수산장관은 1987.4.8. 어족자원 보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수산 분야 정책선언을 발표
하였으며, 한국 수산청은 1987.6월 모리타니 단순입어를 계속 추진하면서 합작입어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함.
4. 주모리타니대사는 1987.7.2. Abdallahi 수산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합작입어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바, 동 장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단순 및 합작을 불문하고 심해어류에 대한 일체의 외국 입어는 불가능함.
 특수어종 및 기타 회유어를 위한 합작입어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동 분야 협력 가능성
협의를 위한 한국 실무대표단 파견을 희망함.
 자신은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 측의 단순입어 요청 등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에 비추어
자신의 방한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 어선 몰디브 수역 통과

| 87-1016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남아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7-76 / 7 / 1~36(36p)

한국 어선의 몰디브 경제수역 통과 허가 문제 및 통고 방식과 관련한 1984∼86년 중 몰디브
측과의 협의 경과임.
1. 수산청은 1984.12.26. 외무부에 서남아 경제사절단의 1984.12.8.∼16. 출장 시 몰디브 수역 무해통항을
사전 승인 방식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통보해 옴.

 상기와 같은 국제수로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어선에 한하여 사전 통과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몰디브 정부의 일방적 규제조치는 국제법상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허가 신청 시 회신이 없고, 수일간 공해상에 대기하는 등 문제가 있는 실정임에 따라
무해통항이 가능하도록 교섭을 요청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5.7.24.∼28. 몰디브 독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계기 몰디브 방문 시 몰디브
경제수역 통과 시 어선의 어구를 갑판에서 제거하고 통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4. 수산청은 1986.10.22. 외무부에 한국 어선의 몰디브 수역 통과 시 어선의 본사에서 직접 몰디브 측에
타전하는 방안에 대한 몰디브와의 교섭 협조를 요청한 바, 주스리랑카대사는 12.9. 몰디브에 출장하여
몰디브 수역 통과 3일 전 통보 및 통신요금 지불 문제를 협의함.
5. 수산청의 몰디브와의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몰디브 수역 통과 3일 전 통고: 몰디브 무선국의 24시간 가동 시 24시간 내, 그 밖의 경우 3일 전에
통고
 통신요금 지불: 청구 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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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청은 1985.5.28. 외무부에 아래 사항을 요청함.

한·멕시코 어업협력

| 87-101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7-76 / 8 / 1~91(91p)

1. 한·멕시코 어업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국 간 어업합작사업과 관련하여 멕시코 측이 1986.11월
제시한 안에 대해 한국 측은 1987.2월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시함.
 투자 비율, 투입 선박, 선박 수리 문제

- 멕시코 측이 한국 측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어획물 판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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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어종: 조기류 및 일반 잡어 (전량 한국 측 합작사에 수출 조건)
- 현지 판매 어종: 상어, 서대, 고등어, 흑돔, 서대류, 붉은돔
 승선 비율

- 선장: 멕시코인
- 한국 선원 8명 승선 (연차적으로 감소하여 3년 후 5명)
 조업 구역

- 합작사업 확정 전에 제한 없는 조업수역 사전 설정
 대멕시코 요청 사항

- 최소한 1년간 특혜관세 적용

2. Castro 멕시코 외무성차관은 1987.4.8.자 주멕시코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1987.2월 한국 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멕시코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옴.
 한국 측 수정안은 1986.10월 당시 최초의 한국 측 제안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
 어획물 판매권, 조업 구역, 수입 물자 등에 관하여는 1986.11월 멕시코 측 제안을 다시 확인함.
 특히 선원 승선은 멕시코 관계법에 따라 기술 지도 목적에 한해 5명까지 최대 2년간 승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할 수는 없음.

3. 멕시코 외무성은 1987.4.30. 주멕시코대사관과의 어업협력 회의 시 멕시코가 희망하는 기술 협력
분야와 자료 교환 기관을 요청하여 온 바, 이에 대해 주멕시코대사관은 1987.6월 아래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함.
 멕시코 측의 훈련 희망 분야 중 가능 분야

- 새우 양식, 해초의 식용화, 해초의 한국시장 판매, 해초의 생물학 및 관리 분야, 굴 양식, 인공 암초
건설지역 선정 및 평가, 조명기술에 의한 오징어 어획 등
 자료 및 정보 교환 가능 분야

- 한국 어업기술훈련소: 자망, 선망, 연승, 채낚기, 트롤어구 어법 분야
-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회의 연차 보고서, 수산물 계통 판매 연보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 87-101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76 / 9 / 1~31(31p)

1. PNG(파푸아뉴기니) 정부가 1986.12월 자국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인 외국 참치조업선의 입어료를
100% 인상 발표한 후 외국 수산업체들의 반발이 비등하고, 특히 일본 회사들은 그간 PNG 측이 징수하던
총 수출액의 5%에 상당하는 입어료를 10%로 2배 인상한 데 불응하여 조업 중단 및 철수를 검토함.
 PNG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동원산업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Patterson 변호사는
1987.1.8. 주PNG대사관을 접촉하여 PNG 정부와의 교섭과 관련한 정부의 측면지원을 요청해 옴.

 현지 조업 중인 동원산업의 입장을 조회한 바, 입어료가 대폭 인상될 경우 동사로서도 막대한
추가 입어료 부담이 예상되나, 현재 PNG와 일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한·PNG 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강력한 대응책 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현재와 같이 선박은 철수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PNG와 일본 간의 협상을 주시하여
동 협상이 타결되면 동 수준에서 입어료 협상을 추진하고자 함.
 동원산업은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한·PNG 간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PNG 수산장관으로부터
입어 허용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하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조속히 타결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PNG와 일본 간 어업협정 시한 만료로 PNG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선박이 1987.3.10. 모두
철수한 바, 협정 만료의 주된 원인은 PNG 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이 불응한 것이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수산청은 PNG 정부의 참치조업선 입어료 인상에 대한 한국 원양업계의 입장을 1987.2월 아래와 같이 1093
외무부에 통보해 옴.

한·포르투갈 어업협력

| 87-101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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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 포르투갈대사관은 1986.7.1.자 주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1986년에도 1985년과 같이 한국의
ICSEAF(동남대서양수산기구) 어획 쿼터 일부를 한국이 포르투갈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함.
 수산청은 포르투갈의 요청에 대해 1986년도 한국의 민대구 쿼터 잔여량 2,476톤 중 향후 한국
어선의 출어에 대비한 최소량 476톤을 제외한 2,000톤을 포르투갈에 양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1986.8월 외무부에 통보해 옴.
 외무부는 1986.8월 한국이 1986년도 잔여 쿼터량 2,476톤 중 2,000톤을 포르투갈에 양도할
1094

것임을 포르투갈과 ICSEAF에 통보함.

-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이 주일 포르투갈대사관에 통보
- ICSEAF에 대해서는 주스페인대사관이 통보

2. 주일 포르투갈대사관은 1987.6.15.자 주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1987년도 한국의 ICSEAF 어획
쿼터 일부를 한국이 포르투갈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함.
 수산청은 포르투갈의 요청에 대해 한국의 동방원양개발(주)이 1987.9월 트롤선을 출어 계획으로 있어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987.7월 외무부에 통보해 옴.
 그러나, 수산청은 1987.9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1987년도 한국의 민대구 쿼터 잔여량
2,000톤 중 향후 한국 어선의 출어에 대비한 최소량 500톤을 제외한 1,500톤을 포르투갈에
양도코자 한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재차 통보해 옴.
 외무부는 1987.9월 한국이 1987년도 잔여 쿼터량 2,000톤 중 1,500톤을 포르투갈에 양도할
것임을 포르투갈과 ICSEAF에 통보함.

-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이 주일 포르투갈대사관에 통보
- ICSEAF에 대해서는 주스페인대사관이 통보

한·페루 어업협력

| 87-1020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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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Javier Labarthe Correa 수산장관이 수산청장의 초청으로 1987.10.18.~22. 방한함.
1. 방한 경위
 페루 측은 1987.9.25. 주페루대사관을 통하여 수산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어업사절단의 방한
희망을 표시함.
 정부는 10.13. 동 방한 제의를 수락함.

 300~500톤급 어선 8척 건조를 위한 한국의 경제협력기금 사용을 교섭함.
 페루 측의 어선 건조 계획(1987~92년간 200척)과 관련하여 구상무역에 의한 어선 건조에 대하여
협의함.
 민간어업회사 간 합작 촉진 등 어업협력에 관하여 협의함.

3. 주요 일정
 10.19. 일정

- 주한 페루대사관 방문, 삼성물산 방문
 10.20. 일정

- 수산청 방문, 외무부 방문, 한국원양어업협회 방문, 수출입은행 방문
 10.21. 일정

- 대림수산 방문, 부산 수산대학 방문, 대동조선 방문
 10.22. 일정

- 부산 공동어시장 방문

4. 방한 결과
 수산청장, 외무부 제1차관보 등과 면담하고, 한국원양어업협회, 삼성물산, 대림수산 등을 방문함.
 페루 측의 어선 건조 사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기금 지원 및 양국 간 어업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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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목적

한·스페인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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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1986.4.1.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1986년도 한국의 ICSEAF(동남대서양
수산기구) 민대구 어획 쿼터량 8,476톤은 추후 스페인에 양도한다는 양해하에 스페인의 지원으로
할당되었음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를 스페인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함.
 수산청은 스페인의 요청에 대해 1986년도 한국의 민대구 쿼터 잔여량 8,476톤 중 금후 한국 어선의
출어에 대비하고 스페인과의 어업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6,000톤의 쿼터를 스페인에 양도하고자
1096

한다는 입장을 1986.5월 외무부에 통보해 옴.
 외무부는 1986.5월 한국이 1986년도 잔여 쿼터량 8,476톤 중 6,000톤을 스페인에 양도할 것임을
스페인과 ICSEAF에 통보함.

- 스페인에 대해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하여 통보
- ICSEAF에 대해서는 주스페인대사관을 통하여 통보

2.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1987.1.20.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1987년도 한국의 ICSEAF 민대구 어획
쿼터량 7,243톤은 추후 스페인에 양도한다는 양해하에 스페인의 지원으로 할당되었음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를 스페인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함.
 수산청은 스페인의 요청에 대해 1987년도 한국의 민대구 쿼터 잔여량 7,243톤 중 금후 한국 어선의
출어에 대비하고 스페인과의 어업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5,243톤의 쿼터를 스페인에 양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1987.3월 외무부에 통보해 옴.
 외무부는 1987.3월 한국이 1987년도 잔여 쿼터량 7,243톤 중 5,243톤을 스페인에 양도할 것임을
스페인과 ICSEAF에 통보함.

- 스페인에 대해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하여 통보
- ICSEAF에 대해서는 주스페인대사관을 통하여 통보

한·수리남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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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남 진출 한국 수산업체의 현지 판매·구매대행업체인 SAIL(Surinam America Industrial Co.) 측은
1987.4.24. 한국 출어사의 기지장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출어사들이 1985~86년간 SAIL과의 계약 및
수리남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한 바,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한국 업체 진출 현황(1987.4월 현재)

- 11개사 72척(대부분 새우트롤어선)
 진출 형태

 계약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 사항

- 한국 출어사가 공정 환율과 암시세 간 차이를 고려하여 출어사 보유 미 달러화를 암암리에 현지화로
환전하여 SAIL사를 통하지 않고 선박 용품을 구입함.
- SAIL 측은 동 건을 인지하고, 한국 출어사에 대한 어대금 송금을 지연시키는 한편 그간 SAIL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금액을 어대금에서 일시 공제한다는 입장을 밝힘.
- 수리남은 만성적인 외환부족을 겪고 있는 바, 공정 환율과 암시세 간의 차이에 따라 여사한 사례가
발생함.

2. 수리남에서 조업 중인 한국원양협회 산하 출어선 선장들은 1987.9.16. 연서로 고용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조업 중단을 선언하였으나, 1987.9.23. 현재 대부분의 선장들이 회사와의 합의에 도달하여
조업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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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업체는 SAIL사(수리남 정부 100% 지분 보유)와 어획물 공급 및 선박용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진출함.
- 한국 어선은 어획물(새우)을 SAIL에 공급하고, SAIL은 이를 가공 처리하여 판매한 후 한국 출어사에
대금을 지불함.
- 한국 어선 용품은 반드시 SAIL사를 통하여 구입하고, 동 대금은 어대금에서 공제함.

트리니다드토바고 진출 덕수물산 현지 부채 처리
문제

| 87-1023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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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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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물산의 트리니다드토바고 내 부채 처리 문제에 관한 1986∼87년 중 처리 경과임.
1.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6.10.2. 외무부에 주재국 수산공사 측이 서한을 통해 덕수물산의 채무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동 건 해결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주트리니다드
대사관에 덕수물산 측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현지 주재원으로부터 미불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나, 동 주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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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역 규명이 불가함에 따라 쌍방 간 이견이 있음.
 덕수물산 측은 미확인 금액의 절반인 2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을 표명함.

2.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6.10.27. 외무부에 덕수물산의 동 부채 지불 지연으로 한국 업체에
대한 신용 실추 등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덕수물산은 현지 여타 한국 업체에 대해서도 부채가 있음.
 동사는 주재원 사망과 증거 서류 미비를 이유로 부채 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바, 조속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건의함.

3. 수산청은 덕수물산 측에 대해 부채 청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수산청은 1987.7.1. 외무부에 덕수
물산이 당사자들과의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부채를 지불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함.

한·터키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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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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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6 / 15 / 1~22(22p)

1. Akkaya 터키 농업은행 총재는 1986.11월 주터키대사 면담 시 터키는 연안에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어업 분야 협력을 희망해 온 바, 수산청은 1987.1월
한국 업계가 동 수역에 진출한 경험이 없고, 자원 평가와 사업성 평가가 어려움에 따라 현재로서는
진출 희망 업체가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한·터키 양국 간 어업협력 추진과 관련한 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주터키대사관이 1987.7월 보고한
 터키 어장은 외국 어선에 개방되지 않음.
 한국 회사와 터키 회사 간 합작 사업은 가능함.

- 합작투자 신청 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 허용 여부 결정
- 선원은 전원 터키인 고용
- 한국 어선 투입 가능(자본으로 간주)
 터키 수역의 어장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입어나 합작투자를 신청한
외국 회사는 없음.

- 멸치 및 고등어가 가장 많이 어획되고 있으며, 참치는 Bluefin Tuna를 연간 약 2,000톤 어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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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Falkland 주변 수역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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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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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수역 조업 문제와 관련하여 1987.1.13. 한국에 대해 25척의 조업허가를 최종
통보한 바, 당초 14척의 국별 쿼터를 합작으로 변경하고 합작 11척을 추가함.
2. 외무부는 포클랜드 주변 수역에서 조업할 한국 어선의 증척을 위해 주한 영국대사관 및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교섭을 시행하였으나, 영국 측은 포클랜드 수역 쿼터가 초과되고 있음을 이유로 한국 측에 상기로
통보한 합작 25척 이상의 쿼터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1100

3.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7.1.9.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하고 아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주영국
대사관도 1.12. 동일한 입장을 영국 외무성에 전달함.
 영국 측이 1986.12월 질서 있는 조업을 위한 한국 측의 보장 제공 시 증척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이 동 보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1.7.자 영국 측 통보에 여사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함.
 영국 측이 최소한 32척의 한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한·미국 어업협력

| 87-102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7-76 / 17 / 1~198(198p)

1. 정부는 1978년 이래 실시되고 있는 한·미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어획되는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1987.5.1.부터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상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 미국 수산청장은 1987.6.8.자 서한을 통해 한·미 어업합작사업 어획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양국의 통상 장벽을 낮추려는 양국 정부의 양자 및 다자간 노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동 관세부과 결정의 철회를 요청함.

 1988년도 대미 어획 쿼터
 1988년도 공동어업사업
 북양 유자망 어업문제
 북양 공해어업에 관한 각서 교환

3. 미국 플로리다주 Graham 상원의원은 1987.12.4. 주미대사 앞 서한으로 Stone Crab의 수입 허가 및
수입허가 시 관세 인하를 요청한바, 수산청은 한국 연근해 어민 보호를 위해 왕게 이외의 게 수입을
억제하고 있음에 따라 동 Stone Crab의 수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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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7.11.21.~29.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측과 아래 사항에 대해 협의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1차. 서울,
1987.3.30.-4.1.

| 87-102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76 / 18 / 1~173(173p)

서울에서 1987.3.30.~4.1. 개최된 제21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임.
1. 회의 개요
 주요 의제

1102

- 어업 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및 동 결과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
-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동 처리 상황의 보고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 문제
-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 촉진
 회의 구성

- 본회의, 운영소위원회 및 어업자원소위원회
 어업자원 전문가회의가 3.26.~28. 부산에서 별도로 개최됨.

2. 대표단
 한국: 이종휘 수산청차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수산청, 내무부 관계관 등 16명
 일본: 기무라 쿠니오 수산청차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등 19명

3. 정부 훈령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일본의 자율규제 조치에 따른 어업자원 상태를 점검함.
 양국 어선 간 사고 내용을 분석, 금후 사고 감소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요청함.
 협정 위반 한국 어선에 대한 관계법규 개정을 위한 정부의 추진 사항을 설명함.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예비교섭을 위한 정부 간 실무자협의회 개최를 제안함.

4. 회의 결과
 의장단 및 사무국장 등 임원을 선출함.
 저어자원의 전체적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잠정적 규제로 인한 자원 회복에는 미흡함을
확인함.
 양국 어선 간 총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도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함.
 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하여 양측은 어민 지도 내용을 설명하고, 사고 미연
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협정 위반 어선에 대한 벌칙에 대해 설명함.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협의를 1987.6월 이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한·일본간 어선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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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76 / 19 / 1~135(135p)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3항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어 온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
규제수역에서의 1987년도 공동 시찰 승선 문제 협의를 위해 양국은 아래와 같이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함.
1. 제1차 협의회 결과

공무원 수는 매회당 2명임.
 지도 단속 방법, 위반 어선의 통보 절차, 일본 어선의 특정 해역 입·출입 상황 통보 등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제2차 협의회 결과
 1987.12.10.~12. 부산에서 개최
 제1차 회의 미결 사항인 공동 승선의 지도, 단속 방법에 대해 합의함.
 상대국 주변 수역에 지도선 상시 배치, 동서 특정 해역에서의 일본 어선의 입·출역 상황 통보 등에
대해서도 합의함.

3. 동 공동 시찰은 1986년에는 5회, 1987년에는 6회가 각각 실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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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2.1.~3. 후쿠오카에서 개최
 제휴 순시: 공동규제수역에서 5회, 서일본 주변 수역에서 5회 실시함.
 공동 승선: 한국 공무원의 일본 감시선 6회 승선, 일본 공무원의 한국 지도선 6회 승선, 승선

Yadav Prasad PANT 네팔 수자원장관 방한,
1987.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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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76 / 20 / 1~38(38p)

1. 네팔 Pant 수자원장관은 세계에너지회의 참석차 1987.9.13.~17.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을
각각 예방함.
2. Pant 장관의 외무부장관 예방 시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Pant 장관은 네팔 정부의 1986~90년 제7차 5개년개발계획을 설명하고, 동 개발계획에 고려개발,
1104

현대엔지니어링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함.
 외무부장관은 한국 기업의 네팔 경제개발계획 참여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네팔 측이
제시한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EDCF(대외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Dulloo, Madun Murlidas 모리셔스 농수산 및
자원상 방한, 1987.1.18.-22.

| 87-103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7-76 / 21 / 1~117(117p)

1. 모리셔스 Dulloo 농수산장관이 한·모리셔스 간 수산 분야 협력 협의차 외무부 초청으로 1987.1.18.~22.
방한한 바, 동 장관은 일본이 모리셔스 정부에 원조하는 어선 진수식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후
방한함.
2. Dulloo 장관은 방한 중 농수산부장관, 외무부 제1차관보, 수산청장 등을 면담하고, 부산 소재 수산
시설(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및 국립부산수산대학)을 방문함.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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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

| 87-103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76 / 22 / 1~89(89p)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한 1986∼87년 중 추진 경과임.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사업 개요
 1974.1.30.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서 서명 및 1978.6.22.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

- 공동개발 구역을 9개 소구역으로 분리 설정
1106

 1979.3.16. 공동개발 구역 소구역별 조광권자 및 운영권자 지정
 매년 대륙붕 회의 개최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2. 조광권자와 운영권자 지정
 한국 측 조광권자인 TEXACO사가 1985.5.17.자로 2~6 소구역에서 철수함에 따라 한국석유개발
공사로 대체
 한국은 1986.3.20. 제5 소구역에 대한 한국 측 조광권자로 한국석유개발공사와 경인에너지 지정
 제8 소구역 일본 측 조광권자인 제국석유와 일본광업이 1986.5.27. 조광권 포기
 제1, 7, 8, 9 소구역 한국 측 조광권자인 코암회사(해밀턴 등 5개사 연합)가 1986.6.21. 제8 소구역에
대한 조광권 포기

3. 일본의 대륙붕 조사계획
 일본 정부는 1986.5.19. 주일대사관에 일본 주변 대륙붕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보하고, 조사
구역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 정부에 참고로 사전에
통보하는 것임을 설명함.
 한국 정부는 동 조사가 대륙붕 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의 없음을 회보함.

4. 공동개발 구역 탐사 결과
 1985년 제7 및 제8 소구역에 대한 시추 시 유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1987.5~7월 중 제5 소구역에서
시추를 진행하였으나 유징 발견에 실패함.

5. 한국 대륙붕 탐사
 정부는 한국 소유 대륙붕 6개 광구 중 제3, 4, 5 및 제6-1광구에 대한 탐사를 별도로 추진함.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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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77 / 1 / 1~337(337p)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부록에 첨부된 공동개발 대상 소구역 개정 및 굴착 의무에 관한
1987년 중 문안 교섭 관련 사항임.
1. 일본 정부의 제안
 1987.4.30. 일본 정부는 1974년 대륙붕협약에 의거하여 양측 조광권자의 권리가 1987.5.17.자로
만료됨을 감안하여 협정 부록의 소구역 개정 및 굴착의무 조정에 관한 일본 측 교환각서안을

- 9개 소구역을 6개로 통합 조정
- 시추의무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7개로 축소

2. 한국 정부의 대응
 소구역 조정에 대한 일본 측 제안을 수락함.
 일본 측 제안 교환각서 문안이 소구역 개정과 탐사권 만료 일자를 연계시키고 있는 바, 소구역
개정은 협정의 존속 기간 중 당사국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편 굴착의무와 관련하여 문맥상 뜻을 분명하게 하는 수정된
표현을 1987.5.13. 일본 측에 제의함.

3. 교환 각서 발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87.7.3.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7.30. 통과됨에 따라 8.31.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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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을 통하여 제의함.
 동 내용은 1987.3월 및 4월 2차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됨.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제6차

| 87-103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77 / 2 / 1~23(23p)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1987년 중 실무자회의 및 제6차 대륙붕공동위원회 개최
제의 관련 사항임.
1. 한·일 양국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대륙붕 탐사권 존속 기간이 1987.5.17. 만료됨에 따라
양국 간 실무자 협의회를 1987.3.9.∼10.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제6차 대륙붕공동위를 4.20. 전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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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권 설정: 한국 측은 탐사권 설정을 위한 양국 간 필요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일본 측은 탐사권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쌍방은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함.
 소구역 통합: 한국 측이 경·위도를 기준으로 7개의 소구역으로 통합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일본 측은 5개의 소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측은 추후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함.
 굴착의무 공수: 쌍방은 굴착의무 공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후 절충하기로 합의함.

2. 주일본대사는 1987.3.25. 일본 측이 제6차 한·일 대륙붕공동위원회를 1987.4.21.∼22.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을 보고함.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전2권
V.1 제1차. 서울, 3.9.-10.

| 87-103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7-77 / 3 / 1~165(165p)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공동위원회 1987년 개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본 측의 제의에
따라 사무관급 실무협의회가 1987.3.9.~10.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정부대표단: 외무부 및 동력자원부 실무자 5명
 회의 의제

2. 일본 측 관심사
 대륙붕 탐사권의 1987.5.17. 만료와 관련한 소구역의 통합 및 굴착의무 조정

3. 한국 정부 입장
 소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소구역을 9개에서 7개로 통합 조정
 굴착의무 관련 소규모의 소구역에 대한 굴착의무 면제
 탐사권 갱신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 따라 기존 탐사권(협정 발효 후 8년간) 만료 후에
적용할 제2탐사권 설정 필요
 대륙붕 공동위는 협정 규정에 따라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987년도 회의
개최 필요
 어업조정으로 인해 일부 구역 탐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수립

4. 회의 결과
 일본 측은 공동위 회의 개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한국 측이 요구할 경우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소구역 통합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측이
굴착의무 공구 수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의무 공구 수를 하향 조정한
후에 일본과 재교섭하기로 한 바, 탐사권 설정 등 절차적 사항은 차기 협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양국 간에 사메세도 영해구역을 공동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 양해가 계속 유효한지 문의한 바, 한국 측은 좌표상의 변경 없이 교환 공문으로 동 문제 지역이
공동개발 지역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함.
 차기 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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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역의 통합과 굴착의무 공수 조정 (사메세도 영해 처리 문제 포함)
- 탐사권 갱신 문제
- 제6차 대륙붕공동위원회 개최 문제
- 어업권 조정 문제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전2권
V.2 제2차. 동경, 4.2.-3.

| 87-103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7-77 / 4 / 1~201(201p)

제2차 한·일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가 1987.4.2.~3. 동경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대표단
 외무부 및 동력자원부 실무 관계관 4명

2.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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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역 통합 축소를 희망하는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하여 소구역을 5개로 조정
 조광권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굴착의무 공구 수를 5개로 축소
 사메세도 영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희망하는 양해 확인 방법을 파악하고 소구역 조정 시에
동 영해 일부 구역을 직선경계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

3. 회의 결과
 소구역 수를 9개에서 6개로 통합 조정
 굴착의무 공구 수를 7개로 축소 조정
 일본 측은 사메세도 영해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양해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기를 희망한 바,
한국 측은 기존 양해사항으로 처리할 것을 제의
 제6차 대륙붕공동위원회의 1987.5.17. 이전 개최에 합의
 동 회의에서 합의된 소구역 축소 및 굴착의무 공구 수 축소를 양측이 문서로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교환 각서 형태로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

| 87-1036 |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2차. Washington D.C.(미국),
1987.9.29.-10.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7 / 5 / 1~278(278p)

1. 차기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입후보 관련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자국 후보의 지지
를 요청함.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1986.9.29. 외무부 제2차관보에게 Ruding 재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요청
 주한 프랑스대사는 11.17. 재무부에 공한으로 프랑스 중앙은행 Camdessus 총재에 대한 지지를
요청

2. 주싱가포르대사는 1987.4.3. 주재국의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 총회 유치 관련 주재국
한 바, 외무부는 4.13. 여타 회원국의 1991년 총회 유치 동향을 분석 후 방침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훈령함.
3. 외무부는 재무부 및 경제기획원과 제42차 IMF/IBRD 총회 전후 수석대표의 연설 관련 협의를 진행함.
 뉴욕 Asia Society 초청의 초청 서한 송부(6.24.)
 재무부의 상기 오찬연설 수락 서한 외무부에 송부(7.8.)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재무장관의 오찬연설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Commonwealth Club에서
추가 시행하도록 지시(8.19.)

4. 정부는 1987.9.29.~10.1. 워싱턴 개최 제42차 IMF/IBRD 합동 연차 총회에 사공일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한국은행 등 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쟁점

- 세계 경제 현황 평가를 위한 경제지표 활용, 주요 선진국 간 환율 등 경제정책 협조 문제, 주요 채무국의
외채 상환 문제, 최빈국 금융지원을 위한 IMF/IBRD의 기금 증액 문제
 회의 결과

- 외채사정, 환율불안 및 보호무역 등 3대 난제에 대한 선·후진국 간 이견 표출
-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정책방향, 개도국 외채 완화를 위한 기본조건 등 협의
- 주요 선진국 간 성장유지, 국제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한 환율안정 등 합의
 수석대표 주요 활동

- 총회 기조연설(9.29.), Baker 미 재무장관 면담(9.28.), Camdessus IMF 총재 면담(9.26.), ICDC 회의 참가,
IDB(국제개발은행) 총재 면담(9.28.)
- 최근 한국 경제 현황, 향후 전망 및 한·미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설회 개최(9.25. 뉴욕 및 워싱턴,
10.1.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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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4.1. 상기 회의 개최를 정식 제의했음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

| 87-1037 |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2차. Washington D.C.(미국),
1987.9.29.-10.1.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7 / 6 / 1~100(100p)

워싱턴에서 1987.9.29.~10.1. 개최된 제42차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관련 자료 현황임.
1. IMF 1987년 연차 보고서
 세계 경제 동향: 개관, 각국의 경제활동 및 정책, 세계무역 및 국제수지
 IMF의 정책과 활동, 외채 상황, IMF의 조정정책, 국제유동성과 SDR(특별인출권), IMF의 금융활동과
1112

정책

2. 재무부가 1987.9월 작성한 주요 인사 면담 자료(언급 요지)
 IMF Camdessus 총재: IMF와의 협력관계 지속 희망, 한국의 IMF SAF(구조조정금융)에의 참여
긍정검토 언급, 제9차 쿼터 증액 1988년 이전 실시 및 가맹국의 경제력 반영 언급
 IDB(국제개발은행) Ortix 총재: IDB 가입 지원 요청
 IFC(국제금융공사) Parmer 부총재: 한국 경제에 대한 IFC 기여 평가
 JEXIM(일본 수출입은행) Tanaka 총재: 동 은행의 Bank Loan 도입 협의
 미국 Baker 재무장관: 대미 환율, 외환은행 지점, 특별외화대출, 관세율 인하, 보험 등 시장개방
문제 협의
 브라질 Pereira 재무장관: IDB 가입 지지 요청, 방한 초청

3. 각종 자료
 수석대표 총회 연설문
 IMF 구조조정기금에의 기여 여부
 Camdessus IMF 총재 서한 요지
 SDR의 추가 배분

- 논의 배경, 국제 Reserve의 최근 동향, SDR 추가배분의 효과, SDR 추가배분 규모, Staff 건의, 이사회
논의 결과
- 회의 전망: 투표권 비중이 큰 일부 선진국에서 SDR의 추가배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치적
의지에 따른 결단이 없는 한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Washington, D.C.

| 87-103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7 / 7 / 1~95(95p)

정부는 1987.4.9.~10. 워싱턴 개최 제28차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제31차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에 정인용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재윤 한은 부총재(교체
수석대표) 외 재무부 등 6명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 회복을 위해 각국의 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민간 상업은행의 적극적 참여 및
세계은행의 융자 확대 등이 바람직함을 제기
-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 확대 필요성 강조

2. 회의 결과
 IMF/IBRD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 550명 참석
 회의 의제

- 잠정위원회: 세계경제 전망, SDR 추가배분 문제, IMF 감독에서의 경제지표 활용, 개도국 외채 전략
- 개발위원회: 개도국 성장 지원 방안, 환경 및 개발 문제, 국제무역 등 진행 상황 보고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주요국간 정책협조: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개도 국 외채문제: 심각성이 강하게 부각, 향후 실질적 개선 방안 모색을 기대
- 경제지표 활용: 본격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흥공업국도 장기적으로 적용 대상 전망
- SDR 추가배분, IMF 쿼터 증액, IBRD 일반증자 등: 미국의 동의 없이 실현이 어려움을 확인
- 보호무역주의 문제: 보호무역주의 철폐의 중요성 제기
 수석대표 활동

- 양 위원회 연설을 통해 정부 입장 설명
- 미국 수석대표 및 주요 국제 금융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양 기구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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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및 개도국 외채문제 등 불확실한 요인 해소를 위해 선진국 간 및 선진·개도국 간 정책
조화와 공동노력이 필요
- 적정한 유동성 공급 측면 고려 시 SDR(특별인출권) 추가배분 실현이 필요
- 선진국 간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과 IMF의 감독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지표
활용 방안 모색을 강조
-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Baker Plan에 관계 당사국의 참여 촉구 및 대개도국 자금공여 확대와
수출시장 여건 개선 등이 긴요함을 제기

| 87-1039 |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주최 각료급 심포지엄. Bangkok,
1987.6.18.-21.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7 / 8 / 1~86(86p)

정부는 1987.6.18.~21. 태국 방콕 개최 IBRD(세계은행) 주관 경제개발계획과 시장 기능에 관한
한국, 인도, 태국 및 중국(구 중공) 등 아시아 4개국 초청 국제심포지엄에 김만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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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정책 관련자들과 개발경험 교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략 토의, 경제 교류 증진 활동을
시행함.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계획과 시장기능’
에 관한 주제 발표 시 한국이 실현한 경제
발전상을 홍보하는 한편 공업화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설명함.
 중국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한·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

2. 회의 결과(주태국대사의 6.25.자 보고)
 한국, 인도, 태국, 중국 4개국 및 세계은행 관련 인사 총 35명 참석
 참가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대한 토의와 의견 교환
 수석대표는‘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제하의 연설 시행,
참가국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첨부 문서

- 의제 및 참가자 명단
- 세계은행 부총재 개회사
- 참가 4개국의 국별 현황 보고서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28차. Miami(미국)
1987.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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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3.23.~25. 미국 마이애미 개최 제28차 IDB(미주개발은행) 총회에 정영의 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박련 주애틀랜타총영사(교체수석대표) 및 재무부 관계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IDB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과의 우의를 증진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함.
 한국의 가입 추진 의사를 IDB 및 회원국에 설명하여 가입을 위한 지지를 확보함.
제고 및 IMF 수혜국 지위 졸업 등으로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의 한국의 가입 실현은 당연한 추세
임을 설득함.
 IDB 가입에 대비한 동 기구 활동 및 재원 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

2. 회의 결과(주미대사 보고)
 수석대표는 개막식 후 IDB 총재를 면담하여 한국의 IDB 가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동 총재는
가입 실현을 위한 모든 가능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함.
 금차 총회의 중요 관심사는 미국이 1986년 총회에서 제의한 IDB 표결제도 변경(현행 단순 과반수
찬성에서 65% 이상 찬성으로 변경) 문제로 미국은 현재 중남미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IDB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액에 상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 중임.

3. 재무부는 1987.4.3. 외무부에 동 총회 참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함.
 44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800명 참석
 정부대표단 주요 활동

- 총회에 옵서버 대표로 참석, 대 IDB교섭 활동 시행
- IDB 총재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가입 지원 약속 확보
- 미 재무성 부차관보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확보
- 일본 및 브라질 대표 면담, 가입 지지 요청
- 현지 금융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특기 사항

- IDB 제7차 일반증자(1987~90년간 200~250억 달러 규모)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중남미 개도국 간 이견 표출
 한국의 IDB 가입 전망

- 현재 IDB의 공식 옵서버국으로 인정
- 브라질 등 역내 주요국과 가입을 위한 쌍무적 실무협의를 시행하여 회원국 내 합의를 도출 후 구체적인
가입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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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국제기구를 통한 재원 공여 현황과 한국의 경제협력정책 등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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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B/AFDF(아프리카 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기금) 제 5차 재원보충 회의 및 제 23차 연차
총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7 / 11 / 1~184(184p)

정부는 1987년 중 AFDB/AFDF(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기금) 회의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AFDF 제5차 재원보충 1차 회의(1987.3.5.~6., 이탈리아 로마)
 대표단: 박용만 주코트디부아르 재무관 외 2명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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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보충 규모: AFDF 측 제시안은 과다하므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AFDF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다수 국가 의견에 동조
- 수혜자격 문제: 종전과 같이 그룹 A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 분야: 현재의 융자 중점 순위 유지
- AFDB, AFDF 사무국 및 참가국 대표와 접촉을 통해 국제금융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위 향상 도모
 회의 결과: 각국은 재원보충 규모와 관련하여 특정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AFDF
측이 제시한 안이 과다하다는 데 의견 접근, 동 규모는 30억 FUA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향후 대책 및 건의: IDA, ADF 등 타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연 규모 등에 비추어 AFDF 제5차 재
원보충 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함이 필요

2. AFDF 제5차 재원보충 2차 회의(1987.5.6.~7., 프랑스 파리)
 대표단: 양천식 재무부 행정사무관 외 2명
 정부 훈령

- 재원보충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되 역내국 및 AFDF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수
역외국 의견에 동조
- 역외국 직원 채용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 직원 채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채용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청

3. 제23차 AFDB 총회(1987.6.9.~10., 이집트 카이로)
 대표단: 서영택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등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개막 연설, 의장으로 이집트 중앙은행 총재 선출,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시행
 수석대표 활동: 6.10. 무바라크 대통령 예방 및 기조연설 시행

UR(우루과이라운드) / Safeguards (긴급수입
제한조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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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1986.11월~1987년 개최된 UR/Safeguards(우루과이라운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관련 동향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86.11.20. Safeguards 협상 관련 사무국의 협상계획안 및 각국의 입장을 보고함.
 협상의 중요성, 협상 원칙, 여타 분야 협상과의 관계, 협상 대상, 협상 일정 등
 다수 개도국 등은 동 협상의 신속한 추진 및 1987년도 말까지 협상 종료를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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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987년도 작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제1차 Safeguards 그룹회의(3.10.~11. 제네바) 대비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GATT 제19조는 수입제한조치의 핵심적 근거조항으로서 동 원칙을 무시한 선택적, 차별적 성격의
일방적, 쌍무적 보호조치에 반대
 조치 대상, 발동 기준, 보상 및 보복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 추구
 동 협상의 조속한 타결 희망 및 협상 공식 종료 전이라도 잠정적 이행이 바람직

3. 정부의 관련 조치
 상공부는 상기 협상그룹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및 1987.5월 상기 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검토
자료를 작성
 대한무역진흥공사는 6.4. 외무부에 제2차 회의(5.25.~27.) 참가 결과보고서를 제출

4. 주제네바대사는 1987.4월 이후 동 협상 대책 및 공식·비공식 협의 결과를 수시 보고함.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6개국은 홍콩이 작성한 Safeguards협정 시안을 공동명의로 서면 제출하는
문제를 협의(4.1.)
 외무부는 동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제네바대사에게 훈령(4.29.)
 주제네바대사는 상기 시안에 대한 공동제출 5개국의 비공식 협의 내용을 보고(10.2.)

5. 외무부는 1987.5.25. 정부의 UR/Safeguards 협상 제의에 관한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정부는 선진국이 GATT/Safeguards 규정을 남용, 선발 개도국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 규정 개선안을 정식 제출함.
 정부는 동 제안을 통해 포괄적 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한편 Safeguards 조치가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상공부는 1987.3.4.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상기 협상에 대한 예상 쟁점, 정부 입장, 향후 검토사항

6. 주제네바대사는 1987.10.8. UR/Safeguards 협상그룹 제3차 회의(10.5.~6.) 결과를 아래 보고함.
 관찰 및 평가

- 협상의 주요 쟁점은 MFN(최혜국대우)원칙 고수 여부 및 기존 회색조치 처리문제이며, 기타 협정범위,
대상품목, 발동요건, 구조조정, 보상/보복, 개도국 우대원칙 등임.
- 현재까지 제출된 5개 안 중 한국 등 5개국이 제출한 공동제안이 유력한 제안으로 부각되었으며, 다수국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협상의 출발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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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전망

- 1987년 중 모든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1988년 이후 협상 추진 방법 관련 사무국의 협상
기초문서 작성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대처 방향

- 차기 회의(1987.11.24.~25.) 시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견지하며, 적절한 시기에 EC(구주공동체) 측과
협상 타개책을 협의한 후 동 결과를 보아 5개국 입장을 재검토함.
-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실익 확보와 동시에 현실을 수용하는 타협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제2,3차 회의 시 지적된 문제점(특히 구조조정, 농·공산품 구분, 발동요건 및 보상/보복 의무완화 등)
및 여타 4개국 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

7. 주제네바대사는 1987.11.26. UR/Safeguards 협상그룹 제4차 회의(11.24.~25.) 결과를 아래 보고함.
 향후 회의운영

- 의장은 차기 회의 시 협상계획에 명시된 협정 포함 요소 및 회색조치, 개도국 우대문제 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시행을 제의함.
- 한국 등 5개국은 협상 진전을 저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피해개념’
부터 검토에 들어가되 여타
근본적인 문제도 토의할 수 있다는 유보하에 의장 안을 수락함.
 차기 회의일정

- GNG(상품협상그룹)에 1988.2월말 개최를 건의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반덤핑/
상계관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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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대사는 1985.10.21.~22.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국별 법령 및 시행규정 검토: 호주,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폴란드 및 미국 등
 각국의 반기별 반덤핑조치 상황 검토: 브라질, 체코 등 15개국
 실질적 피해위협(Threat of Material Injury) 결정에 관한 시안 채택

2. 정부는 1986.4.18. 제네바에서 4.22.~24. 개최 예정인 GATT 상계관세/반덤핑위원회 정부대표로 재무부
 한국의 반덤핑협약 가입에 따른 향후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방향, 동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동
활용 계획 등 설명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덤핑제도 도입에 따른 선진국의 지원 촉구

3. 상기 GATT 반덤핑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은 한국의 1986.2.24.자 반덤핑협약 신규 가입을 환영
 정부대표 발언 요지

- 한국은 반덤핑협약 가입 후 덤핑/상계관세 관련 법령을 동 협약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
- 동 개정 법령을 차기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1986.6월초까지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
- 1986.6월중 서울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세미나 개최 계획임을 설명
- 개도국 기술원조는 협정의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개도국의 협정 가입 촉진책임을 강조
 회원국의 반덤핑 관련 법령, 반기별 반덤핑 조치 및 Sunset 조항 각국 법령 검토
 일본은 한국의 일본 제품 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 법령의 조속한 제출을 요망

4. 외무부는 1986.9.5.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 반덤핑/상계관세 운용실적보고서(1986.1.1.~6.30.)를
GATT 반덤핑/상계관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함.
 반덤핑 조치: 중국 및 일본 1개, 일본 1개 제품
 상계관세 조치: 실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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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 김교식 사무관을 임명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5. 주제네바대사는 1986.10.28.~31. 개최된 반덤핑/상계관세위원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협정 신규 가입: 홍콩이 1986.4.23.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뉴질랜드가 조만간 가입 예정
 각국의 반덤핑 법령 검토

- 한국, 파키스탄 등 6개국 심사
- 한국은 반덤핑법령 및 동 법령 운용 방향을 설명
- 사무국은 한국의 법령에 대한 각국의 질의를 1986.12.19.까지 접수하여 통보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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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관세 발동 반기 보고서 검토: 한국 등 4개국
 반덤핑 전문가그룹 보고서는 1987.5월초 개최 예정인 차기 회의 시 제출하기로 결정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동광
(copper) 관련 비공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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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6.2.7. 주제네바대사에게 일본·EC(구주공동체) 간 동광석 및 정제동에 관한 GATT(관세무
역일반협정) 제22조 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일 통산성은 1.27. 상기 문제에 관한 EC 측의 재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1986년 중 동 문제를 수차 논의했으나 EC 측의 작업반 설치 요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양자 간 비공식 논의가 지속됨.
 한국은 큰 이해관계가 없는 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특히 이사회 의장직 수행 기간 동안 각종
무역 분규에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은 동광석 장기 공급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도입선에 큰 지장이 없으며, 일본의 대량 동광석
수입으로 인한 약간의 국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예상함.
 한국은 이사회 의장국으로 중립적, 중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6.10.24. GATT 동광석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회의(10.23.) 결과를 아래 보고함.
 의장은 금차 회의 및 12.5. 회의 후 1987.1월말 보고서 초안 검토, 2.7.까지 보고서 채택을 제안함.
 12.5. 회의 시 생산 및 소비구조, 공급 및 수요 상황, 가격정책, 보호조치를 포함한 세계교역
추세에 관한 토의를 결정함.

4. 정부는 1986.12.1. 주제네바대사에게 동광석 전문가회의 관련 아래 정부 입장을 훈령함.
 동광석의 교역 및 국내 거래는 순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없음.
 동괴의 경우 선진국보다 높은 기본관세율(20%)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제련업계의 부채로
인한 경영 압박, 시설 노후화 등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임.
 한국은 연간 35~40만 톤의 동광석 수요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장기계약 체결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금차 회의에 대처 바람.

5. 주제네바대사는 1986.12.11. 동광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그룹회의(12.11.)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생산 및 소비구조 등 4개 의제에 관해 협의한바, 일본, EC 등은 기존 입장을 개진하고, 핀란드 등
제3국은 정부의 인위적 보호에 의해 경쟁력 없는 제련소가 세계시장 공급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차기 회의를 1987.2월 첫째 주에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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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6.5.22. 및 6.11. 주제네바대사에게 일본·EC 간 동광석 분쟁과 관련하여 아래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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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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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년 UR/GNS(서비스협상그룹) 협상대표단(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등 관계관)을 아래와
같이 제네바에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임.
 제1차 회의(1987.2.23.~25.)

- 각국은 협상목적, 검토과제, 기본원칙 등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표명
- 한국은 다자간 규범 제정을 지지, 개도국 우대원칙, 개도국 비교우위 분야 포함 등 입장 표명
 제2차 회의(1987.4.8.~10.)
1122

- 서비스무역 정의, 서비스 통계, 서비스 무역 규범, 협상 의제, 옵서버, 향후 일정 등을 협의
 제3차 회의(1987.6.29.~7.3.)

- 서비스 통계문제 집중 협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조치 및 이행, 기존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 및 협정 검토
- 한국은 서비스 통계 관련 국제기구의 협조하에 개선작업 추진, 서비스 무역 장벽 결정 시 각국의 특수한
사정 고려 필요성 등을 개진
 제4차 회의(1987.9.16.~17.)

- 서비스 통계, 서비스 규범 기초개념, 서비스 무역규제 사례 목록 작성 등 협의
- 한국은 서비스 규범의 기초 개념으로 MFN(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 공개원칙, 규제의 적정화,
시장접근의 보장, 개도국 우대원칙 등 입장을 설명
 제5차 회의(1987.11.3.~5.)

- 서비스 통계, 서비스 규범의 기초개념, 규범 범위 등 논의 지속
- 차기 회의 시 stock-taking 방안 협의
- 대표단은 11.5.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국 등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양보 시
적극적 중재 역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 전달
 제6차 회의(1987.12.14.~15.)

- 1987년 협상 평가, 향후 협상 방향, TNC(무역협상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1988년 회의 일정 등 협의
- 미국 등은 1988.12월 각료회의(UR 중간평가) 이전 기본규범 제정을 마무리하고, 1989년 이후 부문별
규범검토를 개시할 것을 제안
- 인도, 브라질 등은 서비스 정의 및 범위 문제, 서비스 통계의 토의 불충분, 다자간 규범 기초개념의
편파성 등을 주장
- 한국은 1987년 토의가 협상의 출발점임을 지적하고 1988년에는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 경제
개발 단계 등 감안 필요성을 강조
- 1987년 개최 회의 개요 및 결론 등을 TNC에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하고, 1988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2. 경제기획원은 1987년 중 GNS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회담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서비스 무역 규제에 대한 사례 목록(7월)

- 서비스무역 규제 장벽에 대한 논의 배경 및 한국의 목록 작성 계획 등
 UR/서비스 협상의 배경과 내용(12월)

- 협상 논의 배경, 국별 의견 대립에 대한 분석, 서비스 협상의 제반 난점, 다자간 체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 등

8.31. 사례 작성 기본원칙 등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87.12.29. 경제기획원에 UR 협상 대책 관련 아래 사항을 정부 입장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함.
 관심 분야 서면 제안 제출, 개도국 우대 방안 구체화, 선발개도국 졸업 압력 대비, 후속 단계 협
상체제 정비, GNS 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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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부는 1987.8.27. 외무부에 UR/GNS 협상 관련 각국의 무역장벽 사례 조사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 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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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 그룹회의가 1987년 중 아래와 같이 제네바에서 5회 개최됨.
1. 회의 일정
 제1차: 2.26.~27. / 제2차: 5.11.~12. / 제3차: 7.3. / 제4차: 10.15.~16. / 제5차: 11.12.~13.

2. 정부대표단의 기본 입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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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입장

- 열대산품은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다수 개도국의 관심 분야로서 한국으로서는 동 분야 교역
자유화 및 협상의 조기 타결 등 개도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기 어려움.
- 열대산품 중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 양념류, 식물성유, 담배, 열대과실 등 품목과 경합되는 품목이
다수임에 따라 동 교역 자유화 시행 시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열대산품 교역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유도함으로써 수입
개도국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특히 수입 개도국으로서의 특수한 사정이 열대산품 수출
개도국에 인식되도록 노력함.
 협상 조기 추진 문제

- 한국으로서는 열대산품 협상이 가급적 지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기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음.
- 열대산품 중 쌀 등 한국 농산물과 중복되는 품목이 다수임에 따라 우선대상품목을 강조하며, 협상대
상품목은 저개발 개도국 공통 생산 열대산품을 중심으로 가급적 축소함이 한국에 유리함.
 협상 대상 조치

- 열대산품 생산국들은 관세, 비관세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협상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음.
 개도국 우대문제

- 열대산품 수출국들이 대부분 개도국임을 감안하여 개도국 우대 필요성에 동조하며, 열대산품 수입
개도국에 대한 우대도 동시에 보장되도록 함.
- 한국은 열대산품 수입 개도국으로 쌀 등의 품목은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허할 수 없음.
 협상 방식

- 다자간 방식보다는 동경라운드와 같이 개별 국가별 request/offer 방식에 의거한 협상 방식이 바람직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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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6.10.28. GATT/UR(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미 통상대표 부대표가 한국 김기환 박사(일해재단 이사장)의 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산하
협상그룹 분과위원장 수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타진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 바, 정부는 11.7.
주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김기환 박사는 일해재단 업무 병행이 불가한 사정 및 본인의 고사로 대신 상공부 김철수 차관보를
추천함.
 한국이 선호하는 협상그룹은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시장접근, GATT 조문임.

지시하고, 희망 협상그룹은 Safeguards, 시장접근, GATT 조문 (MTN 협정 포함)임을 통보하는 한편
1987.2월 세이프가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이 어려울 경우 시장접근, GATT 조문, MTN 협정 그룹 의장
수임을 추진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7.2.9. 공식 협의 시 김철수 차관보가 GATT 규정 및 MTN 협정그룹 공동의장으로서
MTN을 담당하도록 합의되었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2.10. 동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피선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가 2.9. 상품협상그룹 산하 14개 협상그룹 중 GATT 규정 및 MTN 협상
그룹 공동의장(MTN 담당)으로 선출됨.
 정부는 각 회원국과 막후 협상을 진행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금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중요한 협상 의제인 MTN 협정 그룹 의장에 진출함.
 MTN 협정그룹은 1979년 동경라운드 협상 시 체결한 9개 협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수행하며, 타 협상그룹과 같이 연 4회 정도 개최될 예정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는 1986.11.25. 주제네바대사에게 김철수 차관보의 협상그룹 의장 선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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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9.16. 재무부 및 상공부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이 11.24.~27.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과의 BOP(Balance of Payments) 정식 협의 시 작성, 제출할 한국 배경문서(Background
Paper)의 작성 방향 선정을 위해 한국이 BOP 관련 선언 제12항을 원용할지 여부를 문의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아래 측면을 고려하여 동 조항 원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 회보를 요청함.
 원용의 필요성
1126

- 한국은 1984년 정식 협의 시 동 조항을 원용하여 보호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사무국 배경문서에도 대외 무역환경이 포함됨.
- 국제수지가 흑자인 한국으로서는 수출환경 문제를 거론함이 없이 한국 입장을 적절히 방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문제점

- 현재까지 동 조항을 원용한 국가는 브라질(1983년) 및 한국(1984년)뿐으로 국제수지 흑자국으로서
동 조항을 원용할 경우 선진국의 반감이 우려됨.

2. 재무부(9.26.) 및 상공부(10.5.)는 아래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각각 회신함.
 재무부

- 금번 협의에서는 1984년 정식 협의 시와는 달리 한국 수출환경 문제를 사무국 배경문서에만 포함시키는
한편 정부대표 발언 시 언급하는 방법으로 동 조항을 소극적으로 원용함이 바람직함.
 상공부

- 1986년에 흑자를 달성한 한국으로서는 수출환경 문제를 사무국 작성 배경문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국이 작성, 배포하는 문서에 한국의 외채 등 수출환경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한국
입장을 협의 참여국에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함이 바람직함.

3. 외무부는 1987.10.15.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BOP 관련 선언 제12항을 원용하되
수출환경 문제를 한국 제출 기본문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무국 작성 배경문서에만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원용하기로 하였음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한국 국제수지가 1986년 이후 흑자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강화로
수출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흑자 기조 정착이 불투명함.
 수출환경 문제를 언급함이 없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한국 수입제한의 정당성을 방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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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1987.11.24.~27. 개최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의 대한국 정식
협의(Full Consultation Under Article XVIII: 12(b) With Korea in the GATT 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결과임. (1987.12.2. 외무부 통상국 작성)
1. 협의 참가자
 정부대표단: 홍재형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수석대표), 재무부, 상공부, 외무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상대국: 18개 국제수지위원회 위원국 중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9개국 대표

 한국이 1967년 GATT 가입 이래 취해 온 각종 수입제한 조치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GATT 18조
B에 근거한 것인 바, 동 위원회는 매 2년 동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동 조항 적용 배제를 권고하며, 권고 불응 시 피해국의 보복 조치를 인정함.
 주요 선진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 및 국제수지 흑자 시현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동 조항 원용
배제를 시도함.

3. 주요 협의 내용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에 따라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더 이상 정당성을 지닐 수 없음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계획 제시를
요구함.
 정부대표는 대내외적 악조건 및 고수준의 외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 요인으로 흑자
기조 판단은 시기상조이며, 1988년에 완료되는 수입자유화계획(1988년 수입자유화율 계획:
95.3%), 관세인하계획(1988년 평균관세율 계획: 18.1%)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단, 차기 정부가 동 계획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4. 결과
 GATT 18조 B 원용 졸업 유보를 관철함.
 1989년 상반기 정식 협의를 개최하기로 함.

5. 평가 및 대책 방향
 수입제한 조치의 근거를 계속 보장받고, 우루과이라운드에의 파급효과를 사전 방지함.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될 경우 1989년 정식 협의 시 동 조항 원용
졸업이 불가피할 것인 바, 관계부처는 GATT 11조 2항에 의거하여 최소한 유지가 가능한 수입제한
품목을 이용하여 특히 농산품 등 수입제한 품목 축소로 인한 악영향을 극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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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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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구주공동체) 집행이사회는 완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부품에 대한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덤핑 해당국이 EC 역내 현지 투자업체에 수출하는 부품에 반덤핑세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EC 반덤핑 규정 개정안을 EC 각료회의에 상정한 바, EC에 막대한 현지 투자를 시행 중인
일본은 1987.3.4.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에서 상기 EC 조치를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한국 측에 알려 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함.
1128

2. GATT 반덤핑위원회가 1987.6.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뉴질랜드는 조만간 반덤핑협약에 가입할 예정임을 표명함.
 중국(구 중공)에 대해 옵서버 자격을 부여함.
 한국 법령 심사와 관련하여 정부대표단은 EC와 호주에 대한 서면 답변을 참조해 주기를 요청한 바,
호주는 충분한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토의를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동 회의 시 질문서를 전달해 옴.
 한국의 반덤핑 조치 보고서와 관련하여 가격 약속 이전 잠정조치 유무에 관한 미국의 질의에
대해 정부대표단은 여사한 잠정조치는 없었음을 답변함.

3. GATT 반덤핑위원회 회의가 1987.10.26. 및 10.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멕시코가 반덤핑협정에 서명함.
 한국의 반덤핑 법령 검토 시 EC는 자체 조사 및 세부 운영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미국은 제소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바, 정부대표단은 미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두설명으로 종결하고, EC의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하기로 함.

4. 정부는 1987.12월 주제네바대표부에 1987.6월 개정 EC 반덤핑 규정에 대한 한국의 질문서를 EC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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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사는 1987.2∼3월 중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아래 보고함.
 이사회(2.4.)

- 모로코 가입, 일본의 농산물 수량 제한,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국제수지 제한, 미국의 통관 수수료,
일본의 축산업조합 문제 등 협의
 이사회(3.4.)

 GATT 이사회 자료(3.4.)

- 의제 중 한국 관심사항 및 대책: 섬유 교역, 중국의 회원국 가입 문제, 일본의 청어 등 어류 수입 제한,
EC의 덤핑, 보조금에 의한 수입 방지 규정 개정 움직임

2. 외무부는 1987.1~3월 중 주제네바대사 보고 아래 GATT 관련 배포 문서를 상공부 등 관련부처에 참
고로 송부함.
 스웨덴의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변경(2.13.), 뉴질랜드 농산물 관세 인하(2.18.), 미국의 세관
사용료 징수 관련 미국 및 캐나다 제기 내용(2.20.), HS 분류(2.20.), 섬유류 교역에 관한 미·
멕시코 협정 체결(2.23.), 멕시코 가입 의정서(2.27.), TSB(섬유감시기구) 1987년도 제1차 회의 보고서
(2.27.), 수입허가위원회의 수입허가 결정 단순화를 위한 협의 결과(3.2.), 멕시코의 MTN(동경라운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가입(3.2.), 칠레 설탕 등 19조 조치(3.3.),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비관
세장벽 조치 목록(3.5.), 캐나다의 GSP 철회 품목(3.6.), GATT 수입허가 절차 관련 각국의 통고
상황(3.6.)

3. 주제네바대사는 1987.3.13.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작업반회의에서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확정하였음을 보고함.
 인도, 브라질은 동 협정이 GATT의 범위를 벗어난 투자와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동 내용을 포함함.
 미국은 1960년 몬테비데오 조약이 투자와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1984년 GATT
이사회에서 채택된 해외투자검토법에 관한 보고서가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대해 판정하였음을
지적하여 동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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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구 중공)의 GATT 가입 문제, EC(구주공동체)의 반덤핑 규정 개정안, 일본의 청어 등 수입 제한,
섬유류 문제, 일본의 반도체 교역, 미국의 통관 수수료 등 협의
- 중국의 GATT 회원국 지위 회복을 위한 작업반 설치 결정, 중국은 GATT 가입을 신규 가입이 아닌
복귀라는 입장이나 이견 상존
- 한국은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을 환영하며, 중국이 제출한 각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전2권 V.2 1987.4-12

| 87-105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7-78 / 8 / 1~360(360p)

1. 주제네바대사는 1987.4~12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이사회(4.15.)

- 미국의 카리브 경제회복법, 미·일 반도체협정, 중국의 GATT 내 지위,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조치
등 협의
 이사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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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GATT 참가와 관련하여 한국은 작업반 활동의 조기 개시 및 적극적인 동 작업반회의 참가
입장 표명
- 한국은 미국의 종합무역 법안 관련 GATT 공여원칙 및 수혜폭의 축소 등에 우려를 표명
 특별이사회(6.16.~17.)

- 각국의 1986.10월~1987.3월 중 무역정책 변화 내용 검토
- 한국은 수량규제 등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
 이사회(7.15.)

- 한국은 미국의 관세법 337조에 의한 빈번한 대한국 제소에 우려 표명,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금지
조치에 대한 발언 유보
 이사회(10.7.)

- 미 관세법 337조에 대한 미·EC(구주공동체)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구성 등을 통해 다자간 차원에서
재검토를 희망하는 EC 측 입장을 지지. 미국도 패널 설치에 동의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11.10.~11.)

- 패널 구성원 임기 연장 여부 결정, 각국의 중장기적 무역정책 방향 및 무역분쟁 해결 등 토의
-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 관련 대일 제재조치 지속 시 패널 설치 요구 입장 표명

2. 외무부는 1987.7.6.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에 1979.11월 제35차 GATT 총회 시 각 회원국이 GATT
활동에 영향을 미칠 무역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여타 회원국에 대한 통지 의무 이행을 결정하였음에
따라 정부의 무역정책 변경 내용을 정책 시행 이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9.18. 외무부에 10.7. 개최 예정인 GATT 이사회에서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금지조치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9.28. 주제네바
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분쟁 해결 기능 강화와 우방국에 대한 지지 측면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음.
 미국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유보하고, 필요시 합의에 의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시행함.

| 87-1053 |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기능강화 및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8 / 9 / 1~360(360p)

1. 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과 관련하여 1987.11.19. 분쟁 해결에 관한 서면 제안을 공식
제출함.
 기본 고려사항

- 한국의 대외 교역량 증대에 따라 무역 분규가 증대되고, 동 무역 분규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대될 것임에 대처
- 한국이 제소자는 물론 피제소자의 위치에 처할 수 있음을 고려
 제안 내용 요지

2. 상기 한국의 제안에 대해 1987.11.20. 개최된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시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북구,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니카라과 등 12개국이 발언을 통해 유익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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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당사자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한 타결을 근간으로 하는 GATT 분쟁해결 절차의 특성을 유지하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중재절차 신설
- 패널 작업 단계에서의 분쟁해결 지연 방지를 위해 구속력이 있으나, 어느 정도 융통성도 인정한 단계별
구체적인 시한 설정
- 이사회 결정사항(패널 권고사항)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시한을 설정하여 불이행 시 보상을 의무화하며,
이사회가 연 4회 정기적으로 감시기능 수행
- 분쟁 당사자가 개도국일 경우 화해, 조정, 보상 등에 예외적인 절차 도입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 87-105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78 / 10 / 1~172(172p)

주제네바대사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TRIMs(우루과이라운드/무역관련 투자
조치 그룹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1차 회의(1987.4.2.~3.)
 초기 단계 작업계획 방안 등 절차문제, 협상원칙 등 협의
 의장은 차기 회의 시까지 각국의 구체안 제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의 기존 GATT
1132

내 토의 기록 정리 및 문서 제출을 요청

2. 제2차 회의(1987.6.15.~16.)
 작업방향, 투자조치 관련 국별 보고서 제출, 국별 보고서 종합 문제 등을 협의
 의장은 우선 각국 보고서를 1987.7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한국의 보고서 제출 시 검토대상 조치의 범위 결정과 동 보고서 제출 여부는 협상의 진전에 따라
개도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후 결정하도록 건의

3. 제3차 회의(1987.10.1.~2.)
 각국이 제시한 12개 무역 관련 투자조치와 GATT 관련 조항을 열거한 비공식 문서 배포
 정부대표는 무역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토의하되 조치 검토 시에도 개도국의 개발정책,
국제수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언급
 의장은 GATT 제3, 6, 16조를 계속 토의하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2회 추가 회의 개최를 잠정 결정

4. 제4차 회의(1987.10.30.~11.2.)
 TRIMs 관련 GATT 여타 조항에 대한 검토 계속

- 정부대표는 투자국의 조치(기술이전 제한, 시장 제한 및 업종 제한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
 사무국의 각국 입장 종합정리 문서작성 문제 관련 선후진국 입장 차이로 사무국이 일단 비공식
문서로 작성 후 차기 회의 시 토의하기로 결정

5. 제5차 회의(1987.11.26.~27.)
 의장은 GATT 조문 운용을 계속 검토하면서 13개 투자조치를 중심으로 동 효과 및 GATT 조문과의
관계를 중점 토의하자고 제의
 1988년에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1회당 회의 기간(1주일) 및 회의 횟수 단축에 합의

- 차기 회의는 1988.2.15. 전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전4권 V.1 제1-2차 회의

| 87-105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9 / 1 / 1~391(391p)

정부는 1987.2.13. 및 5.1. 주제네바대표부에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R(우루
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에 관계부처 사정상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함을 통보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잘 인식되도록 아래 요지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것을 지시함.
1. 제1차 회의(1987.2.16.~18.)
 기본 입장

 협상 초기단계의 한국 입장

- 농산물: 농산물 교역의 완전자유화는 농업생산기반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 협상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으며,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각국 교역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열대산품: 열대산품 중 쌀, 양념류, 식물성유, 담배, 열대과실 등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경합되기
때문에 최빈개도국 생산 품목 위주로 대상품목을 줄이도록 노력함.

2. 제2차 회의(1987.5.5.~6.)
 문제점 및 원인 확인작업과 협상 조기타결 문제

- 농산물 교역을 규율할 규범은 현실적으로 각국이 수용 가능하고, 수출국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사정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것이어야 함.
- 농산물 수입개도국 및 식량부족국의 사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실질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에 편중된 협상의 조기 종결에 반대함.
 농산물 교역 및 한국 농업의 특수성

- 농업 및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적정한 농업인구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개방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함.
- 한국의 농업은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최소한의 자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바,
수입개도국의 입장이 농산물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농업 여건상 급격한 수입자유화는 국내 농업기반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연도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개방정책을 시행 중임.
- UR 협상에서 식량의 안보적 특수성과 개도국의 농업보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며, 국내적으로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소하도록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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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전4권 V.2 제3차 회의

| 87-105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9 / 2 / 1~256(256p)

주제네바대사는 1987.7.6.~7. 개최 제3차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주요 협의 내용
 농산물 보조금 및 교역장벽 철폐에 관한 미국안, 농산물 교역원칙에 관한 일본안이 각각
1134

제출되었으며, 특히 미국 제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함.
 미국 수석대표인 Dan Amstutz 농무성차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동일 워싱턴에서 특별발표 예정인
농산물협상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서면 및 구두로 제안함.
 미국안 내용 요지

- 기본원칙: 10년간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의 완전 철폐, 수출보조금하에 수출되
는 물량의 동결 및 점진적 감축, 10년에 걸친 모든 수입 장벽의 단계적 철폐, 보건 및 위생 규정의 조
화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과 국내 규정과의 일치 등
- 이행 1단계: Producer Subsidy Equivalent(PSE) 개념을 도입하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지원의
총량(Aggregate Support) 측정, 대상 품목은 모든 농산물, 식료품, 임산물 및 수산물과 동 가공품, 각종
가격지원, 소득지원 및 기타 조치 (단, 생산, 판매와 분리된 직접소득지원 및 해외, 국내 원조계획 등은
제외)
- 이행 2단계: 각국의 구체적 지원 감축 시행 10년 계획 수립 및 검토, 과도기간 중 매년 각국의 이행상태
검토, 과도기간 중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 도입, 분쟁 해결에 관한 특별규칙 제정 및 감시
절차 설치

2. 각국 반응
 호주는 농산물 지원 총량 측정 및 대상품목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건 및
위생 기준의 조화와 관련하여 각료선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1988년 말까지 조기 타결을
위해 잠정조치에 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언급함.

- 스위스는 농산물 교역상의 근본 문제점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해결책 모색이
선결 사항임에 따라 PSE 개념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함.
- EC(구주공동체)는 미국안이 공산품 및 서비스 교역 분야보다 앞서가고 있는 등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식량안보 등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농산물 교역의 근본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지적함.
- 일본은 미국안이 혁명적이라고 평가하고,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국내보조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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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9.25.~26. 미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의 기초로서 제의한 PSE
관련 비공식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일본은 PSE가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측정하는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나 식량 확보, 환경 보호,
균형 지역발전 등의 정책요소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EC(구주공동체)는 PSE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일정 시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개별 국가의 농업 전체 등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 협상의 기초로 삼는 것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미국 및 케언스그룹 국가들은 PSE가 완전치 않은 점을 인정하나, OECD 내에서 현재까지 농업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척도임을 언급함.

2. 정부는 1987.10.21. 주제네바대사에게 10.26.~27. 개최 예정인 제4차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치 않음을 통보하고, 아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1987.7.6.자 미국안 관련 사항

- 보조금의 10년 내 철폐: 철폐 대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이나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농민소득지원과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보조금 등은 제외
- 수입 장벽의 10년 내 완전 철폐: 수입 장벽은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되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과
수입개도국에 대한 우대 고려
- PSE 접근방식: PSE 접근방식은 모든 국가의 농업을 동일선상에서 획일적으로 계량화하는 시도로
수입개도국이 농업 발전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농산물 수출국이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상이
 1987.7.6.자 일본안 관련 사항

- 식량 안보,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반원칙, 시장접근, 보조금
등의 문제에서 수입개도국의 입장 반영 필요

3. 주제네바대사는 1987.10.23. Hawke 호주 수상이 10.22. GATT 초청으로 세계무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별연설을 통해 호주의 최대 관심사항인 농산물 교역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개혁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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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필리핀 등 개도국은 PSE상에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일반 보조금과

 동 개혁안을 장기계획, 각국의 시행계획 및 단기 긴급계획으로 분류하여 단기 긴급계획은 늦어도
1988년 말부터는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제의함.
 미국안이 문제의 시급성, 특히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국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EC와 주요 수입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함.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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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관련 농산물 수입국의 1987년 중 공동안 추진을 위한 비공식 협의 등
주요 협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농산물 수입국 비공식협의가 11.6.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협의에 한국, 멕시코,
자메이카, 페루, 나이지리아, 일본, 스위스, 홍콩, EC(구주공동체) 등 9개국이 참석한 바,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관한 주요국의 제안이 수입국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한 후 토의 결과를 기초로
가능하면 공동 요소를 공동안에 포함시켜 농산물그룹회의에 제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함.
 제네바 주재 멕시코대표부에서 11.16. 개최된 동 비공식협의에서 스위스는 이미 자국안을 제출한 바
시 별도 제출안을 작성 중에 있음을 언급한 바, EC는 일부 참가국의 유보로 동 협의에 초청되지
않음.
 제네바 주재 한국, 멕시코, 이집트, 자메이카, 일본대표부 실무자는 11.18. 멕시코대표부에서 개최된
동 협의에서 공동안 2차 시안에 대한 문안 작업을 계속함.
 주제네바대표부는 12.4. 한국, 멕시코, 이집트,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페루, 일본 등 7개국 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한 아래 요지의 협의 결과를 보고함.

- 멕시코는 본국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이집트 및 나이지리아는 공동안 참가 여부 내부협의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동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국 측은 3개국 이름으로 공동안을 제출하는 것은 동 안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킬 것임에 따라 1988년
1차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시까지 참가국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페루 및 자메이카는 동의함.

2. 제네바에서 1987.12.7.~8. 개최된 제5차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 시 북구 국가들은 각국이 합의하는
시한까지 시장 불균형 시정 및 과도공급 증가 중지조치를 통보하는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EC는 북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PSE 개념 대신 Trade Distortion Equivalent 개념 사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동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함.
 일본은 북구안이 과도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국의 시정조치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은 북구안은 수출보조금에만 역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모든
보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수입국의 의무도 언급해야 함을 주장함.
 미국은 북구안이 시장접근 개선에는 역점을 두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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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공동제안국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일본도 차기 농산물협상그룹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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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NG(우루과이라운드/상품협상그룹) 산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가 1987년
3회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재무부는 동 회의 참석 후 외무부에 동 회의 참석 결과를
아래 송부함.
1. 제1차 회의(3.16.~18.) 관찰, 평가 및 건의
 농산물 보조금 문제는 미국, 호주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EC(구주공동체) 등과
1138

대립보다는 농산물 협상 추이를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개도국은 상계조치권의 남용 방지 및 제한과 졸업개념
적용 방지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향후 협상은 양 분야 간 균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제안(졸업개념 적용문제 및 수출산업 중점육성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특히 한국보
조금 중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규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조금의 개선 필요

2. 제2차 회의(6.1.~2.) 관찰, 평가 및 건의
 각국의 관심 사항이 대부분 제출되어 차기 회의부터는 사무국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에 진입할 전망, 특히 협상 방법론이 본격 토의될 전망

3. 제3차 회의(10.6.~8.) 관찰, 평가 및 건의
 1987년에는 각 협상 의제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각 의제별로 논란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사무국 점검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심 의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중점 검토와
함께 내부적으로 협상 이슈별로 명확한 논리를 세워 입장을 정립함이 필요

4. 재무부는 1987.8.21. 외무부에 GATT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상그룹 주요논점’
을 송부함.
5. 외무부는 1987.10.14. 주제네바대사에게 UR/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과 관련한 아래 정부 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서언, 국내 산업, 조사의 개시, 누적 피해 산정, De Minimis 보조, 적용 가능한 사안(Facts available),
검토, Sunset 조항, 보조금의 정의, 공공이익 조항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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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네바대표부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1차 회의(1987.3.25.)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

-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가국은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 등 선진국은 현행 GATT 규정이 지적소유권 보호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자간 규범 조기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대부분의 개도국은 현행 GATT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함.
 위조상품 관련 CODE 제정 문제

- 미국은 1982년 자국이 제안한 위조상품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협정(안)에 대한 조기 서명을 주장한 바,
브라질, 인도 등은 우선 GATT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 협정안이 당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장된 안임을 지적하고, 다자간 국제규범 제정 방안에 대해 반대함.
 개도국에 대한 고려

- 한국은 개도국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기술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적소유권 보호 노력이
기술이전을 위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대부분의 개도국이 지지함.
 타 국제기구의 협상 참가 문제

-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동 협상에 옵서버 자격이 아닌 완전한 참가자격을 요청함.

2. 제2차 회의(1987.6.10.)
 지적소유권 관련 교역상의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출한 EC(구주공동체), 미국, 일본 및 북구는
각각 자국 제안을 설명함.
 각국 제안의 공통점

- 특허대상 범위의 제한, 물질특허 불인정, 보호기간, Compulsory Licensing, 저작권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비디오 등
 미국은 동 문제의 근본원인은 GATT 규정 미비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규범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함.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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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관련 규정 검토

3. 제3차 회의(1987.9.23.)
 스위스는 협상 목적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국제기구의 규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세계교역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GATT와 타 국제기구와의 연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인도 등 개도국이 동조함.
 참가국들은 사무국의 종합문서(W/12)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평가함.
1140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제4-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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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79 / 7 / 1~202(202p)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4차 회의(1987.10.28.)
 미국 제안 논의

 위조상품 교역

- 인도, 브라질, 멕시코는 1982년 위조상품협약 초안 및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협상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의함.

2. 제5차 회의(1987.11.23.~24.)
 외무부는 11.20. 주제네바대표부에 제5차 회의에서 토의가 예상되는 미국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미국 제안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강경 일변도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반면, 동 조치가
합법적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함.
- 상표, 상호, 의장, 저작권과는 달리 특허침해의 경우에는 침해 여부를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특허침해의 일반적 유형인 일부 권리의 침해 또는 특허권 간 경합의 경우에는 국경규제
조치가 합법적 교역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제소자인 지적소유권자는 수입국 정부에 의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인정된 지적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침해 여부의 입증 책임은 지적소유권자에게 있다는 전제가 명시되어야 함.
 동 회의 시 한국 측은 미국 제안에 대해 상기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제안에는 교역에 있어서
지적소유권 침해 시 보상조치만 언급되어 있으나, 근거 없는 제소에 의한 합법적 교역 침해 시
구제조치도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 균형의 원칙에 따르는 것임을 지적함.
 일본 및 EC(구주공동체)는 11.23. 새로운 제안을 제출함.

- EC 제안은 기본규범의 코드화 및 강제 규정화, 협의 및 분쟁해결 수단의 확보와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제안과 대동소이하나, 권리남용으로부터의 보호조치,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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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브라질 등 다수 개도국들은 미국 제안이 UR 협상지침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권능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 국제기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함.
-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공식적인 지지는 유보하고,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수
선진국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정상무역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문제점 또는 의문사항으로 Trade-Based 구제방안의 의미, 서비스에 대한 국경에서의 차단 가능 여부, 협정
가입국만이 보복대상이 될 경우 비가입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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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79 / 8 / 1~205(205p)

1. 정부는 1987.11.16.~17.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제5차 회의에서 한국의 기존 입장을
정리한 아래 서면안을 제출함.
 제안 배경

- 관세양허 품목 확대 요구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압력 가중 및 관세율 인하 요구 등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관련 시장개방 압력 확대에 적극 대처
 제안 내용 요지
1142

- 선진국의 고관세 품목 관세 인하 및 가공도별 세율 격차 완화 요구
- 대개도국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개도국의 양허 확대 촉구
- 개도국의 관세 양허 확대를 수용하는 한편 동 확대를 자발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
- 관세율 인하 방식: 조화 인하 방식
- 개도국의 자발적인 무역자유화 계획이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촉구
 기대효과

- 현재까지의 코멘트식 발언 내용을 종합 정리·체계화하여 서면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입장의 타당성
제고
- 공식회의 및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 확대

2. 상기 한국안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음.
 미국, EC(구주공동체), 스웨덴, 캐나다

- 개도국의 양허 확대 방향 제시에 환영을 표하고, 양허확대 세부방안 및 한국의 양허 확대폭에 대하여
질의
 EC

-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협상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지 않은 세율정책은 향후 관세협상 기초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멕시코, 터키, 이집트, 인도

- 멕시코, 터키, 이집트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인도는 개도국 우대를 지지하는 한편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3차.
Geneva, 1987.1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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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7-79 / 9 / 1~330(330p)

정부는 1987.12.1.~4.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43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총회에 최상섭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1987년도 GATT 활동 평가 (각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시 공통 지적사항)

 이사회 보고서 검토

- 일본의 농산물 수입규제: 일본의 12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이 GATT 규정에 위배된다는 패널 보고서
채택 문제 토의
- 자문단 회원국 선정: 자문단 회원국 18개국 수를 축소하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주장 토의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브라질은 공여국이 자의적인 기준하에 GSP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국의 GSP 계획 검토 제의

2. 정부대표단 활동
 수석대표 기조연설

- 선진국의 보호주의 확산 등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 악화에 대해 우려 표명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개도국 관심 분야에 대한 협상 진전 필요성 강조
- 한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 입장을 천명하고, 자발적인 무역자유화 노력 설명
 GATT 총회 부의장 피선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가 1988년도 총회 부의장에 피선
 GATT 사무국 간부 초청 오찬

- 사무총장 2명 및 관계국장 4명 등 사무국 간부 초청 오찬
 기타

- GATT 창설 40주년 기념 스위스 정부 주최 리셉션 및 만찬 참석
- GATT 총회 의장 주최 리셉션 참석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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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
- 여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거시 경제 조정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세계경제의
예측성 및 안정 확보, 중·장기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제기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결의 재촉구

| 87-106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
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전2권 V.1 2-3월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80 / 1 / 1~369(369p)

1. 일본은 1987.3.7.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 계획에 따른 아래 제반 조치가 일본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입장에 따라 동 조치 내용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을 통하여 GATT/수량제한·비관세조치
기술그룹에 통보함.
 무역 왜곡적인 대일 수출 전환 강화

- 대미 수출 의존 100개 업체를 대일 수출로 전환 유도
-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금융상 및 대일 수출 배정 한도상 우대 조치
1144

 무역 왜곡적인 수입선 전환

- 수입선 다변화 제도 운용 강화
- 수입선 전환 대상기업 및 대상품목 확대
- 수입선 전환 부진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우수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 우대 부여
- 25개 정부투자 기관의 대일 수입 제한
 공산품의 국산화 추진

- 기계류 국산품 사용 유도
- 국산화율 미달성 시 기계류 부품의 수입 억제

2. 동 사안에 대한 GATT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
 GATT 사무국은 일본 측 통보 내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청함.

- 통상 8주 내 의견 통보
 GATT 사무국은 양 당사국의 통보 내용을 GATT 문서로 배포함.

- 동 문서는 수량제한·비관세조치 기술그룹 및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향후 수량제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자료로 이용됨.

3. 외무부는 1987.3월 아래 관련 방침을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함.
 대일 무역역조 개선계획에 대한 일본의 대GATT 통보가 수량제한·비관세조치 그룹의 문서에
수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한국의 대일 역조 개선 노력을 견제하려는 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정부는 한국의 반박 의견을 GATT에 제출하고, 필요시 일본의 대한국 비관세 조치도 통보하는
한편 한·일 쌍무협의 차원에서도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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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
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전2권 V.2 4-8월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80 / 2 / 1~205(205p)

1. 일본은 1987.3.7. 한국의 대일 무역 역조 개선 계획에 따른 조치가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는
입장에 따라 동 계획 내용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수량제한·비관세 조치 기술그룹이 작성 중인
각국의 조치 현황 명세서(Inventory)에 등록코자 GATT 사무국을 통해 통보함.
2. GATT 사무국은 1987.3.19. 일본 측의 통보 내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8주 내에 사무국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87.5.13.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한국의 입장을 GATT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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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제출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
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 87-106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0 / 3 / 1~177(177p)

1.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 회의가 1987.5.1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한국의 평가 법령이 토의됨.
 정부는 동 한국 법령 토의 시 제기된 EC(구주공동체)와 미국 측 질의 사항에 대한 입장을 1987.9월
동 기구 사무국에 제출함.

2. GATT/관세평가위원회 회의가 1987.11.9.~1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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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표단(관세청 평가2과장 등)은 한국 관세평가 시행세칙 검토 시 EC 및 미국의 질의에
응답한 바, 위원회는 한국 법령 심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예산
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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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80 / 4 / 1~176(176p)

1. 한국은 1985.10.10. 개최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에서 동 기구의 행정예산위원회 회원국으로
피선됨.
 동 위원회는 GATT의 예산운용 및 행정사항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회원국 중 국제 무역상 발언권이
강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만이 피선됨.

2. GATT 예산위원회는 1987.10.29. 동 기구의 1988년도 총 예산 규모 61,549,000SF(스위스프랑)를
결정하고, 한국의 분담금(분담비율: 총 예산의 1.73%)을 1,043,190SF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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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사탕기구) 이사회, 제1-9차. London (영국)

| 87-106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80 / 5 / 1~114(114p)

국제사탕기구(ISO) 이사회의 1985∼87년 중 런던 개최 결과임. (주영국대사관 직원 참석)
1. 제1차 회의(1985.1.21.~23.)
 한국은 사탕 소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됨.

2. 제2차 회의(1985.5.22.~23.)
1148

 투표 배분에서 한국의 투표수가 41표로 조정됨.

3. 제3차 회의(1985.11.22.)
 한국은 집행위원회 및 소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됨.

4. 제4차 회의(1986.5.20.~22.)
 투표 배분에서 한국의 투표수가 44표로 조정됨.

5. 제6차 특별회의(1987.3.19.)
 도미니카공화국 Ricart 후보가 신임 집행이사로 선출됨.
 미국의 분담금 지불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미국에 대해 분담금 미지불액 완납을 요구하는
한편 여타 전 회원국에 대해서도 조속한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6. 제7차 회의(1987.5.21.)
 투표 배분에서 한국의 투표수가 38표로 조정됨.
 도미니카공화국 Ricart 후보를 집행이사로 정식 승인함.

7. 제8차 회의(1987.11.26.)
 1988년도 예산 947,000파운드, 투표수당 분담금 440파운드를 잠정 승인함.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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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 / 6 / 1~29(29p)

영국에서 1987년 개최된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동향임.
1. 수입국 그룹회의 동향(1987.7.10. 주영대사 보고)
 모든 수입국은 수출입국 그룹 간 투표수 조정에 불구하고 자국의 투표수 증가에 반대함에 따라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 그룹 간 투표수 배분 문제 미합의
 사무국은 수입국 그룹 요청에 따라 투표수 분배에 관한 시안(5개)을 작성
 한국의 현재 사탕 교역구조와 향후 교역 전망 등을 고려하여 동 시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조속

2. 수입국 그룹회의 동향(1987.7.22. 주영대사 보고)
 7.21. 회의에서 수출입국 그룹 간 투표수 분배 및 수입국 그룹 내 투표수 조정에 미합의
 정부대표는 동 시안이 모두 한국의 투표수 증가를 의미함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수입국 간 투표수 조정에 관한 합의 없이 수출국 그룹과 투표수 분배를 위한 협상에 임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언급

3. 상공부의 1987.7.24. 외무부에 대한 입장 회신
 수출입국 간 투표수 분배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권리 유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동수로 배분
 특히 투표수는 분담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요인이 되므로 한국의 현행 투표수가 크게 변동
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방국의 동향을 참작하여 대처함이 바람직

4. 외무부의 1987.9.10. 주영대사에 대한 훈령
 경제 여건이 상이한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매년 투표수 조정에
반대, 최소 3년간 투표수 조정을 동결해야 함을 표명
 대세에 의해 투표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2표 이하로 조정되도록 교섭

5. 제5차 회의에서 투표수 분배 등에 아래와 같이 합의(1987.9.11. 주영대사 보고)
 투표수 분배 기준: Free market trade 67%, World market trade 33%로 하며, 최대 240표 최소 6표
 수입국별 투표수의 starting point는 한국 46표로 결정
 연도별 투표수 조정: 매년 투표수의 최대 증감폭을 5%로 결정, 한국은 이 원칙에 따를 경우 매년
2표 증가
 동 회의 이후 UN 설탕총회(Sugar Conference)가 재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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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청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7-108차.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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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 / 7 / 1~36(36p)

IWC(국제소맥이사회)의 1987년 중 런던 개최 결과임. (주영국대사관 직원 참석)
1. 제107차 회의(7.8.~10.)
 현 국제 곡물 상황 및 전망, 최근 국별 정책 동향, 세계 곡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관해
토의함.
 한국의 1987/88년 분담금은 10,815파운드로 결정됨.
1150

2. 제108차 회의(12.8.~10.)
 모리셔스가 1987.10월 신규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표수가 조정됨.
 현 국제 곡물 상황 및 전망, 최근 국별 정책 동향, 세계 곡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관해
토의함.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제43-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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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 / 8 / 1~212(212p)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의 1984∼87년 중 개최 결과임. (상공부 섬유원유과장 참석)
1. 제43차 회의(1984.10.15.~19. 탄자니아 아루샤)
 원면 수급 및 가격 동향

- 원면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구 중공)의 가입

2. 제44차 회의(1985.10.28.~11.1. 호주 시드니)
 원면 수급 및 가격 동향

- 원면 생산량이 1985∼86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재고 과잉으로 원면 가격은 계속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정부대표는 원면 생산국에 대해 원면의 품질 향상을 요청함.

3. 제45차 회의(1986.10.27.~3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원면 수급 및 가격 동향

- 미국 등 원면 생산국은 생산 축소를 통한 원면의 국제가격 적정선 유지를 촉구함.
- 소련은 국내 소비의 증가에 대비하여 원면을 계속 증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원면 생산 개도국은 선진국의 가격지지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함.
 정부대표는 원면 수입국으로서 공급의 원활화, 가격 안정 및 적기 선적의 중요성을 강조함.

4. 제46차 회의(1987.10.12.~16. 벨기에 브뤼셀)
 상임위 의장 보고 요지

- 상임위는 현재까지 세계면화경제 분석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향후로는 회원국의 면화정책 및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에 더욱 역점을 둘 것임.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실이 면화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수입규제 장벽이 철폐되어야 함.
 섬유류 무역 및 면 소비

- 정부대표는 면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는 섬유류 무역의 자유화, 면 가격의 안정 및 안정적 공급이 관건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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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대표단이 중국의 가입을 상정한 바, 미국·일본 등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축출 조건하의 가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1-2차.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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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 / 10 / 1~217(217p)

정부는 1987년 제네바 개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에 이종무 공사 등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제1차 협의(5.29.~6.4.)
 협의 대상 국가

- 케냐,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가나, 브라질, 페루, 수단, 베네수엘라, 자이레, 인도
1152

 주요 협의 내용

- 정부대표는 사무국이 제시한 컴퓨터 자료에 따라 한국의 관세율, 수입허가품목 여부 및 수입절차,
유사관세, 품목별 자국선 적취 의무 여부 등을 설명함.
- 정부대표는 각국에 대하여 관심품목을 세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인도, 자이레,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가나, 케냐는 구체적인 품목을 추후 제시하기로 함.

2. 제2차 협의(6.25.~7.3.)
 협의 대상 국가

- 인도, 수단, 모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브라질, 케냐, 가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에콰도르, 볼리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칠레, 리비아, 싱가포르
 주요 협의 내용

- 정부대표는 한국의 제반 유사 관세제도 및 비관세장벽을 설명하고, 자국 선박 이용 의무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함.
- 정부대표는 각국의 기본적인 수입제도 및 비관세장벽 현황을 확인함.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3차. Geneva, 1987.9.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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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 / 11 / 1~184(184p)

정부는 1987.9.21.~10.2. 제네바 개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제3차
협의에 정경일 공사 등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및 재무부 관세국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제3차 협의 대상 국가
 수단, 태국, 싱가포르, 에콰도르, 케냐,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페루,
멕시코, 필리핀, 바레인, 모로코, 볼리비아, 자메이카, 튀니지, 리비아, 가나, 시에라리온,
트리니다드토바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이집트, 앙골라, 콩고, 나이지리아, 카타르, 우루과이,

2. 주요 협의 내용
 양허품목에 대한 무역정보 교환

- 정부대표는 각국의 수출입제도 및 양허요청품목을 확인하고, 명세가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표 사본을 제공함.
 관세 인하 방식

- 대부분의 국가는 품목별 협상 방식을 지지함.
-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 인하폭, 기준세율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향후 협상 일정

- 인도, 브라질, 멕시코, 유고 등 GSTP 주도 국가들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각국의 Request List를 대폭
축소하고, 양허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여 1987.11.30.~12.3. 개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총회 직후 제1라운드 협상의 종결을 주장함.
- 여타 국가들은 Request List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다수로서 준비도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협상
추진에 대한 적절한 시한을 설정하여 Request List를 접수하고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GSTP가 개도국 간의
교역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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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인도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4차. Geneva, 1987.11.23.-12.4.

| 87-107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0 / 12 / 1~235(235p)

정부는 1987.11.23.~12.4. 제네바 개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제4차
협의에 주제네바대표부 및 상공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제4차 협의 대상 국가
 모로코,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페루, 필리핀, 브라질, 방글라데시, 앙골라,
시에라리온, 콩고,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자메이카, 이집트, 카타르, 리비아, 튀니지,
1154

트리니다드토바고, 소말리아, 싱가포르, 케냐, 유고, 인도

2. 주요 협의 내용
 한국의 구체적 Request List 제시

- 정부대표는 CCCN 8단위의 품목명이 열거된 한국의 Request List를 제시하고, 각국이 관련 관세율,
준관세, 비관세, 동 품목 수입실적을 1988.1월 제1라운드 협상 개시 전까지 한국 측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함.
 각국의 구체적 Request List 제시 요청

- 정부대표는 각국이 한국에 대한 Request List를 CCCN 8단위로 세분하고, 정확한 품목명을 열거하여
제시하도록 요청함.
 협상 방식에 대한 입장 타진

- 대부분의 국가는 Request/Offer에 의한 양자 간 협상 방식을 희망함.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Geneva

| 87-107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0 / 13 / 1~186(186p)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의 1987년 중 제네바 회의 개최 결과임.
1. 1987.5.8.자 회의 주요 협의 내용
 제11차 GSTP 협상위원회(1.23.) 임시보고서 채택
 GSTP 추진 상황 및 계획

- GSTP 제1라운드 협상에 64개국이 참가 희망
- 16개국이 Request List 제출

2. 1987.10.9. GSTP 협상위원회 및 1987.10.15. 동 협상위원회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된 협상 일정
 1987.11.23.~12.4. 제4차 양자 간 협의회
 1987.11.30. Request List 제출 마감
 1987.12.1.~1988.1.15. Offer List 제출
 1988년 중 양자협상

- 제1차 협상(1.11.~22.)
- 제2차 협상(2.15.~3.4.)
- 제3차 협상 및 양자협상 종료(3.7.~11.)
 1988.3월초 GSTP 협상위원회 개최
 1988.4월초 베오그라드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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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구 중공)의 GSTP 참여 문제

CCC(관세협력이사회) ADP 소위원회 회의,
제26차. Brussels(벨기에), 1987.11.9.-13.

| 87-107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0 / 14 / 1~98(98p)

정부는 1987.11.9.∼13. 브뤼셀 개최 제2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ADP(컴퓨터) 소위원회에
관세청 총괄징수과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의제

1156

 각국의 관세 행정 전산화 도입 상황 파일 작성
 컴퓨터에 의한 세관 활동 비교연구 및 ADP 시스템의 국제적 표준 수립
 ADP 시스템 관련 법률적 문제

2. 회의 결과
 참가 현황

- 호주, 독일 등 38개국 대표 40명
- EEC(구주경제공동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IATA(국제항공운수협회) 등 8개 국제기구 대표
11명
 주요 토의 내용

- ADP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회 승인
- 세관 행정에 컴퓨터 이용 여부에 대한 비교 연구
- 세관 AD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준
- 세관 ADP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세관과 운송인 간의 자료 전환 자동화
 정부대표 활동

- 한국의 관세 행정 전산화 현황 설명
- 전산화 개발에 성공한 선진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의 대개도국 공유 필요성 제기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 제5-6차.
Brussels(벨기에)

| 87-107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80 / 15 / 1~262(262p)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의 1986∼87년 중 벨기에 브뤼셀 회의 개최 결과임. (주벨기에
대사관 재무관 참석)
1. 제5차 회의(1986.6.30.~7.4.)
 참석자

- 회원국 42개국, 옵서버 2개국 및 11개 국제기구 대표
 주요 토의 의제

 특기 사항

- 동 회의는 종전 회의가 마약 밀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일반 상품, 희귀 동식물의
밀수 문제 등도 토의함.

2. 제6차 회의(1987.1.26.~30.)
 참석자

- 회원국 49개, 옵서버 2개국 및 11개 국제기구 대표
 주요 토의 의제

- 나이로비 협약, CCC-IFPI(국제음반산업협회) 간 양해각서 채택 문제, 마약 제조 원료의 유출 문제, 긴급
운송품의 신속 통관, 세관의 지적재산권법 집행, CCC/IATA 사업계획, 국제상선을 이용한 마약 밀수
방지를 위한 세관당국과 선박회사 간의 협약 초안 채택 문제 등
 특기 사항

- 감시위원회 회의는 CCC 회의 중에서 회원국의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는 회의로 평가받고 있으며,
회원국 및 회의 참석자 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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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비 협약, 지역회의, 긴급 항공 운송품의 통관, CCC/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사업계획, 지적
소유권에 대한 세관 감시, 밀수 관련 금융거래 등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3-14차. Brussels(벨기에)

| 87-107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1 / 1 / 1~211(211p)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1987년 중 벨기에 브뤼셀 회의 개최 결과임.
1. 제13차 회의 (3.2.~6. 관세청 평가과장,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등 참석)
 주요 토의 의제

1158

- 소프트웨어가 담긴 전달매체의 관세평가에 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적용 문제
- 협약 제1조 하에서의 Quota Charge의 처리 문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표현의 의미
- 공제방법 또는 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시 이윤 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물품 구매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비용에 의해 수행된 행동”
의 의미
-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된 판매 또는 가격”
의 의미에 대한 검토
-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고정시킨 환율에 대한 처리
 토의 결과

- 협약 제1조 하에서의 Quota Charge의 처리에 관한 논의는 금번 회의에서 종결하고, 여타 의제는 차기
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함.

2. 제14차 회의 (10.5.~8.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관세청 평가과 사무관 참석)
 주요 토의 의제

- 소프트웨어가 담긴 전달매체의 관세평가에 대한 GATT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적용 문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표현의 의미
- 
“물품 구매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비용에 의해 수행된 행동”
의 의미
-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된 판매 또는 가격”
의 표현의 의미
-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고정시킨 환율에 대한 처리
- 공제방법 또는 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시 이윤 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외 산정가격 방법 적용 시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 결정
 토의 결과

- 사무국에서 작성한‘협약 제1조 하에서의 Quota Charge의 처리 문제’
에 관한 잠정안이 배포된 바,
차기 회의 시 토의하기로 함.

| 87-1079 |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제1차. Canberra/Melbourne
(호주) 1987.4.6.-10.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81 / 2 / 1~112(112p)

정부는 1987.4.6.~10. 호주 캔버라 및 멜버른 개최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제1차
아·태지역회의에 장영철 관세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역내 12개 국가 대표

2. 회의 결과

 부정무역 및 마약밀매 방지를 위한 역내 협력 강화
 H/S(통합체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지원
 역내 세관행정 최고책임자 회의 개최
 역내 세관 간의 인적 접촉 유지 및 연락체계 수립

3. 수석대표 활동
 한·호주 관세청장 회담 개최
 호주 과학·기술·상업부 차관 및 무역부 차관보 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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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에 대한 역내 국가의 참여 활동 강화
 CCC의 역내 국가에 대한 기여도 제고
 역내 세관 간 협력 강화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9-70차. Ottawa
(카나다) 1987.6.22.-26.

| 87-108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1 / 3 / 1~112(112p)

정부는 1987.6.22.~26. 캐나다 오타와 개최 제69∼70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이동호
재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회원국 82개국, 옵서버 12개국 및 11개 국제기구 대표
1160

2. 회의 결과
 1990년대 목표 설정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 변화 예상: 무역량 증가, 국가 간 상호의존 증대, 세계인구 증가, 국제여행·
불법마약거래 증가, 통신·수송·탐지기술 등의 발달
- 오타와 선언 채택: 국제무역 모든 분야에서 H/S(통합체계) 적용·향상, 세관감시 행정능력 향상, 세관
능력 향상
 통합체계 도입 문제

- H/S 협약의 1988.1월 발효 예상
 관세평가협약 문제

- 개발도상국의 평가협약 가입 저해 요인 분석
 CCC 사무국 감사제도 신설

- 영국을 최초로 감사국으로 선정
 1987/88년 예산 승인

- 1986/87년과 유사한 수준인 327백만 BF(미화 9백만 달러 상당)

| 87-1081 |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
(벨기에)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81 / 4 / 1~218(218p)

정부는 1987년 중 벨기에 브뤼셀 개최 CCC(관세협력이사회)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58차 품목분류위원회 및 제8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1987.5.4.~15.)
 참석자

- 34개 회원국, 13개 옵서버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정부대표: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및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동 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의 품목분류위원회, CAP 품목분류, 인삼엑기스 품목분류, HS(Harmonized

부터 실시하는 것이 요망됨을 건의함.

2. 제59차 품목분류위원회 및 제9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1987.10.26.~11.6.)
 참석자

- 55개 회원국 및 옵서버국, 1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정부대표: 관세청 감정과 사무관 및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동 회의의 주요 토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HS 진행 사항: 32개국 정식 가입
- 품목분류 결정: 요리용 포도주 등 8건의 재검토 안건, 식용밀기울의 품목분류 등 31건의 신규 질의 안건
 정부대표단은 1988년 HS 시행에 대비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 보강 및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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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시행관련 사항 등이 토의됨.
 정부대표단은 1988.1.1.부터 HS의 국제적 시행이 확실시됨을 보고하고, 한국 내에서도 가급적 1988.1.1.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전2권 V.1 1-6월

| 87-108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7-81 / 5 / 1~151(151p)

EC(구주공동체)의 1987.1~6월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내용임.
1. EC 집행위는 1986.12월 EC 관보를 통하여 한국산 VTR에 대한 사후 수입 감시(Retrospective Community
Surveillance) 기간을 1987.12.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EC 회원국은 EC 공동수입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산 VTR에 대한 사후수입감시를 하게
되며, 그 감시 결과를 매월 초 10일 이내에 EC 집행위에 보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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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집행위가 최근 제3국산 신발류에 대한 사후수입감시기간을 1987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1987.1월 알려짐.
3. 영국 상공성은 EC 전자위원회가 1986.12.18.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전자오븐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를
하였다고 1987.1.9. 발표함.
4. EC 집행위가 최근 제3국산 제품에 대한 역내수입감시제도(Intra-Community Surveillance)를 2년간
연장하여 1988.12.31.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987.1월 알려짐.
5. EC 덤핑자문위원회가 1.16. 한국산 CD Player 및 폴리에스터 장섬유(Polyester Yarn)의 대EC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1987.1월 알려짐.
6. EC 이사회는 EC 집행위가 제안한 반덤핑 규정 개정안을 6.21. 심의, 확정함.
 동 개정안은 6.22. EC 각료이사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됨.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반덤핑 관세를 부품이
수입되어 EC에서 조립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게 됨.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전2권 V.2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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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의 1987.7~12월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내용임.
1. EC 집행위는 7.1.자 관보를 통해 반덤핑 제소된 한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Polyester Yarn)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함.
2. EC 집행위는 7.7.자 관보를 통해 반덤핑 제소된 한국산 CD Player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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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간접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1987.7월 알려짐.
4. EC 집행위는 9.26.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VCR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함.
5. EC 집행위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관련하여 10.9. 청문회를 개최함.
6. EC 집행위는 11.12. 한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 현지조사를 위해 조사팀이 11.23.~25. 방한
예정임을 한국 측에 알려옴.
7. EC 집행위는 12.4.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수산(Oxalic Acid)의 제조업체(성풍)에 대한 현지
조사를 위해 12.15.~17. 조사팀이 방한 예정임을 한국 측에 알려 옴.
8. EC 집행위는 12.18.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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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 집행위가 프랑스로 하여금 10.31.까지 한국산 스웨터류 및 라디오 리시버에 대해 여타 EC 회원국을

일본·미국간 통상관계

| 87-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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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동북아1과는 1987.1월 1987년 초 엔화의 재급등 관련 미·일 통화마찰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달러 약세, 엔 강세로 전환

- 1985.9월 선진5개국(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주요 통화 간 정상적 환율 회복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합의
- 1987.10월 미·일 재무장관은 엔·달러 환율 안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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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초의 엔화 재급등과 국제통화 불안정 원인

- 미국의 달러 하락 유도, 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 미국의 대일 통상교섭 지위 강화 의도, 미·일만의
통화 안정 합의의 한계
 전망

- 당분간 엔 강세 추세 계속, 국제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 3대 통화(미국, 일본 및 독일)의 역할과 환율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인 부각, 기존 통화 금융 체제 개선 문제 대두 전망

2.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미·일 반도체협정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로 1987.3.27. 일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
 조치 내용

- 컴퓨터, VTR, 컬러 TV 등 25개 일본 전자제품에 대해 종가세 기준 100%의 관세 추가 부과
 배경

- 일본의 미·일 반도체 협정상의 의무 이행 지연,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내 대일 보복 압력 고조
 전망

- 일본의 시정조치로 미국의 보복조치 시행일(1987.4월 중순) 이전까지 원만한 타결 가능성
 한국에 대한 영향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독주 견제, 한국 반도체의 대일 가격 경쟁력 제고,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신장 전망

3. 미·일 농무장관 회담이 1987.4.17.(1차 회의) 및 4.20.(2차 회의) 개최됨.
 미국 측은 쌀시장 문제 조기 협의, 땅콩 등 농산물 12개 품목의 완전 수입 자유화, 우육 및
오렌지에 대한 수입 할당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함.
 일본 측은 아래 입장을 전달함.

- 쌀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수입 자유화 또는 2국 간의 협의에 응할 수 없음.
- 농산물 12개 품목의 자유화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소위원회의 심사에 맞추어 2국 간 협의에
응할 것이나, 전 품목 수입자유화는 곤란함.
- 우육 및 오렌지도 2국 간 조기 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완전 수입자유화 수용은 어려움.

미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법안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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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법안이 1987.5.18.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된 바, 동 법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공동제안 의원

- 상원: Kennedy 의원 등 3명
- 하원: Foglietta 의원 등 3명
 배경

 제재조치

-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배제, 미국 OPIC에 의한 보험·재보험·보증·융자 등 수혜 공여 정지,
다자간 금융기구에 파견된 미국인 책임자의 한국에 대한 수혜 공여 계획 반대
 제재조치 해제 조건(한국 정부의 아래 조건 이행)

- 정당 활동 자유 보장,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모든 한국인의 공민권 회복, 여·야 대화에 의한
선거제도 채택

2. Kennedy 상원의원은 1987.6.30.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결단을 평가
한바, 동 발언과 관련하여 동 의원 보좌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상기 발언의 초안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Kennedy 의원이 한국 정부의 민주화 결단을 공개적으로 찬양한 만큼 경제제재 법안 추진 중단
은 당연한 것임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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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안보 유지를 위한 한반도의 중요성 인식
-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은 한반도 안정에 달려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은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의 존립에 근거
-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후퇴
- 미국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한국 내 반미 감정 야기는 불가피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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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81 / 9 / 1~279(279p)

1. 미국 하원, 상원 및 행정부는 1987.1~2월 각각 아래 통상법안을 상정함.
 하원 통상법안(1.6. 상정)

-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
- 제99차 회기에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보호주의적 보복조치가 중심
- 섬유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포함
 상원 통상법안(2.5.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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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
- 하원안에 비해 보호주의적 색채가 완화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여론도 반영
 행정부 통상법안(2.19. 송부)

- 기본적으로 상원안 수용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시장개방의 상호주의 원칙 입법화
- 행정부의 장기 통상교섭권 입법화 시도

2. 외무부는 상기 통상법안에 따른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방향 및 한·미 통상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망함.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

- 통상법 개정으로 대외 통상 입장 강화: 보복조치 범위 확대, 지적소유권 침해 시 수입 금지 등
-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미국 내 수입시장 축소: 미국 시장 진출 상품에 대한 규제 확대
 한·미 통상관계

-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증가 우려
- 한국 국내 시장 개방 요구 확대 가능성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2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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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 / 10 / 1~354(354p)

1.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1987.3.9. 이후 종합통상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진행하여 3.12. 동
종합통상법안을 가결한 바, Rostenkowski 세입위원장 및 Gibbons 무역소위원장은 1987.1.6. 상정된
하원 통상법안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데 합의하고, 동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2. USTR(무역대표부) Yeutter 대표는 1987.3.18. 하원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행정부 입장을 밝히는 아래
요지의 서한을 Rostenkowski 세입위원장 및 Gibbons 무역소위원장에게 전달함.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행정부가 수락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포함됨.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대통령에게 서명을 건의할 수 없을 것임.

- 대통령 권한의 USTR로의 이관, 대통령의 재량권 제한
- 노동권 보호 조항, Export Targeting 조항
- 대미 무역 흑자 과다국과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협상 및 환율협상 의무화 조항

3. 하원 종합통상법안 중 Gephart 조항(대미 과다 흑자국에 대한 제재)과 관련하여 주미대사는 1987.4.10.
Gephart 하원의원에게 대미 과다 흑자국에 대한 무차별한 제재는 한국과 같이 외채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요지의
서한을 발송함.
4. 미 하원 본회의는 1987.4.29. Gephart 수정안을 부활시켜 4.30. 표결 예정인 하원 종합통상법안에
첨부할 것을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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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 법안은 전년도 법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 행정부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3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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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하원 본회의는 1987.4.30. 종합통상법안을 가결한 바,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5.1. 보도자료를 통해
동 법안은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법안으로 동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계무역질서의 자유화를 크게
저해할 것이며, 세계 주요 무역국의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이를 크게 우려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힘.
2.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1987.5.7. 상원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재무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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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가결함.
 상원이 하원 법안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함으로써 상·하 양원 법안 내용이 상당히 접근함.
 미 의회 내 보호주의 분위기 고조 추세를 반영함.

3.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1987.6.24. 9개 위원회 법안을 단일 방법으로 종합하여 작성한 상원 종합
통상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함.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전4권 V.4 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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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원 본회의는 1987.7.21. 민주, 공화 양당 공동으로 발의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통과시킨 바,
동 법안 내용 중 한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지속적 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보복
 노동권 침해국에 대한 무역 보복
 대미 무역 흑자 과다국에 대한 환율 조사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금수 규정

아래와 같음.
 소관 분야별 17개 소합동위원회를 9.29. 설치함.
 제1차 합동위원회 회의를 10.21.~22. 개최하고, 행정부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권 수권 문제에
대해 합의함.

3. 정부는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종합통상법안 심의에 앞서 동 법안 중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아래 요지의 주미대사 명의 서한을 1987.9.18.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
199명 위원 전원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함.
 노동권 관계 조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 환율 조항, 소고기 관계 결의안 등이 금후 한·미
통상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함.

4.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동 종합통상법안의 1987년 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1988년 예산안, 세제 개정안 심의 등 시급한 당면 과제가 산적함.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강력한 통상입법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활용하자는 견해와 보호주의 요소 완화 등 행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견해가
대립함.
 최근 증시 파동으로 인해 의회 내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 통상입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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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종합통상법안을 심의할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1987.9월 구성된 바, 동 합동위의 활동은

이스라엘 보이코트 위원회(Israel Boycot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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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국가들의 1987년 현재 이스라엘 보이콧위원회(Israel Boycott Committee) 조직 형태,
운용 상황, 실제 활동 수준 현황임.
1. 모로코
 아랍연맹 결의에 따라 상공회의소 산하에 준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으나, 그 후 유명무실한 상태
 현재 모로코에는 동 위원회가 없으며, 아랍연맹사무국 소속 파리사무소와 런던사무소에서 동
1170

위원회 기능을 수행

2.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 설치, 매년 이스라엘과의 합작, 교역 동향 등 파악 공표

3. 이란
 법령으로 이스라엘과의 교역 금지, 위원회 미설치

4. 리비아
 재무부 산하에 위원회 설치, 제재 목록에 등재된 회사 상품에 대한 교역 불허

5. 이집트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위원회 미설치

6. 오만
 세관업무 담당 경찰 산하에 위원회 설치, 이스라엘과의 거래 여부 검사 시행

7. UAE
 경제상무장관 소속하에 위원회 설치

8. 바레인
 재무경제부, 관세항만 국내에 위원회 설치, 이스라엘과의 거래업체 목록에 수록된 업체에 대한
검사 시행

9. 쿠웨이트
 재무부 산하에 위원회 설치, 이스라엘과의 거래 업체 목록에 따라 규제

10. 튀니지
 위원회 미설치

11. 카타르

12. 이라크
 외무부 및 무역부에 실무담당과 설치, 업체 대상 명단을 관보에 게재, 상거래 금지

13. 수단
 외무부 산하 기구로 위원회 설치, 1985년 군사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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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보이콧 기구라는 명칭의 비정부기관 설치

미국 통상법 제301조 대EC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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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구주공동체)는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1986.7월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을 EC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정부는 1987.4월 EC 측의 동등대우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함.
2. 정부는 상기 입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1987.4.28.~30. 개최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에
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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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시장을 EC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개방함.

- 단, 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
-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와의 교역,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와 협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EC에도 동등하게 적용함.

- 단 EC 측이 1987.7.1.부터 동등 적용 시행을 강력히 요청할 경우에는 판권 및 복제권 확보를 조건부로
수용
 특허취득 후 시판되지 않는 물질(pipeline products)의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대미 합의사항의
시행 결과를 보아 가며 추후 협의
 복제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은 쌍무협정 체결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

3. 정부는 일본 등 여타국에 대해서는 대EC 문제 종결 후 검토하기로 함.

미국의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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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미국 통상입법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외무부 경제국장 주재로 1987.3.17. 개최됨.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외무부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미국 통상입법 대책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2. 제2차 미국 통상입법 대책회의가 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로 1987.5.6. 개최됨.
 1987.4.30. 미국 하원을 통과한 종합통상법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주미대사 명의 서한 형식으로

3. 제3차 미국 통상입법 대책회의가 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로 1987.8.13.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미국
상원 및 하원의 종합통상법안을 실질적으로 최종 심의하는 미 의회 양원 합동위원회 개최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주미대사를 단일 창구로 하여 미국 측에 정부 입장 전달

- 미국 의회 내 분위기에 비추어 전문 로비스트를 통한 대의회 활동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
- 1987.9월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의 종합법안 심의에 대비한 대의회 마무리 단계 활동은 주미대사를
단일 창구로 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주미대사 서신을 통한 입장 전달 및 면담 추진
 한국 측 국회의원 명의 서신 전달

- 국회 상공위원회 무역소위를 중심으로 추진
- 미 의회 합동위원회 참가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 내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발송
 한·미 의회 간 인공위성 토론회 개최

- 한·미 무역 현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인공위성을 통한 공개적 토론의 위험성이 예견되나, 시나리오의
사전 조정 등을 통해 해결 가능
 한국 측 입장 자료 재검토

- 종합통상법안 중 한국 관련 조항에 대한 그간의 한국 측 대응논리를 상당 부분 재조정할 필요성 대두
- 한국의 안보상황 등 특수 여건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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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계요로에 전달하기로 결정함.
 1987.6.16. 주미대사 명의 서한을 상원의원 전원 및 주요 하원의원에게 발송함.

한·미국 통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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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1987년 중 통상관계 협의 현황임.
1.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미국 방문(1.31.~2.8.)
 한국의 최근 통상정책 방향 설명 및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향후 대책 협의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 면담(2.2.), 소고기, 보험, 감 등 검역, 담배 문제 등 협의
 국무부 차관보 면담(2.5.), 소고기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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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식 국회 농수산위원장 미국 방문(2.1.~5.)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및 양국 경제 문제, 특히 농산물 교역 확대 등에 관해 협의
 주요 일정

- Wallop 상원의원, Dunn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위원장 면담(2.2.)
- 부통령 안보담당 Gregg 보좌관, Mcconnell 상원의원 면담(2.3.)
- Garza 하원 농업위원장, Dole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면담(2.4.)

3. 미국의 한·미 통상 후속협의회 제의
 주한 미국대사관은 보험, 지적소유권 및 시장개방 문제에 관한 후속 협의를 3.23.∼27.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외무부는 보험, 지적소유권 후속 조치 협의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가 가능하며, 시장개방 협의는
1987.1월 양국 간 무역실무회담 개최 후 사정의 변화가 없으므로 재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함.
 미국은 한국 측의 소극적 반응을 감안하여 6월 말 한·미 연례경제협의회 이전까지 지적소유권,
농산물, 관세, 해운 등 의제별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기적 차이를 두고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4월 서울에서 시장개방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및 4월 중 워싱턴에서 지적소유권 개방 문제 관련 후속 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 관계부처는 회의 개최 실익이 없다는 반응을 보임.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대미 보험시장 개방 후속조치 협의를 4.20.∼21.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의하도록 지시함.

4. 미국 상품설명단(US Product Show) 유치 활동
 주미대사관은 US Product Show 유치단을 구성하여 미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추진함.
 코네티컷, 메릴랜드 등 지역에서 1987.5∼6월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 인사 면담 등 활동을
시행함.

호주의 한국산 상품 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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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1987년 중 한국산 상품에 대한 덤핑 규제 내용임.
1. 호주 AATEC사는 1987.3.11.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덤핑 제소함.
2. 호주 관세청은 1987.7.16. 한국산 냉연철강 덤핑 재심회의를 개최함.
 한국 업계의 컨설턴트와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함.
 한국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출 현황 및 냉연철강 수출은 덤핑 수출이 아님을 설명하는 한편 PUT의

3. 호주 관세청은 한국산 Stainless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동 판정은
1987.9.3.부터 적용됨.
 덤핑으로 제소된 삼미사 측이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이행치 않아 호주 측이 임의로 원가를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판정함.

4. 호주 관세청은 1987.9.23.자로 한국산 청색염료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함.
5. 호주 관세청은 1987.10.5.자로 한국산 승용차용 레이디얼 타이어에 대한 덤핑 조치를 철회함.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은 6.17. 주재국 관세청 담당관을 면담하여 호주 업계에 피해를 줄 만큼
한국의 수출 물량도 없으므로 철회가 당연함을 설명하고, 덤핑 규제조치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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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철회를 촉구함.

카나다의 한국산품에 대한 특혜관세(GPT) 철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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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1986∼87년 중 한국산품에 대한 GPT(특혜관세) 철폐 동향임.
1. 섬유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6.10.14. 한국산 Spandex Filament Yarn에 대해 특혜관세의 3년 정지를
결정함.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7.6.1. Polyester Textured Yarn에 대한 GPT 정지를 검토하기 위한
1176

공청회를 개최한 바, 대사관 상무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한국의 실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음.

2. 피아노
 캐나다 피아노 제조업체인 Sherlock Manning사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7.4월
재무성에 대해 한국산 Upright 피아노에 대한 GPT 정지 권고안을 제출함.
 Sherlock Manning사가 1987.7. 부도 위기에 처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GPT 정지 조치를 취할 근거가 말소됨.

3. 철강
 주캐나다대사는 1987.1월말 기준 주재국 정부의 철강 수입 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보고함.

4. 염료
 한국산 염료에 대한 GPT 정지 기간 연장에 대한 캐나다 관세위원회 공청회가 1987.6.8. 개최된 바,
대사관 상무관이 옵서버로 참석하였으며, 한국 수출업계에서는 참가자가 없었음.
 주캐나다대사관은 상기 사례와 같이 한국 업계의 참여가 없을 경우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고하고, 비록 사소한 품목이라도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됨을 건의함.

5. 유압고무호스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7.11.9. Pneumatic Rubber Tubes에 대한 GPT 정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상공부는 한국 업계에서 참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대사관,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참가하기를 희망함.

카나다 수입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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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나다대사관이 1987년 중 보고한 주재국 수입시장 조사 보고서 목록임.
1. 새우 등 해산물 수입시장 조사 보고
2. 캐나다의 수입 수산물 규제 규정 및 안내 설명서

4. 1987.2월 캐나다 농무부 발간 낙농시장 보고서
5. 캐나다 자전거 수입시장 조사 보고
6. 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시장 조사 보고
7. 1987.7월 캐나다 농무부 발간 낙농시장 보고서
8. 주방용 양식기류 시장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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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I.C사의 효율성 높은 내연기관용 연료주입기 공급에 관한 관심 업체 조사 요청

카나다의 수입물품 반덤핑 제소 동향. 전2권
V.1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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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1과

MF번호

2017-82 / 7 / 1~327(327p)

캐나다의 1987년 중 수입 물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동향임.
1. 미국산 양파 덤핑 판정 재검토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7.2. 미국산 양파에 대한 1987.5.9.자 덤핑조치와 관련하여 동 양파의
수요 지역인 British Columbia주에서 동 물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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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 일본, 스웨덴, 미국산 Graphite Electrodes 덤핑 재심 결과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4.30. 재수출용인 미국산 Graphite Electrodes에 대하여 반덤핑 적용
배제를 결정함.

3. EC(구주공동체)산 Dry Pasta 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1.28. EC산 Dry Pasta 보조금의 캐나다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4. 미국산 옥수수 보조금의 캐나다 관련 업종 피해 판정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3.6. 미국산 옥수수의 보조금이 캐나다 관련 업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함.

5. 브라질산 강판 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3.12. 브라질산 Carbon Steel 강판류에 대한 보조금 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정함.

6. 미국산 흡수성 점토 덤핑조사 종료
 캐나다 국세청은 1987.2.12. 미국산 흡수성 점토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동 조사를 종료함.

7. 미국산 건축자재 덤핑 혐의 인정
 캐나다 국세청은 1987.2.19. 미국산 건축자재인 Tile Backer Board의 덤핑 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측 수출업체의 덤핑 자제 약속을 수락하여 기존 덤핑조사를 종료함과 동시에 수입 동향
감시체제로 전환함.

8. 독일, 스웨덴 및 미국산 Chain Saw 덤핑 피해 판정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7.3. 독일, 스웨덴 및 미국산 Chain Saw의 덤핑이 캐나다의 관련 업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함.

카나다의 수입물품 반덤핑 제소 동향. 전2권
V.2 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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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1987년 중 수입 물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동향임.
1. 일본 및 영국산 인쇄용 기판 예비 덤핑조사 결과
 캐나다 국세청은 1987.6.30. 일본 및 영국산 인쇄용 기판(Chemically Presensitized Aluminum
Printing Plates)에 대한 예비 덤핑조사 결과 덤핑 행위가 있음을 판정함.

2. 일본 및 독일산 고압전기용 절연체 덤핑조사
Station Post Insulator)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 제품 수출 국가인 일본 및 독일이
공히 덤핑 행위 근절을 약속하였으므로 덤핑조사를 일단 종료하기로 함.

3. 미국산 비료살포기기 덤핑 공청회 개최
 캐나다 국세청은 1987.8.13. 미국산 비료살포기기(Fertilizer Blending, Weighing, Handling &
Conveyor Equipment)에 대한 덤핑 공청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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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세청은 1987.7.7. 일본 및 독일산 고압전기용 절연체(Certain High Voltage Porcelain

카나다의 한국산 자동차 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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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 9 / 1~215(215p)

1. 캐나다 국세청은 1987.7.15.자로 한국산 자동차의 덤핑조사 개시를 발표함.
 GM Canada 및 Ford Canada가 1987.6.1. 현대자동차를 덤핑 제소함.

2. 외무부는 1987.7월 동 건에 대한 아래 기본 입장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정부가 동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전면에 나설 경우 양국 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현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현대 측이 동 문제에 대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1180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행정지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 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함.

3. 상공부장관은 1987.10월 현대자동차 덤핑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캐나다 무역부
장관 및 산업과학부장관에게 발송함.
4. 캐나다 국세청은 1987.11.24.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함.
 가중평균 덤핑 마진: 36.3%

- 포니 37.3%, 스텔라 36.6%, 엑셀 35.0%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책정과 관련한 충분한 접근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최종 조사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특기함.

5. 외무부는 상기 예비판정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덤핑 마진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현대 측의 덤핑조사 타당성 심판 제소 및 캐나다 국세청 내한
조사단에 대한 자료 협조 지연 등에 따른 캐나다 국세청 관계자들의 강경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향후 현대자동차의 대캐나다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최종 판정 시 덤핑 번복 가능성은 희박
- 마진율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6. 상공부장관은 1987.11.27. 방한 중인 캐나다 외무부차관보 면담 시 상기 예비판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이 언급함.
 현대자동차에 대한 예비판정률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율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함.
 금후 현대 측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으나, 캐나다 측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 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카나다의 한국산품 덤핑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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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1987년 중 한국산품에 대한 덤핑 제소 현황임.
1. Drywall Screw
 캐나다 국세부는 1987.1.16.자로 한국산 Drywall Screw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바,
한국산에 대한 덤핑 마진은 14.11%임.

2. Wide Flange Steel Shape
새로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동 결과는 관련 업계에 통보되었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한국 관련 업계의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Alloy Tool Steel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한국산 Alloy Tool Steel 중 캐나다에서 생산되지 않는 Grade 0-1, 두께 0.5인치
이하에 대해 덤핑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품목을 반덤핑 대상에서 1986.11.4.자로 제외하기로 결정함.

4. Twisted P.P. 및 나일론 로프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1987.2.19. 한국산 동 품목에 대한 덤핑 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덤핑 혐의를
계속 인정하기로 함.
 캐나다 국세청은 1987.7월 한국산 동 품목에 대하여 Normal Value 및 수출가격 재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결과는 관련 업계에 통보되었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한국 관련 업계의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방수 고무화
 캐나다 국세청은 1987.3월 한국산 동 품목의 과세 가격 책정을 위한 Normal Value 산정 작업을
마치고 동 결과를 한국 업계에 개별 통보하였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한국산 방수 고무화의 덤핑 여부 재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1987.8.24. 개최
예정임을 고시함.

6. Nickel & Nickel Alloy Pipe
 캐나다 수입심판소는 Nickel & Nickel Alloy Pipe에 대해 덤핑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산 제품을
반덤핑 대상에서 1987.7.23.자로 제외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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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세청은 1987.7월 한국산 동 품목에 대하여 Normal Value 및 수출가격 재조사가 종료되어

한·중공 교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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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82 / 11 / 1~50(50p)

한·중국(구 중공) 교역 추진 관련 1987년 중 동향임.
1. 주미국대사는 1987.1.16. 중국 유력 인사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등소평의 여동생 Deng Xianfu의 비즈니스 목적 방한 희망 의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
 중개인을 통해 한국 측의 방한 환영 의사를 전달하고 동인의 방한 희망 의사, 중국 당국의 확인
1182

여부, 방한단 구성 및 기간 등을 파악하도록 요청함.
 중개인은 중국 방문 후 동인의 방한이 당분간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 온바, 동 중개인에게 한국과의
합작 및 교역사업 추진 희망 의사를 전달함.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소평의 친여동생은 없으며, Deng Xianfu는 친척일 가능성이 있음.

2. 중국 사천성 고위관리는 중국계 미국 실업인을 통해 사천성과 한국과의 합작 및 교역사업 추진을
희망하면서 사천성이 희망하는 품목 리스트를 한국 측에 전달하여 옴.
3. 한국육군대학에서 연수 중인 미 육군 장교단 4명은 1987.6월 심양 등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하여 조선족
생활상 등을 관찰한 바, 동 장교단에 따르면 조선족 사회는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상품
수입 등 경제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4.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지 11.11.자는 중국 당 정치국 상무위원 호계립은 11.9. 중국을 방문
중인 일본 니혼게이자이 대표단 면담 중 북한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한국과 직교역을 시행하겠으나,
북한의 동의가 없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하였으며, 호계립을 인터뷰한 일본
언론인은 중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방 분위기에 있으므로 금후 한·중 교역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함.

한·중앙아프리카 통상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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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1987년 한국과의 통상협력 방안 제의에 대한 검토 내용임.
1. 외무부는 중앙아프리카 정부가 주중앙아대사관을 통하여 아래 통상협력 방안을 제의하여 온 데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을 요청함.
 중앙아프리카에서 최종 제조과정을 거쳐 중앙아프리카 상표 부착 방식 등의 협력을 통한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 시장 우회 접근 가능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시 부지 무상제공, 관세 면제, 저율의 소득세, 저임금 활용 등 혜택 제공

 통상협력 가능성

- LOME III 협정을 통한 대EC 우회 접근 가능
- 사양 산업 또는 국내 임금 상승 등으로 국제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취약한 업종을 이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가능
- 경제협력을 통한 외교적 유대 강화
 중앙아프리카와의 합작투자 유망 품목

- 열대 농산물 가공 및 포장산업
- 피혁 가공산업
- 목재 가공산업
- 농기계 조립산업 분야
- 섬유 제조산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상공부는 1987.12.24. 상기 한·중앙아 통상협력방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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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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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간의 1984~87년 중 무역 관련 문제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인도 정부의 문제 제기
 인도는 1984년 이래 한국에 대하여 무역 역조 해소, 인도 중고선 도입, 제반 경제협정 체결, 인도
은행 지점 설치 등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을 요청함.
 Rajib Ghandi 수상은 1986년 대외관계에서 정치와 경제 연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의
1184

한국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한편 인도 측은 무역역조국 수입품에 대한 Counter-Purchase
(대응무역) 정책 시행을 통해 무역역조 해소를 도모함.

2. 협의 경과 및 정부의 대응
 협정 체결 추진

- 정부는 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업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해운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화물 적취율에 대한 이견으로 1984년 이래 교섭이 중단됨.
 무역역조 해소

- 인도는 역조 해소를 위하여 인도산 철광석, 보크사이트, 무연탄, 소맥 등 구입을 제의하는 한편 한국의
입찰에 참여한 인도 기업에 대한 특별 고려 등을 요청함.
- 정부는 무연탄 및 철광석 추가 수입을 검토하는 한편 현대는 인도 정부의 Paradip 항구 확장 사업에 참여함.
 중고 화물선 구입

- 한라해운은 1983.11월 인도 중고 화물선 1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해운항만청은 해운산업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수입 허가를 불허하였으며, 한라해운은 현대해운에 인수 합병됨.
- 인도 측은 한국 선박 수주와 동 중고 선박 수출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현대에 동 선박 구매를
권유하였으나, 현대 측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인도 정부는 1986.5월 삼성이 수주한 해상 원유 platform에 대해 한국의 인도로부터의 수입과 연계하여
승인을 거부함.
 인도 국립은행의 한국 내 지점 설치

- 인도 국립은행은 1978년 한국 내 지점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법적 요건 미비로 보류된 바, 파키스탄 은행
지점 개설 추진에 따라 인도 측은 1984.6월 인도 은행 지점 설치를 재차 추진함.
- 외무부는 재무부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재무부는 인도 상업은행
지점 개설이 진행 중이며, 한국의 은행 중에 인도에 지점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이 없음에 따라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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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는 1985.6.20. 외무부에 동경무역관 보고를 인용하여 일본 통산성이 한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시정을 통해 수혜국 간의 공평한 혜택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가발 등 8개 품목의 수혜대상을 1987.4월부터 제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
2. 주일대사관 상무관은 1985.7.3. 통산성 과장을 방문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동 과장은 GSP 제도를
균점화 원칙을 삽입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1987.4월 시점으로 추진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원칙만
선언한 것임을 밝힘.
3. 외무부는 1985.11.16. 주일대사에게 일본의 혁화류 관세양허 협상에 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의 통고에 따라 정부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이행 당사국임을 주장하는 각서를
GATT 사무국 및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제출한 바 있음을 통보하고, 일본 정부에 동 입장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주일대사관 관계관의 11.25. 외무성 과장 대리 면담 시 일본 측은 체육용 혁화는 GATT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계상의 실적으로 보아 한국을 협상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4. 외무부는 1986.5.28. 주일대사에게 닛케이 신문이 일본은 GSP 제도를 1987.4월 실시를 목표로 개정하는
한편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 발동 및 특혜관세 한도 철폐를 검토 중임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 대장성 등 정부 인사들이 동
특혜관세 대상에서 한국 제외 검토 관련 기사는 근거 없는 보도라는 반응을 표시하였음을 보고함.
5.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6.12.24. GSP 확대, 국별 균등 수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 특혜관세제도
개정안을 확정하였음을 사전 통보하면서 제14차 한일각료회담 시 한국 측 요청을 참작하여 한국의
대일본 무역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였음을 설명함.
 주요 내용

- 광공업 품목의 1/2 상당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 한도 철폐
- 특혜관세 수혜 대상품목 추가
- 국별 수혜 한도율을 1/3에서 1/4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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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수혜 균점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광공업품 특혜관세제도 개선안에 수익국 간

 한국 관련 사항

- 한국이 요청 중인 수혜 확대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한 수혜폭 인정
- 특혜관세 한도 철폐 및 확대에 따른 혜택
- 개별 수혜한도 하향 조정은 한국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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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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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7.2.25. 외무부에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 제도 운영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일 무역역조 시정계획은 한·일 무역협정 또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에 비추어 대일 무역
차별적 조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3.7. 동일한 내용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한 바, 정부는 GATT와의 협의 및 양국 간 쌍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 조치를 반박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GATT 사무국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국 비관세조치를 통보하고, 일본

2.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일본 경제대책각료회의가 1987.5.29. 의결한‘내수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
에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에 의한 긴급수입 시행 및 40여 개 긴급수입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감안하여 한국 상품도 동 품목에 포함되어야 함을 통보하고,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한 바, 6.2. 주일대사관 관계관의 일본 통산성 과장 면담 시 일본 측 설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6월 중 10억 달러 구매품목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이며, 대상 품목은 고도의 기술적 기계
및 장비가 될 것임.
 소모품은 제외되며,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유리한 상업적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임.

3. 외무부는 상공부에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이 1987.6.8. 외무부를 방문하여 최근 한국산 섬유류의 대일
수출 급증으로 일 섬유업계로부터 강력한 수입규제 실시 요청을 받고 있으나, 자유무역체제 견지 및
내수 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섬유류 수입 제한을 회피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함.
4. 주일대사관 공사의 1987.6.9. 일본 통산성 경제부장 면담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수입선
전환정책이 대일 차별적 조치이므로 이의 개선 및 철폐를 요청하는 한편 지적소유권 관련 대미 소급효과
인정, EC(구주공동체)에 대한 우대 계획 등과 관련하여 일본과도 협의 개시를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 대응책을 수립함.
 수입선 다변화 및 전환 문제

- 대일 역조 시정 5개년계획 추진 관련 일본의 반응 예측 및 대응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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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통보함.

 지적소유권 문제

- 한·EC 협의 종료 후 일본과의 협의 개시

5. 상공부는 1987.8.5. 수입선 다변화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 대일통상교섭 방안을 수립함.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점차적으로 완화함.
 양국 간 통상교섭을 통해 일본 측 불만을 무마함.
1188

 일본의 GATT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마련함.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를 위한 협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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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1985∼87년도 철강협정운영 실무회담 및 특수강 협상 현황임.
1. 1985년도 제1차 철강협정운영 실무회담(8.29.∼30. 서울)
 정부대표단: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등
 정부 훈령: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관리체제 설명, 별도 협정 품목에 대한 협정량 증량 요청,
철못에 대한 미국 소비 통계 조정 요청, 양국 통계 차이 조정

 정부대표단: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등
 협의 사항: 생산자 미확인분 조사 요청, Revocation Date 수정 문제, 컴퓨터 포맷 문제

3. 1986년도 1차 철강협정운영 실무회담(7.14.∼16. 워싱턴)
 정부대표단: 상공부 제철과장 등
 정부 훈령: 초년도 실적 정산, 품목 전용 허용

4. 1986년도 2차 철강협정운영 실무회담(12.4.~5. 서울)
 정부대표단: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등
 정부 훈령: 강관의 품목 분류상의 문제, 철구조물 통관 시 원산지 증명 문제

5. 1987년도 제1차 철강협정운영 실무회담(5.13.~15. 워싱턴)
 정부대표단: 상공부 제철과장 등
 정부 훈령: 1986년도 통계 정산, 특수강 201조 관련 문제, Collateral Nail의 특수못 포함

6. 1987년도 특수강 협상(9.21.∼22. 서울)
 정부대표단: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
 정부 훈령: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위한 단독 쿼터 물량 확보, 협정 형식 관련 VRA 선호
 협정 타결: 주미대사는 10.20. 한·미 특수강 협정에 서명, 10.21. 미국 측과 협정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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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5년도 제2차 철강협정운영 실무회담(12.3.∼5. 워싱턴)

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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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5월 공포된 전산망 보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이 외국 회사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동 시행령 확정 작업의 연기를 요청한 바, 체신부는
외국 업체의 정보통신진흥협회 가입에 대한 여하한 제한 의사가 없으며, 형식 승인 관련 외국 제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미국 측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안 제정
및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방안을 검토함.
1190

2.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7.3.11. 외무부를 방문하여 1987.1월 워싱턴 개최 한·미 무역실무
위원회에서 통신설비 및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 관련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사항을 환기하고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3.13. 외무부 방문 시 4.20.∼21. 서울 개최 양국 간 상공장관 회담에
앞서 상무부 체신정보담당 차관보 일행이 방한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 계기에 4.17. 통신시장 개방
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를 제의함.
3.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측의 대한국 관심분야로 수입제한, 관세, 투자제한, 통신 관련 투자 행정절차,
표준규칙, 검사 및 인증, 정부구매 및 국산화 의무부과, 전산망 시행령 등임을 보고함.
4. 미국 측 제의에 따라 1987.4.17. 개최된 한·미 통신협의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양측 대표단: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등, 미국 상무부 Sikes 차관보 등
 의제

- 통신기기 교역 및 투자 장벽
- 통신의 표준화, 제품인증 및 시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참여
- VAN 사업 참여
 협의 내용

- 미국의 통신정책 및 세계 통신 동향 설명
- 한·미 통신협력관계 증진 필요성 설명
- 미국 측의 통신 분야 국제협력 방향 설명
- 한국의 통신정책 방향 설명
 후속 협의회 개최

- 후속 전기기술통신 실무기술협의회가 1987.11.19.∼20.간 워싱턴에서 개최됨.
- 사설통신망과 공중통신망의 상호 접촉제도, 통신장비인증 및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제도 등을 협의함.

대미국 광고시장 개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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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중 동남아 국가의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사례 파악 및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간
협의 내용임.
1. 정부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인 광고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
광고시장 개방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함.
 대만(구 자유중국)

 싱가포르

- 외국 광고회사의 싱가포르 진출과 영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0개 외국 광고회사의 싱가포르 내
점유율은 45%임.
 말레이시아

- 광고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외국 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설립, 등록 후 영업활동이 가능함.
- 외국인의 주식 지분율을 30%로 제한하며, 10여 개의 다국적 광고회사가 진출 중으로 시장 점유율은
75% 상당임.
 인도네시아

- 외국 광고회사의 영업을 불허하고 있으나, 기술 제휴에 의한 진출은 허용함.
 태국

- 외국 광고회사가 합작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미국의 경우 1968년 협정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5.22. 광고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 해제 및 미국 광고 회사에 대한 자유
영업활동 허가 등 한국의 광고시장 개방을 요청하면서 한국 측 조치사항을 1987.6월 개최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통보함.
 한·미 간의 원활한 통상관계 유지 및 호혜 증진을 위해 국내 업계의 반대를 설득, 이해시키는
노력을 지속 중이며, 198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시장개방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상세 사항은 1987.6월 무역실무위원회 및 경제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임.

3. 주미국대사는 1987.6.19. 미국 광고협회 부사장 등 협회 대표의 방문 시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협회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미국 협회 측은 한국의 광고 대행사가 외국의 사내 대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낙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광고시장을 전면 폐쇄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개방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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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TV, 미국 및 홍콩 광고회사 등이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크지 않음.
- 외국인 투자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 심사 후 외국 회사의 진출을 허용함.

4.	USTR(무역대표부) Kristoff 부대표는 방한 중 1987.10.14. 문공부 매체국장을 면담하고, 광고시장
개방에 관해 비공식 협의한 바, 한국 측은 광고시장의 단계적 개방조치로서 1987.10월 이후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며, KOBACO 방송광고 대행규정 개정에 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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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간의 섬유협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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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섬유협상이 1987.2.2.~3. 워싱턴에서 개최됨.
 정부대표단: 주미대사관 상무관 등
 의제

- 합섬 드레스 셔츠 등 선염직물 소재 제품에 대한 세부 규제 수준
- CAT627(특수직물) 중 P.E. Coated Woven Fabrics에 대한 Non-Quota 협의 등
 회의 결과

2. 주미대사는 1987.2.19. 미국 의회 양원이 아래 내용의 신 섬유 및 의류 무역 법안을 발의하였음을 보고함.
 1987년 미국 섬유수입을 1986년 대비 1% 증가율만 인정
 품목별 쿼터량 1% 증가율을 인정

3. 상공부 수출1과장 및 관련 단체 대표는 1987.3.16. 워싱턴 개최 품목 재분류에 따른 섬유쿼터 세미나에
참가하여 아래 사항을 협의함.
 H.S.(Harmonized System) 품목 분류 변경에 따른 섬유쿼터 물량 변동
 유아용 의류의 신규 카테고리 설정 및 2~6세 제품의 쿼터 적용 방식 변경

4. 정부는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1987.8.5.~7. 워싱턴 개최 한·미 섬유협정
개정 협상에 파견함.
 의제

- H.S. 시행에 따른 기존 섬유협정상의 CAT 재분류
- CAT 분류기준 변동에 따른 쿼터 한도량의 이동
- 기타 AVVS 제도에 따른 문제점 협의
 주요 합의 사항

- CAT 통합 및 융통성, 유아복,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장치

5. H.S. 제도 시행 관련 한·미 섬유협상이 1987.11.3.~4.간 서울에서 개최됨.
 정부대표단: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
 의제: 가방, CAT 846(실크 스웨터), Safeguard 조항, 양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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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VS(자동비자확인시트템: Automatic Visa Verification system)제도: 1987.4.1.이후 정식 가동하기로 합의
- 선염직물 문제: 품목 분류, 미국 측 통계의 정확성, 규제 수준에 관한 협의
- Back Packing Tent: 미국 측은 미협의 문제점을 시인, 보상 의사 표명
- CAT 627 문제: 미국 측은 예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 고수

대 베트남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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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간의 1987년 중 경제관계 동향임.
1. 한국개발연구원은 외무부에 대해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와 공동으로 1987.9.5.∼15. 공업화 정책과
산업 구조조정 문제 협의를 위한 아래 국제세미나 주최와 관련하여 베트남 외교부 N. Trung 국제경제
협력과장의 입국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세미나 주제
1194

- 아시아 개도국의 구조조정정책, 한국의 산업구조조정과 무역정책
- 한국의 중공업 발전 등
 산업 시찰

- 반월공단, 구미수출공단, 울산 산업지구, 대구 섬유기술진흥원 등
 참가자

- 아시아 12개국 15명, 중남미 및 UNIDO 전문가 8명 등

2. 상기 N. Trung 과장은 방한 중 9.14. 외무부 아주국장을 예방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베트남은 1985년 이후 경제개혁을 추진 중으로 1986.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혁노선을 재확인
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제도를 거의 철폐하고 개인의
창의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인의 근면성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베트남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 기타 한·베트남 관계
 베트남 정부 경제담당고문 등 2인은 대한항공 초청으로 한국 경제발전과정 연구 및 시찰 목적으로
10.13.~23. 방한함.
 삼성물산(주) 석탄팀 과장은 베트남 무연탄 수입계약 및 선적 일정 협의 등을 위해 9.18.~23.
베트남을 방문함.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10차. 서울,
198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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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1987.3.31.~4.2. 서울 개최 제10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로 임명함.
1. 개최 경위
 벨기에 상무부 Guio-Pingue 차관보는 1985.3.14. 주벨기에대사에게 일본 츠쿠바 과학박람회
벨기에의 날(4.23.) 참석 직전 서울에서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 및 민간경협위원회를 개최하는

벨기에 측의 1987년 새로운 일정 제시에 따라 1987.3.31.∼4.2. 서울 개최에 합의함.

2. 정부 훈령
 양국 간 교역 증진: 교역 현황 검토 및 수입선 전환 방안 강구 등 교역 증대 방안 협의
 한·EC(구주공동체) 통상 및 경제협력 증대: EC의 대한국 규제 완화 및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지속 등 한·EC 간 통상 현안 및 교역 확대 방안 논의
 양국 간 투자 및 기술 협력 확대: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과 교섭 중인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문제 협의 등

3. 회의 결과
 벨기에 측은 De Croo 통상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11명 및 전자, 통신, 기계, 화학,
에너지, 건설, 금속 분야 등 기업인 4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경제,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합의 사항

-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
- 1987년 상반기 EC 의장국인 벨기에는 EC의 반덤핑제소 남용 억제, 철강 수입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EC 측에 전달하여 검토하기로 합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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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검토를 요청함.
 상공부는 4.17.~20. 회담 개최에 동의하였으나 벨기에 내 정치 일정 사정으로 연기되어 온 바,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제2차. Jakarta,
198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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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는 외무부에 1985.10월 서울 개최 세계통상장관회의에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이 참석함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와의 통상장관회담 및 민간경협위원회를 10.18.~25.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측에
제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10.21.~24. 동 회의 개최에 동의함을 보고함.
 상공부 측은 동 시기에 태국과의 통상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11월 이후로 조정을 희망하고,
1196

1986.5월 서울 개최 세계통상장관회의 직후 6.2.~4.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함.
 인도네시아 측은 6월 중순 네덜란드 개최 IGGI(Inter Governmental Group on Indonesia) 회의
참가 준비로 수용이 어려움을 회신함.

2. 정부는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1987.6.27.~7.9.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의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로 임명함.
 정부 훈령

- 각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 남남협력의 실질적 추진 방안 협의
-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을 위한 전기 마련
- 국제협력 강화
 회의 결과

- 인도네시아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7.6.)
- 민간경협위원회 연설(7.7.) 등

대일본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
조정에 관한 기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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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1.9. 일본은 1988.1월 이후 관세 품목의 형식 통일을 위한 HS(국제통일상품
분류제도) 시행 및 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율의 세부 조정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각국에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함.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일본 H.S. 양허 재협상에 대한 한국 측 의견 통보 및 조속한 협상 개시를
희망함.
 주제네바대표부는 일본이 1986.4.11. H.S. 협상문서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
하였으며, 1988.1월 시행을 목적으로 국내 절차 완료를 위해 수정 관세율표에 대한 협상을

1197

1986.9월말까지 종료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주일대사는 1986.8.13. 일본 측이 H.S. 양허관세율조정에 대한 기술협의를 조속히 동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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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2. 일본과의 1986년 중 HS 양허관세율조정 기술협의회 개최 현황임.
 제1차 회의(9.2.~6. 동경)

- HS 9단위에 대한 무역액 배분 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지 않으나, 품목분류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 노정
- 원칙 문제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나, 개별 품목 검토와 관련한 입장 차이 해소 방안 협의
 제2차 회의(9.30.~10.3. 서울)

- 품목분류 수정 제안 리스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협의
- 협의 대상 품목을 비섬유 품목과 섬유 품목으로 구분하고, 비섬유 품목에 대해 합의
 제3차 회의(10.27.~11.1. 동경)

- 비섬유 품목 중 일부에 대해 합의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보다는 양국 간 기술 협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
 제4차 회의(11.7.~12. 서울)

- 3차에 걸친 기술협의 결과 검토 및 이를 토대로 비섬유 품목 및 섬유 품목에 대해 논의
- 차후 교섭에 관한 사항 협의

한·말레이지아 통상장관 회담, 제1차. Kuala
Lumpur, 1987.6.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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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29. 쿠알라룸푸르 개최 제1차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회담에 나웅배 상공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민간경협위원회 대표단으로 삼성물산 등 20개 업체 관계자가 동행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Rafidah 상공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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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교역 증진

- 양측은 관세인하 및 수입개방 등 상대국 관심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한국 측은 말레이시아의 대응무역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신축적 적용을 요청한 바, 말레이시아
측은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함.
-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와 MEXPO(주재국수출센터)가 시장 개척 활동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상호 관심품목에 대한 전시회를 양국에서 교환 개최하기로 함.
 합자투자 확대

- 양측은 합작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투자정보 교환 등 투자촉진 업무협조를 추진하기로 함.
- 양측은 한국 기업의 대말레이시아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
- 양측은 대말레이시아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말레이시아 측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에 큰 관심을 표명함.
 기타

- 양국 정부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함.
-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정례화 개최하기로 함.

3.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6.27.~7.1.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 중 상공장관 회담 이외에 아래 일정을 가짐.
 말레이시아 수상 예방

- 동 수상은 더 많은 한국 기업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를 희망함.
 한·말레이시아 민간경협위원회 제3차 합동회의 참석

- 양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요지의 연설을 시행함.

한·필리핀 통상장관 회담, 제3차. Manila,
198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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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7.2. 마닐라 개최 제3차 한·필리핀 통상장관 회담에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민간경협위원회 대표단으로 삼성물산 등 20개 업체 관계자가 동행하였으며, 필리핀 측에서는
Concepcion 상공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함.

 양측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1990년까지 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한국 측은 필리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필리핀 측이
이와 관련한 요청 목록을 한국 측에 제출하기로 함.

3.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7.1.~4. 필리핀 방문 기간 중 상공장관 회담 이외에 아래 일정을 가짐.
 교통체신장관 면담

- 필리핀의 교통 및 통신 현대화 계획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한·필리핀 민간경협위원회 회의 참석

- 양국 간의 교역 규모를 1990년까지 현재의 2배인 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이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 및 합작투자 등 구체적인 합의를 당부하는 요지의 연설을 시행함.
 Mabuhay 컬러TV 공장 준공식 참석

- 동 공장은 삼성전자의 부품 공급, 기술 지원 및 필리핀 SOLID 그룹의 자본 제공으로 삼성 브랜드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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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대미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에
대한 기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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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협상문서를 1986.7월 제네바에서 배포함.
 정부는 1986.10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국 측에 포괄적 이해관계 입장문(blanket statement
of claims of interest)을 제출함.
 정부는 1986.10월 대미 HS 양허협상 기술품목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함.

2. 정부는 1986.12월~1987.1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제네바 주재 미국 USTR(무역대표부)에 HS안에
1200

대한 한국 측 품목세분안(PartⅠ~Ⅵ)을 송부함.
3. 정부는 1987.1월 주제네바대표부에 미국과의 HS 협상 사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미국 측에 기송부한 한국 측 품목세분안에 대한 미국 측의 검토의견
 USTR 제네바 대표의 대한국 협상 일정 계획
 미국 측 협상대표단 구성
 일본, 캐나다, EC(구주공동체), 호주, 멕시코 등 국가의 대미 HS 협상 진행 상황
 1987.2월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HS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제네바 현지
분위기 및 한국에 유리한 협상 일정

한·미국 통상장관 회담, 제12차. 서울,
198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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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84 / 5 / 1~90(90p)

정부는 1987.4.20.~21. 서울 개최 제12차 한·미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로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임명함.
1. 양측 대표단
 한국: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 등 관계관 29명
 미국: Baldrige 상무장관(수석대표) 및 백악관·국무부·상무부 등 관계관 25명
1201
 자동차, 반도체, 공작기계 등 대미 신규 진출 상품의 수출 급등

- 한국 측은 수출 급등이 없도록 업계에 주의 환기 검토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덤핑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 한 부당한 규제는 없을 것임을 언명
 첨단제품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 미국의 자본 및 설계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 결합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강화
- 미국의 OPIC(해외민간투자공사)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간의 협력사업 구체화 합의
 한국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3개 품목 조기 시장개방 및 국산화 구매정책 완화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개방 시기 조정 약속
- 공공기관의 컴퓨터 구매 시 국산화 의무 부과제도 폐지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 수입검사 절차 완화 검토

- 수입검사는 선진국 관례에 준하여 시행
- 부품 수입 시 KS 표시 의무 품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
 한국의 대미 구매사절단 추가 파견

- 1987년 중 구매사절단 추가 파견 약속
 한국 측 제기사항

-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 동향 및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 수혜폭 감축에 우려 표명
 미국 측 제기사항

- 미국 기업의 한국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호의적 고려 요청
- 알래스카산 제철용 석탄 수입량 유지 및 LNG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속 추진
- 추가 시장개방 요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담 결과

제10차 한·호주 무역실무회의 개최계획

| 87-111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84 / 6 / 1~56(56p)

상공부는 주한 호주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1987년 중 한·호주 무역실무회의의 개최 문제를
협의한 바, 1987.8월 외무부에 동 추진 경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1. 한·호주 무역실무회의는 항공회담 개최 후 별도의 시기에 추진함이 좋을 것이며, 항공회담 시 무역
문제와 항공 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202

2.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호주 정부의 기구 개편에 따른 협상 창구가 결정된 후 협의할 계획임.

한·중국(대만) 과실 교역회담, 제3차. Taipei,
1987.8.25.-27.

| 87-111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84 / 7 / 1~54(54p)

정부는 1987.8.25.~27. 타이베이 개최 제3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과실 교역회담에 방상우
농림수산부 유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1. 대만 측에서는 오동권 농업위원회 기획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2. 동 회의 시 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배: 1987.10.20.~1988.2.29.
- 바나나: 1988.3.1.~6.30.
 교역 창구

- 배: 한국 농림수산식품수출조합과 대만성 청과운소합작사
- 바나나: 한국 농산물유통공사와 대만성 청과운소합작사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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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물량: 한국산 배 2,500톤 및 대만산 바나나 교역
 교역 시기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1 각 부처의 대책자료

| 87-112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7-84 / 8 / 1~223(223p)

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에 대비하여 정부
각 부처가 작성한 자료 목록임.
1.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대책자료(1987.8월 외무부 작성)

1204

 EC 측 요청사항
 EC 측 입장 분석
 한국 측 대책 관련 기본적 고려사항
 한국 측 기본 방침
 한국 측 대처 방안
 반대급부 관련 사항

2. 외무부 작성 자료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 의견(1987.8월)
 경제기획원 검토 의견
 과학기술처 검토 의견
 문화공보부 검토 의견
 농림수산부 검토 의견
 상공부 검토 의견
 보건사회부 검토 의견

3. 각 관계부처가 제시한 한·EC 전문가회의 대책자료(1987.10월)
 보건사회부 자료
 경제기획원 자료
 과학기술처 자료
 문화공보부 자료
 농림수산부 자료
 특허청 자료

4.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대책자료(1987.10월 외무부 작성 최종안)
 한국 측 기본 방침
 한국 측 기본 입장
 분야별 세부 입장

- 보정 문제
- 행정지도 사항
 경과조치 인정 관련 대EC 요청사항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2 회의준비

| 87-112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7-84 / 9 / 1~271(271p)

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준비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아래‘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대책’
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1987.9.16. 득함.
 한국 측 기본 방침
 기본 입장
 세부 입장

 경과조치 인정 관련 대EC 요청사항

- 지적소유권 분야
- 통상 분야
- 기타

2.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1987.10.13.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개최됨.
 회의 참석자

-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특허청 등의 국장급
인사
 토의 의제

- 총괄 사항: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개선사항 및 대EC 설명논리 개요
- 분야별 사항: 보정 불인정 관련 한국 측 세부입장, 미판매 물질 관련 사항, 출판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행정지도
- 경과조치 행정지도: EC 측에 설명할 구체사항

3. 외무부는 1987.10.29.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브뤼셀에서 1987.4월 개최된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양측 간 합의에 따라 한·EC 지적
소유권 전문가회의가 11.2.~3.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금번 회의에는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및 EC 집행위 대외총국 Loeff 부총국장을 각각 수석
대표로 양측 실무대표가 참석하며, 양측은 1986.7월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
등적용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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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행정지도
-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conversion)
- 미판매 물질(pipeline products)

| 87-1122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7-84 / 10 / 1~162(162p)

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에 대비한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에 관한 검토 내용임.
1. 외무부는 EC 측이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과조치 및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간 1986.7월 301조
합의를 EC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여 1987.4월 대통령 재가를 득함.
1206

 기본 방침

- 한·EC 간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및 한국의 지속적인 대EC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EC 측의 동등대우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함.
-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협의해 나가되, 특히 일본 등 여타국과의 문제에
대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를 확보하도록 추진함.
- 일본 등 여타국에 대하여는 EC와의 협의 종결 후 검토함.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1987.4.28.~30.) 대비 정부 입장

- 보험시장을 EC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함.
-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EC에도 동등 적용함.
- 특허 취득 후 시판되지 않은 물질(pipeline products)의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대미 합의사항의 시행
결과를 보아 가며 추후 협의함.
-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conversion)은 쌍무협정 체결 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함.

2. 1987.4.26.~30. 개최된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에서는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 EC
동등적용의 범위 및 시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를 1987.11.2.~3.
개최하기로 합의함.
3. 영국, 서독,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개별 국가들도 1987년 중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동등적용을 한국 측에 요청해 옴.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4 회의일정 및 면담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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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7-84 / 11 / 1~186(186p)

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와 관련한
EC 대표단 일정, 면담 요록 및 회의자료 목록임.
1. EC 대표단 주요 일정
 11.2. 일정

 11.3. 일정

- 제3차 회의
- 최종 회의
 11.4. 일정

- 상공부차관 예방
- 삼성전자 시찰

2. 주요 면담 요록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의 Tengbergen 주한 네덜란드대사 면담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의 Erismann 주한 스위스대사 면담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의 오타 히로시 주한 일본공사 면담
 주벨기에대사의 EC 집행위 Moltke 산업담당국장 면담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의 EC 집행위 Moltke 산업담당국장 면담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의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 면담

3. 회의 자료
 외무부장관의 Loeff EC 대외부총국장 면담 자료
 경과조치 인정 관련 대EC 요청사항
 미판매 물질(pipeline products)의 단위에 대한 원칙 문제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합의의사록(안)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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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예방
- 제1차 회의
- 제2차 회의
- 한국 측 수석대표 주최 만찬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5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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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7-84 / 12 / 1~172(172p)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가 1987.11.2.~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 1987.11.2.~3.
- 외무부 회의실
1208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외 4명
- EC 측: Loeff EC 대외총국 부총국장 외 2명
 토의 내용

- 지적소유권 한·미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범위 및 방법

2. 회의 결과
 한국 측이 행정지도 보호 3개 사항(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미판매 물질특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등대우 부여를 제의하여 EC 측이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EC 제법특허의 물질
특허로의 보정(conversion)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EC 측은 보정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형태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보정사항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인정하는 것임에 따라 국회의 동의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수락 불가를 표명함에 따라 EC 측이 전면 합의를 거부함.

3. 전망 및 대책
 EC 측이 한국 측이 약속한 행정지도 사항만을 수락하고 이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거부
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불투명함.
 EC 측의 향후 태도를 주시하여 대책을 강구함.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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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7.11.2.~3. 서울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1. EC 국가 주재 대사관에 대해 1987.11.9. 주재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아래 요지의 정부 입장을 개진
및 설득하도록 지시함.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에서 한국 측은 EC 측의 4개 요청 사항 중 보정(conversion)을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한국 측은 이에 대한 EC 회원국들의 평가를 기대함.
 EC 측이 한국 측이 양보한 3개 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7.11.16. 주한 EC 8개국 대사를 초치하여 아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동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EC는 보정문제를 행정지도 형식으로 보호해 주도록 제의하여 왔으나, 이는 보호형식과 관계없이
국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고려할 수 없음.
 보정 건을 제외한 3개 사항의 대EC 행정지도 보호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설득에
고심하였음을 양지 바람.
 전문가회의 시 EC 측이 동 건을 GSP(일반특혜관세) 문제와 연계시켜 거론치 않았으나,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연계시킬 의사를 보이고 있음은 한·EC 우호협력관계에 비추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3. 외무부는 1987.11.2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관련 재외
공관에 시달함.
 보정문제에 관해 EC 측이 제의한 행정지도를 통한 보호는 실질적으로 보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입법사항이며, 입법조치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행정지도 보호 3개 사항만으로 EC와의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최종 입장임.

4. 외무부는 1987.12.18. 보도자료를 통해 EC 각료이사회가 동일자로 한국이 지적소유권 소급보호와
관련하여 EC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허용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그동안 EC가 한국에 공여해 온
GSP 수혜를 1988.1.1.자로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양측 간 협의 재개를 촉구함.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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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3개 사항에 대해 EC 측에 미국과의 동등대우 부여를 약속함.
 동 3개 사항은 한·EC 관계를 고려한 한국 측의 중요한 양보인 동시에 EC 측의 실질적 이해와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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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수집한 각국의 특허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자료 현황임.
1. 영국
 지적소유권 관계 법규
1210

2. 프랑스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법령, 반도체 보호 법안 제정 관련 자료

3. 서독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법령

4. 벨기에
 저작권법, 특허법

5. 이탈리아
 저작권법, 특허권법, 소프트웨어 법안 및 판례 자료

6. 스페인
 특허권 관련 법령, 지적소유권 관련 법령

7. 포르투갈
 지적소유권 관계 법규

8. 네덜란드
 지적소유권 관계 법규

9. 덴마크
 지적소유권 관계 법규

10. 아일랜드
 특허 관계 법령 13건, 저작권 관계 법령 9건

11. 스웨덴
 지적소유권 관계 법규

12. 스위스

13. 대만(구 자유중국)
 특허법 및 동 시행령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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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법, 저작권법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 87-112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7-85 / 1 / 1~226(226p)

1. 정부는 1987.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시되는 1987년 한·EC(구주공동체) 철강협상 정부대표단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1987년 쿼터량

1212

- 1987년도 한국 업계의 수출 계획을 감안하여 1987년 쿼터로서 1986년도 쿼터(235,812톤)의 10% 증가를
일단 제의함.
- 동 제의가 EC 측에 의해 거부될 경우에는 1986년도 협정 시 증가폭인 3% 증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EC 측이 1986년 쿼터량 불변이라는 EC 집행위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여타국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락함.
 수출 가격

- EC 측 입장이 현행 Penetration Margin 4~6%를 그대로 허용할 것임에 비추어 한국은 수출가격 산정요소
협의(financing cost, 비공식 rebate, indirect export allowance의 인정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함.
 쿼터 품목

- 1986년 협정 품목 유지라는 EC 측 입장은 수락하되 CR 및 GI 신규 수출에 대한 EC 집행위 및 각 회원국의
사전 양해를 확보함.

2. 한국과 EC는 1987.5.20. 아래 요지의 1987년 한·EC 철강협정에 정식 서명함.
 기본협정문 및 부속서

- 협정량(235,812톤)
- 가격규칙
- 규제품목
 Side Letter

- 한국 측은 EC에 대한 총 수출량을 170,000톤으로 자제
- 한국 측은 EC에 대한 HR S/S Bar(737333) 수출을 3,000톤으로 자제
- EC 집행위가 회원국 CR S/S Bar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한국 측의 주의를 환기
- EC 집행위가 영국 Heavy Section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한국 측의 주의를 환기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전2권
V.1 대EC 쿼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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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EC(구주공동체)는 1987.8.6.~7. 브뤼셀 EC 본부에서 개최된 한국·EC 간 섬유쿼터
협상에서 CAT.41(합성장섬유사) 및 CAT.36(재성장 섬유직물)의 1987~91년간 쿼터 물량
설정에 합의함.
1. 양측 대표단
 한국 측

- 노장우 주벨기에 상무관 외 2인
- EC 집행위 Boisnon 한국섬유협정 담당관 외 2인

2. 합의 사항
 CAT.41 (스페인)

- 연도별 쿼터량: 1,550톤(1987년), 1,620톤(1988년), 1,693톤(1989년), 1,769톤(1990년), 1,848톤(1991년)
- 연 증가율: 4.5%
 CAT.41 (이탈리아)

- 연도별 쿼터량: 550톤(1987.7.1.~12.31.), 1,159톤(1988년), 1,201톤(1989년), 1,255톤(1990년), 1,312톤
(1991년)
- 연 증가율: 4.5%
 CAT.36 (프랑스)

- 연도별 쿼터량: 280톤(1987년), 297톤(1988년), 315톤(1989년), 334톤(1990년), 354톤(1991년)
- 연 증가율: 6%

3. 주벨기에대사관 평가
 금번 협의를 협정상 잠정기간 만료 전에 타결함으로써 EC 측 통계를 기준으로 한 일방적 쿼터
설정을 방지할 수 있었음.
 단기적으로는 수출 추천 정지조치 해제에 의한 수출 지속, 장기적으로는 1991년까지 쿼터 범위
내에서 안정적 수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됨.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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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측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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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간 1987년 중 각 국가별 섬유 쿼터 운영 현황임.
1. 그리스
 그리스 상무성은 1987.1월 BANK OF GREECE에 대해 한국의 대그리스 섬유쿼터에 대한 수입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CAT.35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E/L(수출승인서)을 받아 오는 신청자에

1214

한해서 해당 물량에 대한 I/L(수입승인서)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함.
 정부는 그리스 측의 선 E/L 제시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이 E/L 발급 대신에 한국 관련 수출업체가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발행 확인서를 제시하면 조건부 I/L 발급이 가능하도록 교섭하였으며,
그리스 측이 1987.5월 이를 수락함.

2. 프랑스
 한국 수출업계는 프랑스 세관이 CAT.62(자수직물)에 대해 종전까지는 순섬유중량(장식물을
제외한 중량)만을 쿼터량에 계상하여 왔으나, 1986.12월부터 장식물을 포함한 총 중량에 대한
E/L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 물량이 통관 보류 중임을 1987.2월 정부에 알려 옴.
 주프랑스대사관이 주재국 공업성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프랑스 측은 1981년부터 통관 원칙에
따라 장식물을 포함하여 전체 중량으로 쿼터가 정해졌음을 주장함에 따라 1987.5월 한국 측이
프랑스 측 입장을 수락하고, 중량 차이분에 대한 쿼터를 1987년 CAT.60 쿼터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동 건을 종결함(통관 보류 물량 통관 요청).

3. 독일
 한·독 양측은 협의를 통하여 서독에 대한 CAT.14(남자코트) 및 CAT.15(여자코트) 중 Sub-Limit
설정 품목에 대하여 1988.1월부터 각각 CAT. 14A 및 CAT. 15A로 표기하기로 결정함.

4. 영국
 한국 측이 영국 측의 섬유쿼터 품목 수입허가서 발급실적 집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 측이 1987.1.27.
CAT.29B로 발급한 부분이 영국 측 통계에 CAT.29로 착오 집계되었는 바,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이를 정정함.

5. 스페인
 한국의 대스페인 CAT.91 쿼터량이 EC 관보에 잘못 기재되어 스페인 측이 일부 물량에 대한 수
입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양측 및 EC 집행위가 협의하여 해결함.

6. 이탈리아
 EC 집행위 측이 한국의 대이탈리아 CAT.41 쿼터량 문제를 제기하여 양측 및 EC 집행위가 이에 대해 협의함.

7. 덴마크
 덴마크 섬유 수입업자가 한국의 대덴마크 CAT.86 쿼터 증량을 요청하여 양측이 이에 대해 협의함.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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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6차. New Delhi,
1987.9.1.-3.

| 87-113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85 / 4 / 1~282(282p)

정부는 1987.9.1.~3. 뉴델리 개최 제6차 한·인도 무역회담에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1. 인도 측에서는 Sawhney 상무부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2. 동 회담 시 주요 협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1216

 양국의 수출관심품목 교역 확대 검토

- 양국은 상호 수출관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고, 교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관세 인하

- 한국 측은 수출관심 10개 품목 목록을 제출하고, 관세 인하를 요청함.
- 인도 측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 등 고관세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요청함.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측은 인도의 수입제한 품목인 선박 등 8개 품목에 대한 포괄승인품목 지정을 요청함.
 인도의 Counter Trade(대응무역) 정책에 대한 개선 요청

- 한국 측은 동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함.
 국제입찰 참가

- 양국에서 실시되는 국제입찰에 상대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하기로 함.
 합작투자 증진

- 인도의 가죽제품 생산, 화장지 제조, 수산물 분야에 합작투자를 증대하기로 합의함.

3. 수석대표는 상기 회담 참석 이외에 공업부차관, 상무부차관, MMTC 회장을 각각 면담함.
4. 동 무역회담의 후속조치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주관 산업설비 교역단이 1987.11.4.~7. 인도 봄베이를
방문하여 공장 시설 시찰, 기계공업 분야 협력 방안 협의, 개별 상담 및 리셉션 개최 등의 일정을 가짐.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전2권
V.1 제1차. 서울, 198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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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6.11.6.~7. 서울 개최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대표단

-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심의관(수석대표) 외 외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관계관 12명
 개최 경위

 정부 훈령(기본 지침)

- 1986년 중 급격히 악화된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와 관련하여 생사류 교역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 촉구
- 견직물 교역의 자유화와 생사, 견연사의 수출 자율규제로의 전환 유도
- 기 합의된 1983~85년 쿼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생사에 대한 현실적인 수입 가격을 용인하도록
일본 정부의 특별 배려 촉구
- 일본 측이 교역제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 물량 타결을 위해 노력
 훈령 세부 지침

- 생사, 견연사: 1986년 쿼터 확보(최소 생사 8천 표, 견연사 6천 표 합계 1만4천 표), 합의 물량 이행
(기 합의한 생사 쿼터의 적정가격 이행 및 유찰 시 견연사로 자동전환, 수입공고제도 철폐)
- 견직물: 궁극적 자유화 노력 촉구, 1986년 쿼터 확보(최소 1985년도 수준인 595만㎡ 이상), 규제기간
조정(최소 3년 이상 규제기간 설정 후 1990년대 완전 교역자율화), 규제대상 조정(최소한 츠무기 등
일부 제외), 규제제도의 탄력적 운영(다자간 섬유협정 수준의 이월 인정, 합의 지연 시 전년도 수준 잠정 적용)

2.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생사류 무역제도 개선: 한국은 양국 간 생사류 교역의 자유무역으로의 복귀를 요청, 일본 측은
견 수요 감소 등 국내 사정을 이유로 계속적인 규제 입장 표명
 생사, 견연사: 양측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미합의
 견직물: 양측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1986년도 수출 자율 규제량 미합의
 평가 및 대책

- 한국 측은 대일 무역 현실을 고려하여 1985년에 비해 수출 물량의 상당폭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 측의 1976년 이래 매년 축소 강행 전례에 비추어 증량에 동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봄.
- 생사류 무역자유화를 위한 계속적인 협상 노력, 최대한의 쿼터 물량 확보, 생사 수출 가격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실질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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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1974년 생사류 수입창구 일원화 조치 이후 1977년 이래 양국 간 생사류 교역관리를 위해 매년
개최
- 금년도 회의 시 일본 측은 국내 생사, 견제품 수입 감소를 배경으로 한국의 물량 축소 등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한국 측으로서는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원칙에 의거하여 대처 방침

1986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전2권
V.2 제2차. 동경, 1987.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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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6.18.~19. 동경 개최 1986년도 제2차 한·일본 생사류 회담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대표단

- 황규정 주일대사관 경제참사관(수석대표) 외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관계관 10명
 정부 훈령(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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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류 물량 협상과 생사류 교역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 촉구
- 1986~87년도 물량 타결은 최소한 전년도 합의 수준 이상 확보를 기본목표로 견직물 물량 확보에 역점을
두며, 생사, 견연사 물량은 탄력적으로 대응
- 기 합의된 생사, 견연사 쿼터의 조속한 이행과 현실적 수입가격을 용인하도록 촉구
-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 물량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한국 측의 최종선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차기 회담을 1987년 중 재개할 것을 제의
 훈령 세부 지침

- 생사, 견연사: 1986년도 쿼터 확보(1986년도분만 협의 시 생사 6천 표, 견연사 6천 표, 1986~87년도 동시
협의 시 생사 1만 표, 견연사 1만2천 표), 1984~85년 생사 쿼터분 이행(합의물량 중 미공고분 조기
수입공고 촉구, 공고물량은 한국 측 수출 가능 가격 이상으로 수입 교섭), 교역제도 및 쿼터 운영방법
개선(현행 일본 측의 수입공고 및 수입입찰 방식에서 한국의 수출비자 발급방식으로 전환, 쿼터 합의
지연 시 전년도 쿼터 물량 잠정 적용)
- 견직물: 궁극적인 자유화 노력 촉구, 쿼터 확보(1986년은 비자 발급 수량 확인으로 종결, 1987년도
규제물량은 최소한 1985년도 수준), 규제기간 조정(최소 3년 이상 규제기간 설정 후 1990년대 완전
교역자율화), 규제제도의 탄력적 운영(다자간 섬유협정 수준의 이월 인정, 소폭 직물 또는 품목별
sub-ceiling은 철폐, 합의 지연 시 전년도 수준 잠정 적용)

2.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생사, 견연사: 양측 입장의 차이 확인
 생사류 교역제도: 한국의 자유무역으로의 복귀 및 견직물의 수출자율규제 철폐 요구에 일본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생사의 견연사로의 전환: 일본 측은 자동수입 전환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평가

-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시 물량에 거의 접근하여 금번 회담에서의 타결을 위해 노력
- 견직물의 경우 일본 측 안(585만㎡)을 수용할 수도 있었으나, 향후 기준이 되는 점 등 불리한 영향을
고려하여 동의 유보

- 쿼터 합의량의 1976년 이래 매년 축소 전례 및 일·중국(구 중공) 간 합의량을 고려할 때 일본 측이
향후 증량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
- 향후 교섭에서 일본 측은 견직물 자율규제물량 삭감에 역점을 두고 견직물 삭감을 생사, 견연사 물량
교섭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
 대책

3.	한·일본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본 생사류 회담 후속 협상을 진행하여 1987.6.25. 아래와
같이 합의함.
 1986 및 87년도 생사 및 견연사 쿼터 물량: 생사 11,500표, 견연사 12,000표
 견직물 수출자율규제 물량: 1,190만㎡
 평가

- 견연사와 견직물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합의
- 생사는 감량 폭을 최소한으로 유지
 1988년도 생사류 물량 협의를 위한 차기 회담은 1987년 중 서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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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류 무역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상 노력 경주
- 국내 산업조정 필요: 국내 양잠 농가의 점진적 축소, 부가가치가 높은 견직물 수출 증대 중점 추진
- 한국 측은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상황 등을 제시하여 대국적인 관점에서 일본 측의 양보를 촉구하였으나,
본 사안을 한·일 간의 무역역조 문제와 직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구조조정 노력 등의 논리
개발 필요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1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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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9.29. 동경에서 10.15.~16. 개최 예정인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1.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외무부 이동익 통상국장
 대표단: 유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및 주일대사관
1220

관계관 등 총 21명
 일본 측은 후지다 외무성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대장성, 농림수산성, 통산성 관계관 등을 임명함.

2. 주요 토의 사항
 한국 측 주요 제기 사항

-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기술협력 등 기술이전, 일본 건설시장 개방, 대한국 투자 개선, 수출
촉진단 파견 등
 일본 측 제기 예상 사항

- 대일본 역조개선 5개년계획, 지적소유권, 투자환경 개선, 우루과이라운드, 환율 문제, 보험 개방 등

3. 정부 훈령
 기본 지침

- 양국의 균형적인 경제·통상관계 실현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에 기여한다는 공통 인식 확보
-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노력 방안 강구 및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 촉구
-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경제 통상문제에 양국 간 공동대처 의지 확인 및 협력 방안 모색
 세부 지침

- 무역관계: 한·일 간 무역의 확대균형 원칙 확인, 양국의 노력 평가(일본 측의 시장개방정책, 한국
측의 경제개방정책), 대일본 수출 확대(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청, 한국의 일본시장
진출사업 지원)
- 산업기술협력 관계: 한·일 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원칙 확인, 산업기술협력 확대 방안, 양국 간 건설협력
- 국제경제 측면에서의 한·일 간 협력: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과정에서 양국 실무자 간 협의 채널 구축
- 일본 측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지적소유권, 대일 무역역조개선 5개년계획, 투자 환경, 한국
섬유류 대일 수출 급증, 일본 영화 수입 문제 등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2 결과보고

| 87-1134 |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통상2과/동북아1과

MF번호

2017-85 / 8 / 1~246(246p)

동경에서 1987.10.15.~16. 개최된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협의 결과
 무역의 확대균형

 산업기술협력 확대

- 한국 측은 기능인력 연수 계속 추진, 부품 협력단 교류 확대, 산업기술협력센터 설치 및 한·일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조기 개최 등을 제의, 일본 측은 긍정적인 검토 입장 표명
- 일본 측은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대를 표명, 한국 측은 경제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방침을 설명
 기타 한·일 간 협력

- 한국 측은 일본 건설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촉구, 일본 측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대우
및 일본 해운회사의 활동 자유화를 요망
 국제경제 측면에서의 한·일 간 협력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처 의지 확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추진 합의

2. 회담 성과 및 평가
 양국 간 균형적인 경제통상관계의 실현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상호
역할 수행 및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양국 경제관계가 전환점에 처해 있다는 공통 인식하에 금후 동 협력이 균형적으로 확대되어
공통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한국의 제기사항에 대해 일본 측이 가능한 한 수용코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함으로써 금후
양국 정부 간 경제통상 측면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외무부의 한·일 무역회담 후속 조치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회담 결과 보고(1987.10.19.)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회담 후속조치 계획 송부, 소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및 실적 통보 요청(1987.10.21.)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회담 토의록 송부(1987.11.12.)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후속조치 추진 현황 통보 요청(1988.5.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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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의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조기 실현을 위한 5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한 19개 조치, 27개 품목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확대, 기준인증제도 적용 확대
등 대일 수출여건 조성 촉구에 대해 일본 측은 금후 시장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 측 요청사항을
가능한 한 고려한다는 입장 표명
- 일본 측의 한국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일본 역조 개선 계획의 재고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을 설명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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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 1987.10.15.∼16. 개최된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관련 제반 자료 목록임.
1. 한·일 양국 주요 언론보도(1987.7~10월)
2. 회의 자료
1222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추진계획(1987.8.27. 외무부 통상국)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준비 제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1987.9.10. 외무부 통상국)

- 한일 무역관계 현황 및 대처방향
- 한일 무역회담 대책(한국 측 제기사항 및 추진방향, 일본 측 예상 제기사항 및 한국 측 대응논리, 대책
회의 협의사항, 부처별 준비자료, 금후 준비계획 및 협조사항)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준비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1987.9.25. 외무부 통상국)

- 한국 측 제기사항, 정부 훈령, 의제별 교섭지침 및 발언, 대외발표문, 회담 진행, 행정사항
 보도자료(1987.10.6. 외무부 통상국)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과장급, 일본 측 후지다 외무성 아시아국장
(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대표단 참석
- 양국의 경제통상 전반 검토,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협의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10월 외무부 통상국)

- 대표단, 의제, 주요 일정, 회의 진행순서
- 참고자료: 한국 측 제기사항, 수석대표 기조연설
 의제별 교섭지침 및 참고자료

- 의제1: 양국 간 무역·경제관계 검토 및 협력 방안(무역관계, 산업기술협력관계, 기타)
- 의제2: 국제경제 측면에 있어서의 협력(최근 국제경제 동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협력, 한·일
GATT 담당관 정기협의회 개최)
 외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 예방 시 면담 자료
 한국 측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 국제 경제통상 환경 및 양국 경제,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제20차 무역회담 성과
 참고자료

- 한·일 무역회담 개최 경과 및 성과, 최근 양국 간 무역 현황

3. 오사카 지역 수출진흥간담회 자료(1987.10.10. 외무부 통상2과)

한·일본 무역회담, 제20차. 동경, 1987.10.15.-16.
전4권 V.4 타부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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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 1987.10.15.∼16. 개최된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관련 관계부처 작성 자료 목록임.
1.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의견(1987.8.31. 한국개발연구원)
2. 한·일 무역회담에 관한 의견(1987.9.2. 산업연구원)

4.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4. 한국무역협회)
5.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4. 수산청)
 대일 통상교섭 추진 방향, 비관세 장벽 개선 등

6.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4. 과학기술처)
 기본 입장, 협의 희망 사항, 일본 측 예상 제기사항 및 과기처 입장

7.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4. 공업진흥청)
 기준인증제도

8.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7. 대한무역진흥공사)
 상정 의제

- 관세율 추가 인하,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확대, 관세감면제도 확대, Made in Korea Fair 개최 지원,
일본의 유통구조 개선

9.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월 경제기획원)
 한·일 양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한·일 경제 현안 사항 및 교섭 방향, 일본 측 예상 제기사항에
대한 입장

10.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8. 건설부)
 일본 건설시장 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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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일 교섭 요망 자료(1987.9.2. 한일경제협회)

11.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10. 재무부)
 한국 측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대한국 투자의 질적 개선, 핵심기술 이전 촉구, 한국산 잎담배
수입증대 요청, 한국산 의료용 홍삼분말 보험약가 차등적용 촉구

12. 한·일 무역회담 자료(1987.9.28. 해운항만청)
 해운시장 개방 관련 한국 측 입장
1224

13. 한·일 통상협력 자료(1987.9월 상공부)
 한·일 경제협력 및 통상 현황, 한국 측 관심사항, 일본 측 관심사항

14. 기타 제반 한·일 무역회담 대책회의 자료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7.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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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회의(Trade Sub-Group Meeting)가 1987.1.12.~14.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수석대표),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교체수석대표),
상공부,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보사부, 교통부, 체신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미국 측: USTR(무역대표부) Peter Allgeier 대표보(수석대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2. 회의 의제
 301조 합의사항 이행 문제(보험·지적소유권)
 시장개방 문제
 우루과이라운드
 기타 이슈(복합운송화물 주선업 등)

3. 미국 측 관심사항 토의 결과(상공부 작성)
 보험: 미국 측은 1987.5.1. 이전 신청 중인 생명보험사의 추가 허가를 강력히 요구, 한국 측은
1987년 중반 허가 방침 제시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한국 측은 UCC 가입, 행정지도 방안 등을 설명, 미국 측은 대체적으로
만족 표시
 물질특허: 미국 측은 Pipeline Product 행정보호 대상품목 신청을 1987.3.31.까지 제출하도록 공고
예정, 향후 양국 간 협의로 최종 선정
 상등육: 미국 측은 1987.7.1. 이전 개방을 즉각 약속하지 않을 경우 2.15.경 개최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이사회에 제소할 방침임을 통보, 한국 측은 개방 불가 입장 설명
 포도주: 미국 측은 연내 수입개방 및 매년 30%의 관세인하 요구, 한국 측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 설명
 컴퓨터: 미국 측은 소형 컴퓨터 특히 주변기기의 조기 수입 개방 요구, 한국 측은 주변기기의
경우 일부 미국 측 관심품목의 수입 허가 시사
 담배: 미국 측은 1987년 상반기 중 외국산 담배 판매점 제한 철폐 등 요구, 한국 측은 1987.3월까지
판매점 500개소 추가 확대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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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 관계관

 해운 및 복합운송: 미국 측은 복합운송업 개방, 외국선주협의회의 등록 허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1987.2월 중 개최를 제의한 양국 해운회담 시 토의 희망 사항을 교통부에 전달 예정
 광고: 미국 측은 1987.7월부터 광고대행업 개방 요구, 한국 측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검토 입장
표명
 위조 상품: 미국 측은 한국 업체들의 상표 도용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 한국 측은
구체적인 사례 제시 요청
 관찰 및 평가
1226

- 한국의 301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와 만족은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
- 미국 측의 당면 관심사는 생명보험 추가 진출, 소고기 수입 문제이며, 그 외에 담배 등은 단기적인
해결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7.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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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회의(Trade Sub-Group Meeting)가 1987.6.25.~26.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상공부 황두연 통상협력관(수석대표),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교체수석대표),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교통부, 체신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미국 측: USTR(무역대표부) Peter Allgeier 대표보(수석대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2. 양측 관심사항 토의 결과(외무부 작성)
 미국 측 관심사항

- 해운: 미국 측은 미국 선사 국내 지점 및 컨테이너 터미널 동등이용 허용 등 요구, 한국 측은 1987.5월
양국 해운회담 시 합의사항 이행 노력 설명 및 FMS의 대한국 해운관행 조사 중지 요청
- 통신: 미국 측은 1987.9월 양국 통신전문가회의 요구, 한국 측은 합작투자기업의 공동회선 사용 허용
등 5.28. 통신개방조치 설명
- 농산물 시장개방: 미국 측은 냉동감자, 오렌지주스 등 시장개방 요구, 한국 측은 국내 산업 여건상
단계적 개방원칙 설명
- 소고기: 미국 측은 한국의 수입재개 약속 이행 강조, 한국 측은 금년 말 이후 소값 안정 시 검토의사 표명
- 포도주: 미국 측은 관세의 단계적 인하 및 수입대상 품목 확대 요구, 한국 측은 점진적 인하 및 단계적
확대 의사 표명
- 담배: 미국 측은 판매방법 개선, 가격인하 등 추가 시장개방 요청, 한국 측은 판매점 제한 철폐 등 최근
개방조치 설명
- 컴퓨터: 미국 측은 Disc Driver, Printer 수입개방 및 전산 국산화계획 폐지 요청, 한국 측은 대일 역조
우려에 따른 조기개방 불가 입장 설명
- 보험: 미국 측은 2개 미국 보험사 추가 영업 등 요청, 한국 측은 추가 허용의 어려움 설명
- 광고: 미국 측은 미국 광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허용 요구, 한국 측은 1988.1.1. 이후 합작 허용
조치 설명
 한국 측 관심사항

- 수입규제: 한국 측은 섬유규제법안 저지 노력 촉구, 미국 측은 행정부의 반대 입장 설명
- 산업협력: 한국 측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OPIC 간 협력지원 제의, 미국 측은 합작 희망업체 명단 제시 시
구체적인 검토용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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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 USTR 등 관련부처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 철강: 한국 측은 와이어로프 규제방식 변경 철회 및 특수강 수입규제 완화 요청, 미국 측은 규제 불가피
등 설명
- 건설협력: 한국 측은 제3국 합작진출 희망, 미국 측은 구체방안 제시 시 협의 용의 표명
- GSP(일반특혜관세): 한국 측은 부당한 졸업 및 노동권 개념 적용 배제 요청, 미국 측은 졸업은 수입
민감성에 의해 결정됨을 설명, 노동권 문제에 대한 심중한 검토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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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무역확대균형위원회 및 한국무역협회는 1986.2.20.~23. 일본 아타미 개최 제13차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회의 개요

- 한국 측: 이선기 무역협회 부회장(위원장) 외 각 기업대표 21명 참가
- 일본 측: 일본 무역회장(위원장) 외 각 기업대표 17명 참석
- 회의 후 합의서 작성
 주요 합의 내용

2. 한국무역협회는 1987.12.21.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 제3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함.
 협의 사항

- 1987년 대일본 무역 동향 보고(무역협회)
- 제20차 한·일 무역회담 결과 보고(상공부)
- 제15차 한·일 무역확대균형위원회 의제(안) 설명 및 협의
 회의 결과

-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가능한 의제 설정 추진

3. 한국무역협회는 1987.12.28. 외무부에 1988.2.4.~6. 일본 개최 예정인 제15차 한·일 무역확대균형위
원회 의제(안)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함.
 의제 1: 한·일 양국의 무역 확대 방안 (일본의 대한 수입 확대 요망, 국제분업의 진전을 통한 양국
간 무역 증진)
 의제 2: 한·일 양국의 무역환경 개선 방안 (한·일 간 교역조건 및 결제통화 문제, 대일본 수출상의
애로 사항 개선)

4. 한국무역협회 작성 1986.1∼12월 대일무역 동향 현황임.
 수출은 4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 수입은 364억 달러로 2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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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에 합의
- 이를 위해 양국 간 국제분업 협력, 대한국 수입 확대 강화 등 합의
- 주한 외국상사의 지위 개선, 한국의 오퍼 거래 수수료 개정,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 등 개선에 대해
검토
-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배려 요청 등

아시아·태평양 비지니스 컨벤션, 제4차. 오사카,
1987.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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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1987.10.6.~9.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Asia Pacific Business Convention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행함.
 오사카 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한국 참가자 30명을 포함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24개국 참가자 400여 명 등 약 1,000명이 참가함.
 전체회의에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구조와 산업협력’제하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나웅배 장관이 제일 먼저 기조연설을 함.
1230

2. 나웅배 장관의 기조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국 경제 정세를 분석하고, 한·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무역자유화 시책, 무역흑자·적자국의
양극 현상,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 및 산업구조조정의 미진 등의 문제를 제기함.
 일본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개방 노력, 개도국으로부터 수입 증대,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 보호주의 세력에 대한 대처 노력 등을 촉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국민 저축 증대, 무역 및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3. 나웅배 장관은 상기 전체회의 참석 후 오사카 주재 한국 상사, 은행 지점장, 교포 무역·상공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경제 정세를 설명하고, 대일 수출 일선에서의 노고를
격려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
(직물감독기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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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5.12.4. GATT(일반관세무역협정) 섬유위원회 TSB(직물감독기구) 정회원국으로
선출된 바, 1986~87년 중 TSB 회의 개최 결과임.
1. 1986년도 TSB 회의
 3.24. 회의에서 한·미 섬유협정 개정 문제가 협의되었으나, 위원들의 별다른 언급 없이 심의를

MFA(다자간섬유협정)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시행할 것을 권고함.
 10.29.~31. 회의는 GATT 섬유위원회에 제출할 TSB 연간보고서 초안을 채택하였으며, 한·미 간
섬유협정 일부 수정 문제는 유사한 성격의 미국·중국 간 합의사항 보고서가 접수된 이후에
토의하기로 함.
 11.17.~19. 회의에서는 가방류 쿼터 수준에 관한 한·미 간 섬유협정 일부 수정 문제가 협의된 바,
한국 측은 수입국들이 MFA 제12조를 원용하여 새로운 품목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제12조의 확대 적용을 억제해야 함을 촉구함.

2. 1987년도 TSB 회의
 1.19.~21. 회의는 MFA 제4조에 따라 통보된 6개 양자협정을 검토함.
 3.5.~10. 회의에 한·핀란드 간 섬유협정이 통보됨.
 3.18.~19. 회의는 한국·오스트리아 간 섬유협정의 MFA 적합성을 검토하고, TSB 사무국이 수정
작성한 TSB의 새로운 구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
 5.11.~13. 회의는 한·미 간 섬유협정 개정 및 연장 문제를 토의하고, 동 결과를 GATT 섬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바, TSB 위원들은 동 협정이 섬유 주종 수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라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토의함.
 9.28.~29. 회의는 TSB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고, OPT(역외가공무역)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함.
 10.20. 회의는 신규 품목(new fibres) 규제 도입에 관한 MFA 연장의정서 제24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을 채택함.
 11.2.~3. 개최 회의는 한국·캐나다 간 섬유협정을 검토하고, 동 보고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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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함.
 4.17.~21. 회의에서 미국·중국(구 중공) 간 분쟁 및 노르웨이·파키스탄 간 분쟁이 토의됨.
 5.12.~14. 회의는 한·스웨덴 섬유협정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양국이 동 협정을 연장하는 경우

ITCB(국제섬유 및 의류기구) 회의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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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B(국제섬유 및 의류기구) 주관 1987년 중 회의 개최 현황임.
1. 섬유 수출 개도국 회의(9.1.~4. 마카오)
 참석자

1232

- 15개국 대표 및 2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정부는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주요 토의 의제

- MFA Ⅳ(다자간 섬유협상 연장의정서)와 양자 간 섬유협정 이행 상황
- 주요 선진국 내 섬유수입규제 입법 동향
- 업계 관점에서 본 섬유류 교역 현황
 정부대표단의 평가

- 우루과이라운드 초기 협상이 진행 중이며, 주요 선진국의 섬유규제 법안의 입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1986년 체결된 MFA Ⅳ에 따른 각국의 양자협정 체결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한 회의
- 각국 양자협정 체결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 협상 전략 및 기술에 대한 경험 소개 등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는 중국(구 중공), 홍콩 수석대표 및 ICTB 의장 초청 오찬 및 개별 접촉을 통해 향후 섬유
분야에서의 협조 및 ICTB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시행

2. ITCB 이사회(12.18. 스위스 제네바)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참석
 주요 토의 내용

- 1988년 사업계획: 5개 항 채택
- 1988년 예산안: 6개월 후 재검토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채택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현 의장 및 부의장 유임 및 의장 재선 가능 임기 수, 지역 안배 등에 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
- 회원국: 현재 14개국으로 1987년 중 유고 및 우루과이의 비준 완료 전망

세계통상장관회의, 제5차. Taupo(뉴질랜드)
1987.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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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3.22.∼24. 뉴질랜드 Taupo 개최 제5차 세계통상장관회의에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세계 통상 현안 검토 및 자유무역 체제 강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추진 평가 및 향후 진전 방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회의와의 연계 문제

 세계무역환경 검토: 세계경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국가 간 이해 조정
및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현황 평가: 세계자유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협상 추
진이 필요함.
 시장접근 확대: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 분야로 GATT 위배조치의 철폐 및 적법조치의 자유화
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가 긴요함.
 국제금융질서: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경제정책 조정 강화가 필요함.
 농산물 교역: 농산물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해결책 강구 및 농산물에 대한 개도국 우대원칙 적용
인정 등이 필요함.

3. 회의 결과
 참석 현황

- 24개국 통상장관 및 고위관리, GATT 주요 인사 등 125명
 주요 토의 내용 및 정부대표단 활동

-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1986.3월 우루과이 각료선언에 이어 1987년 초 협상 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농산물 및 서비스 문제에 대한 이견이 노정됨.
- 협상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보호주의 강화 및 각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협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정부대표단은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무역 분규의 확대 등 장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 무역 환경의 악화 방지 및 협상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1986.3월의 보호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평가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교섭 난제인 농산물 교역에 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 훈령

1233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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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5.12. 및 6.12.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한국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관세율표를 제출하여 회원국에 배포한 바, 일본, 미국, EC(구주공동체), 홍콩 및 남아공 등
5개국으로부터‘이해관계주장서’
를 접수함.
2. 정부는 GATT 28조에 의거한 한국 양허관세율표 조정 협상 실무대표단을 1987.10.12.~25.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함.
1234

 협상단 구성

- 재무부, 상공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등 7명
 협상 대상 국가(1987.9.9. 이전‘이해관계주장서’접수)

- 일본, 미국, EC, 홍콩 및 남아공

3. 동 협상단의 국별 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미국(10.13./10.20./10.23.)

- 협상 대상 25개 품목 중 18개 품목 타결, 7개 농산품 미타결
- 미국 측은 미타결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심품목임을 이유로 한국 측 안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
 일본(10.15./10.23.)

- 일부 품목 제외 대부분 타결
 EC(10.14./10.22.)

- 협상 대상 14개 품목(농산품 2개, 공산품 12개) 중 12개 품목 완전 타결 또는 잠정 타결
- EC 측은 굴착기에 대해서는 관심 회원국(독일 및 프랑스)의 현행 양허세율 유지 요구 강조
 홍콩(10.20.)

- 홍콩 측은 정부대표단의 설명을 청취한 후 동 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통보하여
협상 종결
 남아공

- 협상 종결

인도네시아 수출진흥 경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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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1986~87년 중 수출진흥경제협의회 개최 현황임.
1. 1986.10월 수출진흥경제협의회(10.31.)
 참석자

- 대사관 상무관, 무역관장, 쌍용 등 12개 업체 대표
 주요 토의 내용

2. 1986.11월 수출진흥경제협의회(11.27.)
 참석자

- 대사관 상무관, 무역관장, 쌍용 등 12개 업체 대표
 주요 토의 내용

- 각 상사별 1986년도 수출 목표 달성 전망 및 1987년도 수출 전망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부진 원인 및 대책

3. 1987.2월 수출진흥경제협의회(2.26.)
 참석자

- 대사관 상무관, 무역관장, 대우 등 9개 업체 대표
 주요 토의 내용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 인도네시아 정부의 1987/88 예산안
- 업체별 1987년도 수출 전망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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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1986.9월 경제 동향,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현황(대만과 비교)
-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변경 사항
- 인도네시아의 SWAP(통화교환) 거래제도

대일본 수출촉진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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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수출 촉진 실무위원회의 1986∼87년 중 개최 현황임.
1. 제2차 회의(1986.8.28.)
 외무부 및 재무부 소관 자료 검토

2. 제6차 회의(1987.3.20.)
1236

 합의 사항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원자재 소량공급 원활화, 관세 상계요건 완화, 중고기계 도입 요건
완화, 한·일 산업협력지원체계 강화, 대일 무역 전담 창구 및 상담실 설치
 미합의 과제

- 종합상사 Local L/C(내신신용장) 취급 허용
 추후 검토 과제

- 수출 부대수수료 차등화

3. 제7차 회의(1987.6월)
 
‘중소기업
수출용 원자재 공급 원활화 방안’
을 서면 의결

4. 제8차 회의(1987.7.23.)
 합의 사항

- 한일항로 강판수송 선복량 확보, 톱밥 목탄의 수출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부대경비(검사 수수료 등)
감면, 한국 상품 전시매장 동경 설치
 추후 검토 과제

-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부대경비(수출화물 입항료 등) 감면
 대일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대책(과학기술처)

- 원안대로 접수

5. 제9차 회의(1987.11월)
 수출화물 입항료 감면, 환가료 차등화, 무역구조 다변화를 위한 조세특례 도입을 서면 의결

6. 제10차 회의(1987.12.23.)
 최근의 대일무역동향 및 1987년도 추진시책 평가보고(상공부), 동경 한국 상품 전시·직매장 설
치 계획안(상공부), 대일역조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추가대책(경제기획원) 협의

대중남미·카리브 투자진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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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주관 1987년 중 대중남미·카리브지역 투자진출간담회 개최 현황임.
1. 제1차 회의(1987.1.13.)
 참석자

- 외무부 5명, 민간업체 대표 12명
 주요 토의 내용

2. 제2차 회의(1987.5.26.)
 참석자

- 외무부 6명, 민간업체 대표 31명(영안모자 등 27개 업체), 경제단체 대표 6명(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개발공사)
 주요 토의 내용

- 투자정보 입수 체제 수립, 투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개선, 이중과세방지협정·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등 애로사항 해소
- 미국의 쿼터 적용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성
- 한국 기업 간의 과다경쟁 문제 해결 요망

3. 제3차 회의(1987.10.16.)
 참석자

- 외무부 7명, 민간업체 대표 16명, 경제단체 등 대표 7명
 주요 토의 내용

- 체계적인 투자정보 제공 노력 필요성
- 투자진출에 따른 각종 편의 제공 요청
- CBI 동향 및 미국의 대중남미에 대한 쿼터 현황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 제공 요청
- 일부 국가에의 동종 산업 한국 업체의 과다 진출 문제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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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제반물품의 전량 본국조달 등 애로사항, 통합정보센터 운영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도미니카공화국 및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과다 진출에 따른 문제점 논의
-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등 투자진출이 미진한 국가에
대한 투자환경 설명 및 투자진출 권장 필요성 제기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대책 실무
위원회

| 87-114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6 / 12 / 1~173(173p)

1. New Round(신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실무위원회가 1986.12.19.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함.
 설치 목적

-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한국 입장의 종합·조정 및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수행
 주요 기능 및 구성

1238

- 대외협력위원회에 상정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안건의 사전 심의와 주요 협상의제에 관한 한국
입장의 종합·조정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2.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실무위원회는 1987.1.9. 회의에서 UR(우루과이라운드) 대책 7개 분야별 실무소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동 분야별 실무소위원회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음.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 실무소위원회 위원 선정회의(1.28.)
 서비스 실무소위원회 구성회의(1.28.)
 농산물 및 열대산품 실무소위원회 제1차 회의(2.12.)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일반 실무소위원회 회의(2.16.)

특수지역 교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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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교역위원회의 1985∼87년 중 개최 현황임.
1. 제9차 회의(1985.2.8.)
 의결 사항

- 특수지역 출입국 절차 요령 개정, 국제상사의 북양산 원목 도입, 대특수지역 구상무역 추진
 보고 사항

2. 제10차 회의(1985.5.15.)
 의결 사항

- 특수지역교역위원회 규정 개정
 보고 사항

- 대베트남 교역 개선 방안, 1985년도 특수지역 박람회 참가대상 확정 및 추진사항, 대동구 무역사절단
파견계획

3. 제11차 회의(1987.4.13.)
 의결 사항

- 특수지역교역위원회 규정 개정, 대특수지역 교역상품의 원산지표시 삭제 및 면제 요령 개정, 특수지역
국제입찰 참가 승인 요령 개정, 국제상사의 소련산 원목 도입 승인
 보고 사항

-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의 수입 현황, 1986 대특수지역 교역 실태조사, 대특수지역 전시사업 계획, 국별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제12차 회의(1987.8.6.)
 의결 사항

-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와 헝가리 상공회의소 간의 상호 통상대표부 개설, 국제상사의 1987년도
3/4분기 소련산 원목 수입 조건부 승인
 보고 사항

- 특수지역 출입국 절차 요령 개정, 특수지역 교역관계 규정, 1987년도 하반기 특수지역 전시사업 시행
계획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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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지역 교역 실태조사 실시계획, 최근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진출 추진 현황, 대특수지역 박람회
참가실적 분석 및 1985년도 추진계획, 체코 구매사절단 방한, 국제상사의 소련 내 단독 전시회 개최,
마카오 전시회 개최 결과, 베트남의 폴리에스터 단섬유 국제입찰 참가, 대동구 무역사절단 파견계획

구매사절단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7.2.263.1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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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웅배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매사절단이 1987.2.26.∼3.14.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함.
1. 사절단 개요
 파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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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무역흑자 증대에 따라 구매활동을 통한 시정 노력 설명
-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압력 완화, 미국 주별·지역별 통상협력 기반 조성
- 대일 수입선의 미국, 캐나다로의 전환을 통한 무역불균형 축소, 원전 낙찰 문제로 악화된 한·캐나다
통상관계 개선
- 기술협력, 투자촉진 등 산업협력의 다변화 모색
 파견 개요

- 사절단 구성
  ·상공부, 외무부 및 조달청 관계관
  ·업계 대표: 남덕우 무역협회장(미국), 구평회 한·캐나다 민간경협위원장(캐나다)
- 참가 업체, 파견 기간 및 대상 지역
   ·미국: 대한항공 등 48개 업체(2.26.~3.11.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시카고, 워싱턴, 보스턴)
  ·캐나다: 포항제철 등 16개 업체(3.11.~14. 오타와, 밴쿠버)

2. 기본 활동 방향
 미국: 지방·주 중심으로 방문, 워싱턴 활동도 병행, 주별 민간경협위원회 확대 추진, 상무성
지역사무소 등을 통한 지방 중심의 홍보 활동
 캐나다: 구매활동을 통한 캐나다 측 관심사항 최대 수용, 민간경협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통상
활동 전개, 기술협력 등 산업협력 활동 병행
 상공부장관 활동 계획

- 미국: Baldridge 상공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참석 및 연설, 한·캘리포니아 기업인 오찬 연설, 대한항공기 구매계약 서명식 참석, 한·텍사스
기업인 오찬 연설, 한·일리노이 기업인 오찬 연설 등
- 캐나다: 통상장관 및 산업장관 면담, 한·캐나다 민간경협위원회 간담회 참석, 캐나다 기업인 초청
만찬 연설 등

 구매 계획

- 미국: 항공기, 기계, 전자, 화학, 석탄 등 2,307,088천 달러 (농산물 구매사절단은 2.15.~26. 활동,
110,460천 달러 구매 계획)
- 캐나다: 석탄, 알루미늄 등 254,632천 달러
 홍보 계획

- 한국의 경제 개방화 시책 설명,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조 노력 설명 등 중점 홍보
- 홍보전문 용역회사 고용 및 상공부장관의 방문 지역에서 기자회견 1회 이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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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절단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7.2.26.3.15. 전2권 V.2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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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웅배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매사절단의 미국 및 캐나다 방문 결과임.
1. 미국(2.26.∼3.11.)
 주요 인사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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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및 예방: USTR(무역대표부) Yeutter 대표, Baldridge 상무장관, Bensten 상원 재무위원장, Wright
하원의장, Dukakis 매사추세츠 주지사
- 오·만찬 등에서의 접촉: Shultz 국무장관, Nunn 상원 국방위원장, Deukmejian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요 협의 내용

- 미국 측 관심사항: 시장개방(농산물, 담배, 광고 등), 환율조정(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화 절상),
통신 및 컴퓨터, 의료기기 분야의 국산화 의무 완화, 반도체 수출 자제 등 요청
- 한국 측 입장: 대미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의 균형 확대를 위해 노력 중, 시장개방은 국내정치, 경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원화 절상의 어려움(외채 상환에 영향), 컴퓨터 등 국산화 의무시책도
수입자유화와 병행 점차 완화 등 설명
 구매 활동

- 구매실적 계약: 항공기, 전자, 화학, 기계 등 분야 1,758백만 달러(수입선 전환분: 408백만 달러)
- 투자 및 기술협력: 호남에틸렌의 Process Computer Control System 기술도입 계약 체결 등
 연설 및 기자회견

- 휴스턴 Republic 은행 및 Caltex 공동주최 오찬 시 연설 등 방문지별 오찬 연설
- LA Times지 등 방문지별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
 관찰 및 평가

- 미국 업계, 행정부, 의회 등 긍정적 반응 표시, 특히 대일 수입의 대미 전환을 위한 실질적 노력 평가
-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일본 또는 대만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문제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의회 및 업계의 강한 압력으로 현안 문제(농산물, 담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

2. 캐나다(3.11.∼15.)
 주요 인사 면담 및 협의 요지

- Cote 산업장관 및 Carney 통상장관 면담
- 캐나다 측 관심사항: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캐나다 측 관심품목(무연탄, 제분용 밀 등)에 대한 수입
확대, 특히 제분용 밀, 알팔파 수입 시 미국과의 차별대우 시정 요청
- 한국 측 입장: 수입 확대 노력 지속, 타국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 등 설명

 구매 실적

- 석탄, 펄프, 스티렌, 소맥 등 175백만 달러 계약
 평가

- 1986.9월 원전 건설사업 낙찰 시 탈락된 이후 통상문제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캐나다 정부는
그간 한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표명
- 1986년도 적자규모 축소에 안도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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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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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촉진단의 1987년 중 일본 방문 활동 결과임.
1. 수출촉진단 일본 파견 경위 및 개요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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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입촉진단의 1984.10월 방한을 계기로 양측에 시장협의회 설치
- 한·일 시장협의회 사업으로 수출촉진단 일본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
- 1985.5월 제1차 파견 이래 총 18차 파견(1985년 4회, 1986년 6회, 1987년 8회)
- 1988년 중 5회 파견 계획
 목적

- 중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
- 대일본 유망 수출상품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한국 상품 홍보
- 유망 신규 수입선 모색 등
 주관

- 한국 측: 한·일 시장협의회(사무국: 한·일경제협회)
- 일본 측: 일·한 시장협의회(사무국: JETRO)

2. 주요 활동 내역
 업종별 상담, 일본 정·재계 인사 예방 및 공장 방문, 유통시장 견학, 시장조사
 간담회, 투자유치설명회, 세미나 개최, 현지 언론을 통한 한국 상품 홍보

3. 1987년도 활동 실적 및 개선 요망 사항
 활동 실적

- 8회 파견, 260개사 참가, 연 25개 도시 방문, 3,126건 상담
 개선 요망 사항

- 대일 수출상품의 질적 구조개선: 기계류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등의 고급화, 다양화
- 파견 준비 부족: 파견계획을 사전에 현지에 통보, 일본어 카탈로그 및 견본 준비, 일본 업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 및 시간 제공
- 신중한 지역 선정 및 가격 제시
- 소량 다품종 주문에의 적극적인 대응
- 꾸준한 홍보와 독창적인 제품 개발 필요

4. 1987년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활동 종합보고서 첨부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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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전자, 기계류 등 구매사절단의 1987년 미국 방문 현황임.
1. 곡물 구매사절단(2.15.~26.)
 구성: 이희일 한국제분공업협회장(전 농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소맥반, 옥수수반, 대두반으로
구성
 목적: 곡물의 국내 수급 안정 및 대미 통상 진흥
 활동

2. 전자 구매사절단(6.27.~7.11.)
 구성: 금성사 사장을 단장으로 업계 대표 22명으로 구성
 목적: 대미 무역불균형 완화 및 수입선 다변화
 활동

- LA, 시카고, 뉴욕 및 워싱턴 방문
- 상무장관, 상원의원, LA 부시장 등 주요 인사 면담, 기자회견 및 리셉션 개최
- 구매 실적: LA 65백만 달러, 시카고 41백만 달러, 뉴욕 101백만 달러, 워싱턴 39백만 달러

3. 기계류 구매사절단(9.13.~26.)
 구성: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을 단장으로 업계 대표 20명으로 구성
 목적: 양국 간 기계공업 협력 방안 모색 및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활동

-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주 및 워싱턴 방문, 283백만 달러 계약 체결
- LA 시장 등 주요 인사 면담, 기자회견 및 리셉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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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주 집산지에 사절단 본부를 두고 주 생산지 및 농산물 수입개방 요청 의원 출신 주에 중점 출장
- 구매 물량: 소맥 35만 톤, 옥수수 50만 톤, 대두 20만 톤
- 농무차관, 아이오와, 일리노이, 오리건 및 텍사스 주 출신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 면담
- 기자회견, 의원 간담회 및 리셉션 개최

통상 및 투자사절단 구주 순방, 1987.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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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1987.2.5. 외무부에 아래 구주지역 통상 및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따른 협조를 요청함.
 파견 기간 및 지역: 1987.3.10.~26. 독일, 스위스, 덴마크
 파견 목적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유치단 구성

- 무역협회 이선기 부회장(단장) 외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대표 11명
1246

 요청 사항

- 현지 공관의 동 사절단 활동 지원 및 협조

2. 외무부는 1987.2.10. 주독일, 스위스, 덴마크대사, 주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게 상기 사절단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투자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훈령함.
 각 공관은 1987.2~3월 사절단 체재 일정, 투자설명회 내용 및 기자회견 개최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 및 홍보활동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

3. 주함부르크총영사는 1987.3.25. 동 사절단의 스위스 및 독일지역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스위스 통상 및 투자관계 세미나 개최(3.12. 취리히)

- 스위스 기업인 약 180명 참석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과 수입선 전환 정책,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설명
- 한국의 투자환경 소개 슬라이드 상영, 스위스 기업인의 대한국 교역 및 투자 경험 사례 발표
- 한·스위스 개별 기업 간 합작투자, 기술제휴 및 수출입 관련 36건 상담
 독일지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뮌헨(3.16.), 함부르크(3.18.), 뒤셀도르프(3.19.)
- 다수의 독일 기업인 참여, 취리히 세미나와 유사한 설명회 개최
- 투자 및 기술제휴 상담 개최
- 독일 유수한 현지 중소기업체 시찰, 공장 운영 및 제조 공정 등 기술적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4. 주함부르크총영사는 1987.4.10. 동 사절단 중소기업 대표 일행의 활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추가 보고함.
 기술이전, 한국 내 생산공장 건립, 수입 상담 등과 관련한 상세 개별활동 성과

동독 통상사절단 방한, 198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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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통상사절단의 1987년 방한 현황임.
1.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7.11.4. 동독 통상사절단 사전조사단의 방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동독 대외무역협회 G. Collin 부회장 등 2명이 동독 경제무역사절단의 세부 일정 및 협의 안건
확정을 목적으로 1987.10.12.~21. 방한
 양국 간 교역 확대 방안, 동독 내 통상대표사무소 개설, 전시회 상호 참가 문제 등 협의

 동독 대외무역협회와 대동독 시장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Tiburtius 등
5명의 동독 통상사절단 방한 초청에 대한 의견
 외무부는 11.27. 상기 사절단의 한국 상사와의 직교역 상담 추진을 위한 방한에 이의가 없음을
회신

3. Tiburtius 동독 대외무역협회 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동독 통상사절단의 1987.12.2.~8.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방한 목적: 한국 업체와의 직교역 상담
 주요 협의 사항

- 통상대표사무소 개설: 동독 측은 공공기관인 KOTRA 사무소 개설에는 정부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며,
코트라 사장의 서한 발송 시 동독 IG(대외무역협회)가 긍정적 고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언급
- 전시회 상호 개최: 1988.6월 동베를린 한국 상품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 표명
- IG Schindler 회장의 방한: 1988.2월 방한 추진
- 직교역 확대: 동독 측은 향후 대한국 교역을 원칙적으로 직거래로 전환하겠다는 입장 표명
 한국 주요 업체와의 상담 시행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7.11.23. 동독 통상사절단 방한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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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교류촉진사절단이 1987.3.15.~20. 방한함.
1. 외무부는 1986.10.8. 주일대사에게 1986.9.21. 한·일 정상회담 시 나카소네 수상이 제의한 대규모
수입촉진단 파견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진 상황 파악을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12.30. 일본 통산성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248

 서울 및 부산에 마츠오 마루베니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 예정
 한국 시장 접근,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등 3개 그룹 약 150명 규모로 구성
 수입만이 아닌 한국에 대한 투자, 산업기술 협력 등 양국 간 경제교류 촉진 목적의 경제교류
촉진사절단으로 파견 예정

2. 외무부는 1987.1.21. 주일대사에게 일본 측의 경제교류촉진사절단 방한 제의 수락을 통보하는 한편
동 사절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활발한 구매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3. 동 사절단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사절단 규모 및 구성

- 마츠오 마루베니 회장(단장) 외 정부 관료 9명, 민간 156개사 279명
- 대부분 제조업체로서 해외조달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진 다수 중소기업이 참가
- 지방업체가 25%를 차지함으로써 한·일 경제협력의 지역적 기반 확대 추세 반영
 주요 활동 사항

- 서울 및 부산에서의 업종별 상담, 공장 견학, 전시회 참관 및 현장 상담
- 첨단기술 세미나,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방한 결과 평가

- 총 1,631건의 상담 시행 (496건은 성약 또는 향후 1년 이내 성약)
- 일본 측 관심 분야가 섬유, 농수산물에서 투자, 전자, 전기, 자동차 부품 분야로 이전되는 경향 반영

4. 외무부는 1987.4.6. 주일대사에게 일본 경제교류촉진단의 방한 관련 나카소네 수상의 친서에 대한
아래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함.
 일본 경제교류촉진단의 방한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향후 양국이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적인 경제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

미국 통상관계 사절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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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통상사절단(President’s Commission on Executive Exchange)이 1987.3.11.~13. 방한함.
 방한 배경 및 사절단 구성

- 미국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유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한 1년간의 중견간부 상호 교환근무 사업에
따른 연례 국제세미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
- 동 위원회 위원 24명 및 수행 인사 3명
 방한 중 면담 희망 인사

-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등
- 무역, 경제구조 조정, 다국적기업 문제
- 안보, 국방 문제 및 대외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여타 방문 국가

- 일본, 중국(구 중공), 싱가포르, 홍콩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호통상사절단의 1987년 중 방한 추진 경과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87.5.1.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 운영위원회가 Montoya 의원의 발의로
한·캘리포니아주 우호통상관계 증진 특별대책반 구성 및 우호관계 증진 계획을 추진 중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 국민과 동주 주민 간의 교류 강화 결의안 채택 추진
- 동 우호관계 증진 계획은 자매결연 형태의 개념으로 주 의회는 1985.7월 중국(구 중공) Jiangsu주 및
1986.9월 대만(구 자유중국)과 자매결연을 결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7.14. 및 7.28.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보고함.

- 동 결의안이 6.4. 주 상원 및 7.9. 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Montoya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87년 하반기 중 방한하여 동 결의안을 한국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희망
- 동 사절단은 민간인들도 포함할 예정으로 US Products Show 개최일인 11.2. 방한 예정
 외무부는 10.30.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동 사절단의 아래 잠정 방한 일정을 통보함.

- 도 착(11.2.), 주한 미국대사관 브리핑,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및 한미경제협의회 방문, US
Products Show 관람(11.3.), 상공부, 재무부 등 방문(11.4.), 출국(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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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사항

Mosbakk, Kurt M.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87.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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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Kurt Mosbakk 상무해운상이 1987.9.24.~30.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주노르웨이대사는 1987.3.3. 동 상무해운상의 9월 중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4개
국 방문 계획이 구체화되었음을 보고하고, 동 장관의 방한 실현은 양국 간 실질관계 강화에 긴요함에
따라 상공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1250

2. 상공부는 1987.7.2. 외무부에 동 노르웨이 상무해운상의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함.
 노르웨이 상무해운상의 방한 초청 수락 및 체한 일정 수립

- 상공부장관 및 관계부처 예방, 산업 시찰 등
 한국 측 관심사항

- 대한조선공사가 발주한 PROBO선 6척의 인도, 냉동어류 할당관세 적용 문제

3. 박쌍용 외무부차관의 1987.9.29. 동 Mosbakk 상무해운상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한국 측 주요 언급 요지

-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한 자유무역 추구 필요
- 노르웨이 상주대사관 개설 이후 양국 관계 발전 평가
- 1988.2월의 평화적 정권 교체, 88 서울올림픽 개최 및 남북한 관계 진전 등 한국의 당면 3개 과제 설명
-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국의 소련 및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는 매우 호전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 노력 설명
 노르웨이 측 주요 언급 요지

- 9.28. 양국 간 상무장관회담에서 유익한 의견 교환
- 양국 간 협력관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평가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으나, 양국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공동노력 경주 필요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도 양국의 원만한 협력 기대
- 한국의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명선거 보장 문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등에 관심 표명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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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무역대표부) Michael Smith 부대표의 1986∼87년 중 방한 결과임.
1. 제1차 방한(1986.2.19.~22.)
 방한 목적 및 체한 일정

- 뉴라운드, 301조 현안 타결 이후 전반적인 양국 간 통상문제, 서울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
- 상공부장관, 대통령 경제수석,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재무부장관, 외교부 2차관보, 해외협력
위원회 단장 등 예방 및 면담
- 다자간 문제: 뉴라운드 지원 등 기본 원칙에 관한 양국 입장 확인, 미국 측은 투자의 중요성 강조
- 301조: 미국 측은 보험문제 선 타결 희망, 한국 측은 일괄 타결 필요성 설명, 지적소유권 관련하여 미국
측은 물질특허의 소급효 주장, 한국 측은 소급효가 특허의 기본 개념인 신규성에 위배됨을 설명,
보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추가 진출 5개사 유지 및 side letter 포함 요청, 한국 측은 side letter에 의한
합의 불가 입장 전달
- 해상 시추 설비 금융: 양측 간 합의문서 서명
- 현안 사항: 미국 측은 소고기 수입 금지 문제 관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 및 소형컴퓨터에
대한 추가 301조 최우선 발동 대상 지정 입장 표명, 한국 측은 추가 301조 발동 방지, 시카고 취항권
타결, GSP 수혜 지속, 다자간 섬유협상 협력 희망 전달
-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 검토에 합의

2. 제2차 방한(1987.4.26.~28.)
 방한 목적 및 체한 일정

- 한국의 대외경제개방 등 통상문제 협의
-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수석, 외무부차관 등 면담 및 예방
 협의 내용

- 미국 측은 대외무역문제 관련 미국 내의 심각한 분위기 전달, 한국의 최근 대미 통상 조치에 대한
고무적 평가 및 충분한 이행 희망
- 한국 측은 USTR이 단기적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할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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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메이카 구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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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6.9.16. 및 12.17. 자메이카와의 구상무역 추진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함.
 한국은 호주와의 만성적 무역역조 시정 방안의 일환으로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나의 자메이카로의
수입선 전환 검토 필요

- 구상무역 또는 전대차관을 수입조건으로 제시, 한국 업체의 자메이카 차량 수출 추진
 양국 간 균형무역 발전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구상무역을 정책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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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이카의 알루미나 수입과 한국의 차량 및 농기계류 수출을 연계

2. 외무부의 1986.12월 이후 자메이카와의 구상무역 추진 경과임.
 상공부에 자메이카의 알루미나 수입 등 구상무역에 관한 입장 문의(1986.12.19.)

- 알루미나 수입 희망 수량, 수입 방법, 한국의 차량 및 농기계류 공급 전망 및 한국 측 입장 등
 외무부는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현대종합상사 입장을 아래와 같이 회신(1987.1.6.)

- 연간 3.6만 MT 소요, 1987.11월 선적분 1.2만 MT부터 구매 가능
- 대응 수출 품목은 관광용 버스 및 승용차
 주자메이카대사는 주재국 동력자원관광상이 1987.7월경 알루미나 벌크 공급계약 체결을 희망함을
보고(1987.1.10.)

- 한국 측의 차량 공급 가격 및 소요 시간 등 통보 요망
 재무부는 대자메이카 차관제공 가능 여부 및 차관조건 관련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회신
(1987.2.14.)

- 수출입은행 전대차관 추가제공은 어려우며, 연불수출자금 지원은 세계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가능
 외무부는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한국 현대자동차 및 대한알루미늄공업 측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1987.5.22.)

- 현대 측은 판매대리점을 통한 차량 판매를 선호
- 알루미늄 수입 문제는 1987년 수입물량 확보가 기결정되어 1988년에 검토 가능
 외무부는 주자메이카대사에게 아래 추가 통보(1987.6.19.)

- 대한알루미늄공업 측은 한국산 자동차와의 구상무역에 큰 관심이 없는 입장
- 가능한 한 국내 업계의 관심을 계속 고취할 예정

3. 이종률 정무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1987.8.25.~28. 자메이카를 방문한 바, 동 특사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 방안으로 자메이카산 알루미나의 정책적 수입 검토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7.9.30. 상공부에 자메이카와의 구상무역 실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상공부는 11.2.
외무부에 자메이카산 알루미나의 품질, 가격 조건, 운송 여건이 적절할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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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구상무역

| 87-1161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통상2과

MF번호

2017-88 / 1 / 1~356(356p)

한·필리핀 간의 1983∼87년 중 구상무역 추진 경과임.
1. 추진 배경
 정부는 1980년 과실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출 원자재용 및 주한미군 군납용을 제외한 내수용
바나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982.11월 수출 원자재 수입도 금지함에 따라 필리핀은 자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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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함.
 한국과 필리핀은 각각 농가 보호(한국은 외국산 과일 도입으로부터의 과수농가 보호, 필리핀은
바나나 등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 보호) 측면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필리핀
정부는 6.25. 참전 사실 및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국임에 대한 정부의 고려를
요청하여 정부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허가함.

2. 협의 경과
 필리핀 정부는 1980년 통상장관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바나나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해 온 바,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하여 바나나 수입 개방을 주장하는 외무부와 과일 농가
보호를 위하여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농수산부 입장이 상충함.
 정부는 점진적인 개방 입장을 채택하여 1983.9월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1984년 이후 연간
2만 톤 범위에서 수입을 결정하는 한편 1983.12월 경제차관협의회에서 한국 과일류(사과, 배)의
수출 및 바나나 수입 연계를 결정함.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3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친서를 통해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였으며,
상공부장관은 1984.4.13. 방한한 필리핀 무역·공업상과의 면담 시 1984.6월 이전 바나나
7천 톤의 구상무역 형식 수입 및 철강 중간재 연불 수출 지원 등 대필리핀 경제 지원 결정을
통보함.
 PITC(필리핀국제무역공사)는 1985.9.10.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산 바나나의 1984.10~12월
중 5천 톤, 1985년 중 2만 톤 수입과 한국 철강제품 수입의 구상무역을 제의하고, 1985.11~12월
중 바나나 수출 및 한국산 과일, 산업 원자재 수입 연계 방안을 제시함.
 1986.3월 아키노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측과 구상무역에
합의하였으나, 농산부의 이견에 따라 실행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필리핀 국제
무역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87.1월 구상무역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거래 품목,
규모 등을 협의하고, 1987.5월 1987~88년 중 400백만 달러 상당의 필리핀 바나나와 1백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농산물 및 3백만 달러 상당의 공산품 교환에 합의함.

한·태국 구상무역 (제2단계)

| 87-1162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남아과

MF번호

2017-88 / 2 / 1~341(341p)

정부의 1984~87년 중 태국과의 구상무역 추진 경과임.
1. 1984년
 주태국대사는 7.18. 제2단계 한·태국 구상무역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태국 측 제의를 보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증진 및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동 추진을 건의함.

- 한국산 비료와 태국산 타피오카 구상무역을 1985~87년 3년간 태국 MOF(농업협동청)과 한국 정부
지정기관 간 실시
- 태국산 타피오카칩 수입은 여타국에 비해 가격, 품질 등이 불리하며, 공해처리 운영비 등 추가부담에
따라 동 구상무역 전면 폐지 및 자유수입 요청
 농수산부는 8.13. 아래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 구상무역은 자율적인 경쟁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
- 태국과의 구상무역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의 과잉생산 농산물과 태국산 농산물과의 구상무역은 검토
가능
 외무부는 10.18. 주태국대사에게 1984.9월 개최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후속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태국산 타피오카 18만 톤과 한국산 비료 2,040만 달러 상당의 구상무역을 1985~87년간 시행
- 구체적인 수출입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

2. 1985년
 주태국대사는 2.6. 제2단계 구상무역 추진 관련 태국산 타피오카 10만 톤과 이에 상당하는 한국산
비료의 1985년 상반기 중 교역을 건의함.
 외무부는 10.18.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함.

- 태국 측 양해각서 수정 동의 (교역 품목을 한국의 비료 외에 과일류도 포함, 태국은 타피오카 이외에
옥수수 등 기타 농산물 포함)
- 기수출된 비료 5만 톤과 연계하여 1985년 중 타피오카 펠릿 수입

3. 1986년
 주태국대사는 1.23. 태국 측의 아래 양해각서 수정 제의 내용을 보고함.

- 한국 측 제의 교역대상 품목 중 과일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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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류공업협회는 7월 한·태국 구상무역 관련 건의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외무부는 4.12.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입장에 따라 태국 측과 교섭하도록 훈령함.

- 한국 수출품목에 과일류 포함, 과일류 수출액은 태국 측 기타 농산물 수출액과 동등
 주태국대사는 8.18. 구상무역 계약 체결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비료 4만 톤 수출, 옥수수 및 타피오카 6.8만 톤 수입, 금액 약 680만 달러 상당, 1986년 하반기 인도

4.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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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국대사는 4.28. 한·태국 구상무역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농업상 면담 시 양국 간 구상무역 중 타피오카 5만 톤 수입 부족분을 1987.3월 수입한 옥수수로 대체할
예정임을 통보
- 동 장관은 1987년도 구상무역 계약이 조속 체결될 수 있도록 요청
 주태국대사는 5.4. Harn 농업상이 1986년 양국 간 구상무역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을 추가 보고함.
 외무부는 7.14.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외무부장관 친서를 Siddhi 태국 외상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 한국의 농산물 수입과징금 부과제도 실시에 대한 우방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 예정
- 태국 외상의 북한 방문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주태국대사는 8.29. Siddhi 외상의 답신을 외무부에 송부함.

- 한국 측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한·태국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우리나라의 구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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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8 / 3 / 1~98(98p)

구상무역에 대한 1984~87년 정부의 평가, 분석 내용임.
1. 구상무역의 배경
 동-서 국가 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구상무역은 1980년대 이후 외환부족을 겪는 개도국들이 남·
남교역뿐만 아니라 남·북교역에서도 빈번히 시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
 구상무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자유무역 및 무차별주의 원칙에 반하여 국제무역 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GATT는 1984.7.5.~6. CG 제18차 회의에서

2. 정부의 분석 및 입장
 정부는 1984.7월 회의에 제출된 구상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동 보고서는 구상무역이 국제무역 및 금융질서에 야기할 수 있는 왜곡현상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대처 방안 모색이 미약함.
- 구상무역이 관리주의 무역과 자유주의 무역 사이의 괴리에서 파생한 무역 형태로서 해결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GATT 내에서 연구와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관 GATT 회의(CG-18)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현재의 구상무역 확대 추세를 방치하는 경우 국제무역 질서를 와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GATT를 중심으로 보호주의 완화, 대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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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구상무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함.

대일본 수출 라면 첨가물 검사

| 87-116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2과/동북아1과

MF번호

2017-88 / 4 / 1~80(80p)

1. 주일대사는 1987.1.31. 한국산 라면 첨가물의 일본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일본 후생성은 1.30. 일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한국산 라면의 회수 사실을 통보

- 수입 한국산 라면에서 식품위생법 중 사용이 금지된 폴리솔베이트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등 통보 요청

2. 외무부는 1987.2.4. 주일대사 및 주오사카총영사에게 대일본 라면 수출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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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에서 파악한 결과 일부 폴리솔베이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문제 되는 라면은
회수하여 규정에 적합한 재생산 공급 약속
 식품 위반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여타 라면도 회수 명령을 통해 재검사 시행 및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산 라면 전반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한 시정을 촉구

3. 주일대사는 1987.2.21. 외무성 담당관의 관련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성 및 청에 전달 예정
 행정처분 취소는 외무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한국 측이 취소를 희망한다면 행정명령 불복심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 일본 국내법 절차에 따른 조치 진행을 권고

4. 농림수산부는 1987.3.10. 외무부에 대일 라면 수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일본의 한국산 라면 판매금지 조치는 한국산 라면의 대일본 수출 억제를 위한 조치로 인식
 양국 간 정부차원 회의 시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5. 외무부는 1987.8.31. 주일대사에게 라면 첨가물 검사 관련 아래와 같이 지시함.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의 대일 수출 라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일본 측에 전달
 금후 일본 측 오해로 한국 라면의 수출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력을 요청

6. 주일대사는 1987.9.3. 상기 지시에 대한 교섭 결과 일본 후생성 담당관은 한국 측 시험 결과를
존중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전부는 아니나 일부 내수용 라면에서 폴리솔베이트가 검출되었으며, 동 라면이 일본에 수출되어
물의가 야기되지 않기를 희망
 식품검사는 후생성 외에 각 지방 자치단체도 시행하며, 검사결과 전체를 후생성이 통제할 수는
없으나 후생성이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대사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약속

대카나다 자동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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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수출에 따른 1984∼87년 중 캐나다 정부의 수입 규제 동향 및 정부의
대응 조치 내용임.
1. 배경
 현대자동차는 포니를 1984년 최초로 캐나다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25,000대를 판매하였으며,
이후 급속하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 캐나다 측은 자동차 시장 교란 가능성을 제기함.
 캐나다 자동차 제조 회사 및 부품 회사들의 불만 고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현대차 수입 규제

쿼터제를 시행함.

2. 협의 경과
 현대자동차의 1985년 캐나다 시장 점유율이 8%에 달함에 따라 캐나다 업계는 현대차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폐지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캐나다 정부는 쿼터제 도입,
특혜관세 철폐 및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함.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의 교두보라는 인식하에 캐나다 주재 한국 상사협의회를
통하여 현지 로비를 강화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판매액의 8%에 달하는 캐나다 부품 구입, 캐나다
내 부품공장 건설, 자동차 수출액의 50%에 상당하는 캐나다 제품 수입 약속 등 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함.
 양국 통상 관계자들은 1986.6.11. 및 1987.6.23. 서울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
하였으며, 캐나다 측은 한국 차량 수출물량을 1986년 및 1987년도에 1985년도 8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요청함.
 한국 측은 한-캐나다 교역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10만 대 수준의 자율 수출
규제를 약속하여 캐나다 측이 수락함.
 캐나다 차량부품 사절단이 1987.6월 방한하여 수출 상담을 시행함.
 기아 및 대우도 1987년도에 캐나다 진출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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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
 캐나다는 미국에 대하여는 자동차 협정을 통한 규제, 일본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율 규제 및

대EC(구주공동체) 철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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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의 1987년 한국 철강 제품의 EC 역내 국가 수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부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EC의 문제 제기 내용
 EC 철강 산업은 1976년 이래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국은 1978년 이후 10년간 자율 규제를
실시해 온 바, EC 집행위는 1987.5.26.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한국산 Heavy Beam의 대서독 및
1260

이탈리아 수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소명을 요청함.

- 한국산 제품의 1987년도 상반기 대서독 수출이 급증함.
-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은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Spot Channel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함.
 정부는 이에 대해 계절적 이유 및 EC 역내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1987.11.19. 인천제철 관계자와 함께 브뤼셀에서 EC와의 회의를 통하여 해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EC 측은 한국 HB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저가판매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함.
 EC 역내 제철 시설 과잉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EC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에 민감한 입장으로
스페인은 1987.7월 제3국 철강재에 대하여 Safeguard(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EC와
철강협정을 체결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는 국별 수입 쿼터를 1만 톤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EC를 통하여 동 문제를 제기함.
 EC는 한국 제품들의 덤핑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들이 EC 역내에 수출하는 각종 철강
제품의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2. EC 집행위원회 Van Rhijin 부총국장 방한
 동 부총국장 일행은 1987.7.11.~15. 비공식 방한하여 한-EC 철강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포항제철 등 제철소를 시찰함.
 한국 측은 현행 철강협정 철폐를 요청한 바, EC 측은 제2기 철강 산업 개편 계획에 의거하여 역내
생산 쿼터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일본의 낚시대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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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는 1987.6.4. 일본산 낚싯대 부품 특허권 운용 시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요청함.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은 한국산 낚싯대의 일본 수출 시 아래 애로사항을 호소함.

- 일본 당국은 일본산 낚싯대 부품(Fuji Guide)을 부착하지 않은 낚싯대는 후지공업의 승인을 얻어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등 특허권의 시효가 소멸한 것까지도 통관을 제한
- 원가 비중이 큰 일본산 부품 가격을 엔화 강세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채산성 악화 등
일본 수출에 애로사항 대두
 특허권 시효가 소멸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함.

수출 장애요소가 제거되도록 일본 관계당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6.27. 및 7.7. 낚싯대
부품 특허권 운용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현지 지사가 있는 한국회사는 대부분 고가품 수출업체로 후지공업의 특허부품을 정상적으로 수입
부착하여 수출함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통관이 금지, 지연되고 있는 낚싯대는 저가품이 대부분으로
특허부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되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반송할 수
있어 세관은 특허에 관한 통관검사(샘플검사)를 실시 중으로 일본 측은 특허기간이 종료된 상품은
규제하지 않음.
 복잡 다양한 Guide가 특허권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구체 사례가 있을 경우 조사 및 통보 요망함.

3. 외무부는 1987.7.8. 상공부에 일본 제조업체인 후지공업의 특허권 남용 및 일방적 가격인상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상공부는 7.20. 아래와 같이 회신함.
 일본의 한국산 낚싯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통관 제한 사례는 현재 입수 불가능함.
 향후 일본 수출 낚싯대에 한국산 Guide를 부착하더라도 수입통관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한·일 업체 간 Guide 공업소유권 문제는 공업소유권 분쟁이라는 별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임.

4. 외무부는 1987.8.4. 상공부에 향후 수입통관 제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통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7.6.10. 주일대사에게 상기 한국산 낚싯대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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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튀니지에 대한 1984∼86년 중 경비정 수출 경과임.
1. 튀니지에 1980년 경비정 1척을 수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대우는 1983.10월 튀니지 정부의 경비정
10척 구입 지명 입찰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한 바, 튀니지 선박수리 업체가 한국 업체의
기술 지원하에 현지에서 합작 조립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상담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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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경비정 제작사인 강남조선은 합작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
 대우는 1984.10월 외무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10월 튀니지 수상 방한 시 동 합작 건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정 조립이 아닌 완제품 구입을 튀니지 측에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튀니지 수상 방한 중 1984.10.24. 개최된 한·튀니지 경제각료회담에서 튀니지 측은 SOCOMENA 조
선소 현대화를 위하여 150만 달러 규모의 무상 기술 원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어려움을 통보함.
3. 한국해사기술은 1984.10월 튀니지 국영조선사인 SOCOMENA와 튀니지 수리조선소를 국제적 대형
조선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기술협력 계약을 체결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4. 국방부는 1984.11.16.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경비정 완제품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해사기술에 대하여는 방산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국방부 허가가 필요함을 통보함.
5. 한국해사기술은 튀니지 정부로부터 경비정 10척 건조를 위한 기술협력 계획에 대한 정식 승인을 득한
후 1985년 기술 요원을 파견하였으며, 1986.2월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경비정 1척 진수식이 개최됨.

대자이르 경비정 연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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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이르 Mokolo 외상은 1985.9.12. 이원경 외무부장관 면담 시 경비정 구입 관련 협조를 요청함.
 한국 측은 수출입은행 규정상 제3국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언급함.

- Mokolo 당시 안보장관의 1984.5월 방한 시 경비정 구매 의사 피력
- 40~300톤급 경비정 10척, 2,600만 달러 상당
 상공부는 1985.12.19. 외무부에 자이르 경비정 연불수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제3국 일류은행의
보증 시 연불 상환기간 연장(현행 8년→12년)이 가능함을 통보

 한국 상사가 자이르 국방성과 협의하여 Belgolaise 은행의 보증을 추진 중
 정식 계약은 1986.5월 자이르 국방차관 방한 시 체결하도록 추진 중

3. 자이르 Mokolo 토목부장관은 1987.10.26.~28. 방한하여 자국 국방부의 초계정 구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동 소요 재원을 장기 저리차관으로 융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지의
Ekila 외상 친서를 외무부차관(장관대리)에게 전달함.
4. 외무부는 1987.11.11. 에킬라 자이르 외무장관에게 자이르의 한국 경비정 구매 금융지원 문제 관련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회신을 전달하는 한편 아래 입장을 설명함.
 자이르 측 발주 초계정은 군사장비로서 한국 정부가 이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 판매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동 기금 설치 취지가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도
방산물자 구매의 경우엔 제외시키고 있음.
 동 기금의 설립 취지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군사장비 구매를 위한 정부 간 차관 제공은 동 기금의
지원 요건상 불가한 사정임을 자이르 측이 양해 바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자이르대사는 경비정 구입 차관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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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1987년 중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협의 경과로 일본 측은 EC(구주공동체) 및 미국과의
동등 대우를 요청함.
1. 주일본대사는 1984.3.5. 일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입법 동향에 관해 아래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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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청과 통산성은 각각 독자적 입장에서 입법을 추진함.
 문화청은 2.14.‘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초안 요강’
을 발표함.
 통산성도 2.14. 프로그램법 제1차 요강안을 수립하였으나, 대외 발표를 하지 않음.

2. 제4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1986.12.10. 서울에서 개최되어 공업소유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공업소유권제도 상호협력: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특허법 규정 등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
 자료 제공: 일본 측의 공개실용신안 공보 자료 제공
 PCT(선행기술조사사업) 확대 합의: 일본 PCT 출원 국내 수수료 일부 감면 등

3. 외무부는 1987.5.13. 관계부처에 일본 정부가 한·EC 고위협의회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 결과에 관한
외신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일본 통산성 과장을 면담하여
지적소유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음을 참고로 통보함.
4.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87.6.15. 및 7.16.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하여 지적소유권 관련 일본 측의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아래 입장을 전달함.
 일본 측은 양국 간 기술이전 및 협력의 견지에서 한국의 신특허법 발효와 관련한 특허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있음.
 미국 및 EC에 대한 우대적용이 일본에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5. 주한 일본대사는 1987.9.16. 외무부차관을 면담하여 미국과의 동등 대우를 요청한 바, 동 차관은 일본
측 입장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주한 일본공사는 11.17.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 시
지적소유권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재차 요청함.
6.	주일대사관은 1987.12.8. 일본 외무성 및 통산성은 지적소유권 관련 한국이 일본에 대해 미국 등
타국에 비해 명백히 차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 측이 일본과의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함.

카나다 농산물 수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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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캐나다가 1987년 한국의 미국산 Alfalfa(알팔파) 구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 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1. 개최 경위
 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7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1987.4월 미국산 알팔파 8천 톤 구매 입찰을 공고함.
 캐나다 정부는 5.15.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미국산 알팔파만의 구매 입찰 공고에 대하여
5.25. 미국산 5천 톤 및 캐나다산 2천 톤의 시험 구매 입찰 공고를 발표하여 6.10. 낙찰됨.
 캐나다의 협의 개최 요구에 따라 양국은 1987.7.15.~16. 서울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정부 입장
 산악으로 이루어진 한국은 양질의 목축용 초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팔파 수입 필요성이 없으나, 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역조 해결을 위한 노력 요구에 따라
통상 정책상 미국산 알팔파 수입을 결정함.
 알팔파 가격이 여타 초사료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실정이나, 정부는 기존 사료의 대체를
통한 원료의 다양화 시도 및 배합사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험용으로 1987년도에 1만 톤의
알팔파 구매를 결정함.
 향후 사료 원료의 구매는 실수요자인 한국사료협회가 경제성, 사료의 효율적 측면 및 기술 또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매 물품의 종류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입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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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22조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이디오피아산 소금 연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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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티오피아 간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해 1983∼87년 중 구상무역을 통한 에티오피아산 소금
수입 추진 경과임.
1.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재국 대외무역부가 1983.6.24. 한국과의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구상무역 방식에 의해 에티오피아산 소금과 한국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물물교환을 제시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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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티오피아대사는 한국의 자유무역제도상 구상무역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에티오피아 대외무역장관은 1983.7.7. 주에티오피아대사와의 면담 시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한국
측의 협조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1984년 서울박람회 참가 및 관민합동 통상사절단 파견 희망을
표시함.

2. 외무부는 에티오피아 측의 무역 불균형 시정 제기에 따라 상공부 및 농수산부의 관련 의견을 문의함.
 상공부는 소금 수입은 업계 간의 직접 거래 사안이며, 광산 개발 참여 권유 및 커피 수입 협조
계획을 회신함.
 외무부는 1983.7.26.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 소금은 양질의 호주산을
90% 수입 중으로 품질, 가격 등 조건에 따라 수입선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반응임을 통보함.

3. 에티오피아산 소금 수입 추진 경과임.
 1984.7월 에티오피아대사관은 양국 간 연계무역 추진 건의
 1984.12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조속한 연계무역 추진 촉구
 1985.3월 경제성이 없음에 따라 추진이 어려움을 대사관에 통보
 1985.12.5.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산 소금 수입 추진 지시
 1985.12.31. 상공부는 소금 수입 결정을 외무부에 통보
 1985.1.10. 고려무역은 에티오피아 국영무역공사에 소금 수입 계약서 초안 제시
 1986.9.16. 에티오피아 국영화학공사는 1986년 말 소금 1만 톤 수출 가능 통보
 1987.4월 소금 1만 톤 수입 및 세탁비누 333톤 수출 완료
 1987.6월 에티오피아 측은 연계무역 추가 시행 요청
 1987.8.24. 상공부는 외무부에 대에티오피아 외교 정책 지원을 위해 국산 세탁비누와 에티오피아산
소금과의 연계무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이디오피아산 원피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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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티오피아 간의 1983∼87년 중 교역 관련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983.11.4.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에티오피아산 농산물 수입 가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아래 통보함.
 육류 및 원피류: 구제역 발생 가능 지역으로 수입 불가능
 두류 및 고추: 국내 자급 가능 품목으로 수입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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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보고하고, 가죽공장, 혁제화, 원피의류 메이커 등 원피 수입업자 상담 알선 등 관련 협조를
건의함.
3. 외무부는 1983.12.9. 상공부 및 농수산부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구제역 문제로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원피류의 직수입 및 한국의 가죽 생산업자 등 사절단 파견을 요청함을 통보하는 한편 에티오피아 측이
요청하는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농수산부는 에티오피아는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우제류 동물의 원피 수입은 불가하며, 일본을 경유하여 에티오피아산 원피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에티오피아 대외무역장관은 1987.6.2.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지난 5년간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수출 대비 25배에 달하는 등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 강구를 요청한 바, 외무부의 관련 검토 요청에 대해 상공부는 에티오피아산 커피 원두
수입 현황 등을 회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주재국 가죽생산공사 수출부장, 가죽공장 사장 등 3명의 1983.12.8.∼11. 방한

요르단산 인광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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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정부는 1984.11월 주요르단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 측이 1984.3월 한·요르단 혼성위원회
합의사항(매년 인광석 15만 톤 수입)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 측이 1984~87년 기간
중 매년 인광석 15만 톤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한국 비료 회사들이 수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남해화학은 9만 톤 수입을 약속하였으나 51,500톤만 수입함.
 진해화학은 2만 톤 수입을 약속하였으나 일체 수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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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르단대사는 1984.12월 한국 비료업체의 요르단 인광석 수입 현황 및 계획을 요르단 정부에 아래와
같이 설명함.
 남해화학은 9만 톤 중 51,500톤을 수입하였으며, 잔여 38,500톤은 1984.12.10. 선적 예정임.
 진해화학은 2만 톤 수입을 위해 요르단 인광석 공급업체와 공급가격에 대해 협의 중임.
 영남화학은 약속한 4만 톤 전량의 수입을 1984.10월 완료함.

3. 요르단 정부는 1985.1월 주요르단대사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통하여 한국 측이 양국이 합의한 대로
요르단 인광석을 수입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함.
 남해화학과 영남화학이 1984년 중 총 136,000톤의 인광석을 수입하였고, 진해화학은 전혀
수입하지 않았는 바, 이는 양국 간에 합의한 15만 톤의 합의 물량 중 14,000톤이 부족한 물량임.
 이를 감안하여, 인광석을 수입한 남해화학과 영남화학이 잔여 14,000톤을 1985.1월중 수입하거나
아니면 한국 측이 1985년 중에 164,000톤을 수입하여 줄 것을 요망함.

4. 주요르단대사는 1985.3월 요르단 정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 측이 1984년도 미도입분 14,000톤을
1985년도 도입 예정량에 포함시켜 총 164,000톤을 1985년도에 수입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5. 요르단 정부는 1987.4월 주요르단대사에게 요르단 인광석 수입에 관한 양국 간 합의서(1984~87년)의
1988년 이후 5년간 기간 연장을 제의한 바, 정부는 요르단 측의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6. 주요르단대사는 1987.7월 요르단 인광석의 계속 수입을 강력히 건의함.

소련산 석탄 수입

| 87-1175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동구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7-89 / 3 / 1~87(87p)

한·소련 간의 1983∼87년 중 간접 교역 현황임.
1. 주일대사관은 소련을 방문한 나가노 사절단에 의하면 소련 측은 한국과의 직접교역은 어려우나,
간접교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음을 1983.3.11. 보고함.
2. 소련산 석탄 및 원목 수입 추진 관련 외무부의 관계부처에 대한 회신 현황임.

 효성물산의 소련산 유연탄 도입에 대해 이의 없음을 1985.10.19. 회신
 홍중기업의 소련산 무연탄 20만 톤 도입에 이의 없음을 1987.5.20.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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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산 석탄 10만 톤 도입에 이의 없음을 1983.7.7. 동자부에 회신
 포항종합제철이 미국 중개상을 통해 약점탄 수입을 추진하는 데 이의 없음을 1984.3.23. 회신
 소련산 원목 도입에 대해 이의 없음을 1985.8.13. 회신

소련산 원목 도입

| 87-1176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89 / 4 / 1~112(112p)

국제상사(주)의 1985~87년 중 소련산 원목 도입 현황임.
1. 1985년 소련산 원목 수입 실적
 수입 품목

- SAW LOG, PULP LOG‘B’및‘C’
 수입량: 62,583CBM (FOB 가격: 2,066,73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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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분기: 7,725CBM
- 2/4 분기: 19,656CBM
- 3/4 분기: 15,085CBM
- 4/4 분기: 20,117CBM

2. 1986년 소련산 원목 수입 계획
 수입 품목

- SAW LOG, PULP LOG‘B’및‘C’
 수입량: 102,000CBM
 1986.11월 현재 기실시분 및 계약분

- 82,000CBM (FOB 가격: 2,300,000달러)

3. 1987년 소련산 원목 수입 계획
 수입 품목

- SAW LOG, PULP LOG‘B’및‘C’
 수입량: 102,000CBM
 1987년 상반기 실제 원목 수입 실적

- 44,892CBM (FOB 가격: 1,375.200달러)
 1987년 3/4분기 수입 신청 내역

- 18,000CBM (FOB 가격: 813,900달러)

농산물 수입 과징금 제도 시행관련 호주 및
태국과의 협의

| 87-117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7-89 / 5 / 1~190(190p)

1. 외무부는 1986.9.12. 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 법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외무부
입장을 농수산부에 전달함.
 양허품목에 대한 수입차액 납입금 등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 위반으로 수입 부과금 제도
시행 시 타 체약국으로부터 보상요구, 보복조치 등의 우려가 있음.
 동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에는 이해 당사국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

 경위

- 1986.3월 농어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산 농산물(기호성 식품)에
대한 수입 부과금 징수 및 점차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
- 1986.12월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국회 통과, 1987.5월 동법 시행령 공포, 발효
- 대상품목 및 부과율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원당, 커피, 코코아에 대해 5% 부과 검토 중
 이해관계국 입장

- 미국, 호주, 태국, 덴마크는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부과금이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저해하고, GATT 규정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정신에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동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
- 미국은 1986.5월 수입 부과금 시행 시 대응조치 발동을 시사하고, 1987.1월 한·미 무역실무회의 시
대한국 농산물 수출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 이전 사전 협의 요청
- 태국은 1987.4.20. 한·태국 외상회담 시 태국 농민의 생계가 주로 원당 수출에 의존함을 고려하여 동
제도 시행 재고를 요청
- 호주는 1987.4월 수입 부과금은 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저해할 것이며,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의 동 제도 시행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
- 덴마크는 1987.4월 동 제도 운영에 관심 표명
 문제점

- 미국의 경우 대응조치를 이미 언급한 바 있고, 호주는 농산물 교역 규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쌍무적 대응 외에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의 경우 총 원당 수출액 중 대한국 수출 비중이 1/3에 달함에 따라 양국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수입 부과금 제도 시행 시 이해관계국은 GATT 규정에 의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협의
결렬 시 GATT에 제소할 것으로 전망
 대처 방안

- 양자 및 다자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이해관계국과의 양자관계 및 대외통상 측면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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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통상국은 1987.6.9. 아래 요지의 농산물 수입 부과금 관련 대책을 작성함.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한 제소

| 87-117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89 / 6 / 1~187(187p)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한 미국 TI(Texas Instrument)사의 1986년 삼성 반도체에 대한
DRAM 특허권 침해 제소 및 Intel사의 1987년 현대전자에 대한 EPROM 특허권 침해 제소 등
한국 업체에 대한 제소 관련 사항임.
1. TI사의 삼성반도체 DRAM 특허권 침해 제소
 TI사는 1986.2.7. 삼성 반도체 및 일본 회사를 상대로 DRAM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ITC(미연방
1272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ITC는 1987.5.26. 삼성의 TI 특허 3건 침해 및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예비 판정함.
 삼성의 1987.6.8. 이의 신청에 대해 ITC는 7.24. 동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9.21. 최종
결정을 발표함.

- 삼성 반도체에 대한 수입 배제 결정 및 TI사 주장 9개 분야 중 2개 분야에 대한 침해 인정
 주미대사관 공사는 9.23.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 면담 시 동 특허권 침해 결정이 해당 회사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양국 간 통상관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USTR 부대표는
9.30.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회사 간 교섭을 통한 타결을 종용하고 있음을 통보함.
 USTR은 ITC의 삼성반도체 수입배제 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정 검토를 위해 10.5.자 관보를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발표한 바, 삼성 측은 10.14.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함.

2. Intel사의 현대전자 EPROM 등 특허권 침해 제소 등
 Intel사는 1987.8.5. 현대전자 및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337조 EPROM 및 DRAM 특허권
침해로 ITC와 미국연방지방법원에 동시에 제소함.
 동사는 현대전자의 EPROM 및 DRAM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 및 현대전자의 합작선인 CIT 등에
대해서도 제소함.
 미국 Motorola사는 1987.7.9.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 현대전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 4개
분야에 걸친 특허권 침해를 ITC에 제소함.

3. ITC는 관세법 제337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등 9개 업체의 개폐용 플라스틱 백 수입에 대해
1987.11.30.자로 잠정 수입배제 명령을 발표하고, 최종 결정 시까지 수출에 대해 수입가격의 46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유치하도록 결정함.
 미국 Minigrip사는 1987.3.23. 한국의 2개사 등 14개사를 제소함.
 ITC는 한국 업체 등 9개사에 대해 11.30.자 잠정 수입배제 명령을 발표함.

GATT(관세와무역에관한 일반협정) 분쟁해결
패널 구성 동향

| 87-117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89 / 7 / 1~101(101p)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하 무역국 간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한 1987년 중 패널 구성 관련
동향임.
1. GATT에서 허용되는 무역 규제 및 분쟁 해결 원칙
 GATT는 관세에 의한 무역 제한을 기본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긴급수입제한(Safeguards) 등
비관세 장벽을 인정함.
 무역 분쟁 해당국은 GATT 제23조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사무국에 해결 논의를 위한 패널 구성을

2. 패널 구성 동향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역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함.

- EC(구주공동체)의 미·일 반도체 협정에 대한 제소에 따라 반도체 패널이 설치됨.
- 미국이 인도의 아몬드 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함.
- 미국은 일본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은 데 대한 패널 설치를 요구함.
 정부는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 규제에 대비하여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사례 관련 자료를
수집한 바, 미국 기업들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제소 사례가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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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이사회에서 패널 구성을 결정함.

미국 해운 동향

| 87-118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89 / 8 / 1~187(187p)

주미대사관의 미국 해운 동향에 관한 1987년 중 보고 내용임.
1. 미 하원 해운수산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명으로 HR 2302 법안을 상정한 바, 동 법안은
1954년의 Cargo Preference Act 등에 대한 법 조항을 명료화하기 위한 수정 법안임.
2. 미 상원 해운소위원장은 미 국적 선사의 적취활동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법률, 규정 및 관행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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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및 보복 조치를 목적으로 FMC의 권한 강화를 위한 Foreign Shipping Practice Act of 1987 법안을
상정함.
3. 미 하원 해운수산위원회는 1987.6.10. 미 국적 선사의 해외에서의 적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19조를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4. 미 하원 해운수산위원회에서 운수성이 입법을 지지하는 U.S. Coast Guard Users Fee 법안인 HR
1765와 관련한 토론이 계속 중으로 동 법안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Coast Guard의
지원을 받거나 해난구조의 도움을 받을 경우 상응한 비용의 부담 및 선박검사 등의 수익자 부담 등을
포함함.
5. 뉴욕 항만청장은 1985년 이래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항인 뉴욕 항과 부산항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공식
제의함.
6. 미 해사청은 1987.3.1. 기준 민간 보유 상선대 현황을 발표한 바, 미 상선대는 총 720척으로 적재 능력은
24,413천 DWT로 집계됨.
7. 미 해사청은 Merchant Marine Act 1936에 의거한 1986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상·하 양원 및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동 보고서는 조선사업, 상선대 운용, 내항해운, 시장개방 등 10개 항목을 포함함.

8. 기타 미국 해운 관련 동향임.
 연방 해사위원회의 항만노조 50 Miles Rule 폐지 결정
 Freight Forwarder에 대한 법안(HR 2439) 심의
 관세청의 선화증권 통일 계획
 미 하원의 National Oceans Policy Commission Act of 1987 법안 통과
 운항비 차액보조금(ODS) 개편 법안 의회 제출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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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수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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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수와 관련 1985∼86년 중 작성 자료 현황임.
1. 1986년도 항공업무 계획 및 현안(1985.12월 대한항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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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협정 체결 희망 국가
 항공협정 개정 대상 국가
 각국과의 주요 현안 문제
 미국 항공사 제기 영업상 불편사항

2. 국제 정기항공에서의 공간의 자유에 관한 고찰(1986.1월 외무부 작성)
 공간의 자유
 국제항공상의 5개 자유

- 통과권: 제1의 자유, 제2의 자유
- 운수권: 제3의 자유, 제4의 자유, 제5의 자유
 제6의 자유

3. 항공관계 주요 현안 및 문제점(1986.7월 대한항공 작성)
 항공협정 체결 및 운항 현황
 각국과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상무협정 현황
 항공협정 및 취항 현황

4. 항공문제 대책회의 자료(1986.8월 외무부 작성)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몰디브, 파키스탄 등과의 현안 문제 및 항공회담 일정(안)

대한항공(KAL)의 중공·소련 영공 통과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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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중국(구 중공) 직항노선 문제 등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가 외무부 아주국장 주재로 1985.12.10.
개최됨.
 회의 참가 부처

- 외무부, 교통부,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주요 논의 사항

 결정 사항

- 일본-중국 직항노선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보다 먼저 서울/베이징 노선의 ANP(Air Navigation
Plan) 수록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측에 제의하지는 않으며, 만약 북한이 도쿄/평양 노선의 ANP
수록을 제의할 경우 한국도 동시에 ANP 수록을 제의하기로 함.
- KAL의 중국 영공(
‘곤명’루트) 통과 문제는 일본-중국 직항노선 문제와는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며,
우선 민간 차원에서 2중 호출부호 사용 방법을 시도해 나가면서 ICAO 측의 측면지원도 요청하기로 함.
- 파키스탄 항공의 중국 경유 서울 취항 요청에 대하여는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파키스탄 항공협정 체결이 중요하다는 선에서 대처함.

2. 교통부는 1986.4월 외무부에 KAL의 소련 영공 통과 교섭 관련 ICAO 아·태지역 Wazirzada 사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6월 다음과 같이 회신함.
 KAL 피격사건에 대한 대소련 배상청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 및 방침 결정 후 구체적인 제의 방법을 거론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중국 측이 1986.8.23. 교통부에 1986 아시안게임 참가 대표단을 위한 전세기 운항계획(총 6편)을 통보해 옴.
4. 태국 방콕에서 1987.11월 개최된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 참가한 Challons ICAO 기술협력국장은
11.4. 한국대표단에게 일본-중국 간 직항노선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그간 성과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ICAO 측은 도쿄발 서울 및 평양 경유 베이징행 단일 일본-중공 직항항로 설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관계국의 의사를 타진하기로 하였음을 밝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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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중국 직항노선 문제
- 대한항공(KAL)의 중국 영공 통과 문제
- 파키스탄 항공의 중국 경유 서울 취항 임시허가 여부

한·프랑스 해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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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간 1986∼87년 중 해운협력 관련 2개 현안 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임.
1. 현대상선의 구주/남태평양·호주 항로 운항 사업
 현대상선은 1986.8월 이후 총 6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구주/남태평양 제도·호주/
구주를 잇는 제3국 간 항로 운항 사업을 개시함.
 프랑스 정부는 현대상선의 취항지역 중 프랑스 본토/남태평양 속령(타이티, 뉴칼레도니아) 항만
1278

간의 운송을‘연안항해’
로 간주하여 자국 선사만 동 운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현대상선의 운임률이 낮은 것을 덤핑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규제하여 줄 것을
1987.3월 한국 측에 공식 요청해 옴.
 또한 프랑스 정부는 본토/속령 간 운송을 연안항해로 명문화하여 동 운송을 원칙적으로 자국선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EEC(구주경제공동체) 선사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하여 예외적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관세법) 개정을 추진함.
 주프랑스대사관은 1987.7월 동 문제에 관한 다음 요지의 정부 입장을 프랑스 측에 전달함.

- 프랑스 정부의 관세법 개정 추진은 기본적으로‘ 해운자유’
의 정신에 위배되며 세계 해운 발전에
역행하는 보호주의적 조치일 뿐 아니라 종래의 자국 입장과도 상충됨.
- EEC 선사에 대해서만 예외적 대우를 부여함은 불공평한 처사이며, 현재 한국의 국제항로에 취항
중인 프랑스 선사가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대상선에 대한
규제는 호혜평등의 원칙상 불합리한 조치임.

2.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 문제
 1986.12.4. 프랑스 르아브르 항에 입항한 현대콘 6호가 항만 당국의 방화안전검사 시 시설 미비를
이유로 출항 지연 등 불이익을 당한 바, 이는 방화설비와 관련한 IMO(국제해사기구)의 1974년
SOLAS 협약 제52조의 면제요건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의 해석이 상이한 데 기인하였음.
 한국 측은 계속적인 한국 선박에 대한 불이익의 방지를 위해 1987.1.26.~30. 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IMO 제32차 방화소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기하는 한편, 프랑스 측에 대해
동 회의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 유보를 요청함.

- 한국 측의 IMO에 대한 유권해석 제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항만청은 1987.1.19. 주프랑스대사관에
한국 선박에 대한 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통보함.

한·일본 항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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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의 1986~87년 중 항공협력 관련 회의 개최 현황임.
1. 한·일 항공 실무회의(1986.4.3. 서울)
 참석자

- 한국 측 교통부 항공국 관제통신과장 외 5명과 일본 측 운수성 항공국 관제과장특별보좌 외 5명
 회의 주요 내용

2. 한·일 항공회담(1986.7.4.~5. 도쿄)
 참석자

- 한국 측 교통부 항공국 국제과장 외 2명과 일본 측 운수성 국제항공운수과장 외 6명
 회의 주요 내용

- 1986.7.15.부터 한·일 간 순수화물편 운항 증회
- 서울 또는 부산/후쿠오카 운항 증회

3. 한·일 항공 실무협의(1986.8.19.~21. 서울)
 참석자

- 한국 측 교통부 항공국 국제과장 외 1명과 일본 측 운수성 국제항공운수과장 외 2명
 회의 주요 내용

-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일본 국적 항공사의 한·일 간 전세기 운항 문제

4. 한·일 항공회담(1987.3.24.~26. 서울)
 참석자

- 한국 측 교통부 항공국장 외 5명과 일본 측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 심의관 외 6명
 회의 주요 내용

- 일본 측의 신항공정책에 대응한 한·일 항공문제
- 정기편 공급확대 문제

5. 한·일 항공회담(1987.12.22.~24. 도쿄)
 참석자

- 한국 측 교통부 항공국장 외 7명과 일본 측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 심의관 외 9명
 회의 주요 내용

- 복수항공사제와 한·일 항공관계
- 정기편 공급확대, 이원노선 증회 및 신규노선 개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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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부산, 이키시마-제주 항로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
- 1983.3월 한국이 제의한 강원-니가타, 강원-세기야도 항로 설정 협의

한·일본 해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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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의 1987년 중 해운협력 및 관련 회의 개최 현황임.
1. 한·일 해운 현안 협의(1986.3.19. 도쿄)
 참석자

- 한국 대표: 항만청 해운국장
- 일본 대표: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장
1280

 회의 주요 결과

- 양측은 극동/북미 태평양항로 안정화에 인식을 함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상호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연 1~2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한·일 해운 실무자 회의(1986.3.31.~4.1. 서울)
 참석자

- 한국 대표: 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장
- 일본 대표: 운수성 국제운수관광국 외항과장
 회의 주요 결과

- 부산/오사카 간 취항 국제페리(주) 선박의 1987년도 컨테이너 화물 적취량에 합의함.
- 양측 간 정례협의회는 매년 1회 서울과 도쿄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함.

3. 부산/니가타 간 정기항로 개설 실무단 방한(1987.9.14.~28.)
 방한 목적: 부산/니가타 간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협의
 방문단장: 니가타 현청 다나카 도시오 출납장

4. 북평항/쓰루가항 간 페리 취항 추진
 양측 당사자

- 한국 측: 신동해 페리
- 일본 측: 쓰루가 국제페리
 추진 상황

- 양측은 1988.4월말 이전 양국 정부의 페리 취항 승인을 조건으로 합작투자를 위한 조건부 임시계약을
1987.12.14. 체결함.

수단 특별화물기의 김포공항 착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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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단 국영항공 Sudan Airways는 1987.5.16. 긴급물자 수송을 위한 특별화물기의 김포공항 착륙허가를
주수단대사관에 공문으로 신청하였으며, 주수단대사관은 5.17. 이를 허가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착륙 공항: 김포국제공항
 착륙 예정일: 1987.5.21.
 비행기 기종: B707 화물기

아동용 의류 및 신발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수단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임.

2. 교통부는 신속하게 수단 화물기의 김포공항 착륙허가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 화물기는 1987.5.21.
하르툼 공항을 이륙하였으나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으로부터의 기착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중도에
하르툼으로 회항함.
3. 이에 따라 수단 정부는 동 화물을 서울-제다 간은 KAL 전세기 편으로, 제다-하르툼 간은 수단 항공기
편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KAL 전세기 편으로 제다까지 수송된 동 화물은 1987.5.26. 수단 항공기
편으로 하르툼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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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 구간: 하르툼-김포-하르툼 간 1회 운항
 운항 목적: 대우(주) 수출 아동용 의류 및 신발(약 50만 달러 상당) 긴급 수송
 특기 사항: 동 특별기 취항은 1987.5.28. 이슬람 종교 축제일에 즈음하여 시중에 절대량이 부족한

한·영국 항공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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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정부는 1987.4.28. 런던-서울 간을 운항하는 지정 항공사로 동 노선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British Airways사 대신 BCAL(British Caledonian)사를 결정함에 따라 BCAL사는 1988.4월부터 런던서울 간 직항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한국 측과 동 문제 협의를 추진함.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7.5.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영국 정부가 British Airways사 대신 BCAL사를
한·영 항공협정 부속서상 영국 측 I 노선(간선노선) 취항 항공사로, Cathay Pacific Airways를 II 노선
1282

취항 항공사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해 옴.
3. 영국 BCAL사의 Coltman 사장은 방한 중 1987.6.4. 한국 측과 BCAL사의 한국 취항 문제 등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교통부 항공국장 면담 시 BCAL 측이 제시한 한국 취항 계획

- 취항 시기: 1987.11월~1988.4월 중
- 운항 횟수: 주 1회
- 운항 노선: 앵커리지 또는 홍콩 경유
- 기타 사항: 대한항공과 동시 운항 희망
 조중건 KAL 사장 면담 시 BCAL 측이 제시한 한국 취항 계획

- 취항 시기: 1988.4월
- 계획 노선: 앵커리지 또는 홍콩 경유
- 운항 기종: MD-11 (단, 초기에는 DC-10 또는 B747 Combi)
- 운항 횟수: 주 1회
 BCAL 측의 문의에 대한 KAL 측의 답변

- 취항 계획: 검토 중
- 취항 기종: 취항 전제 시 B747

한·미국 해운 협력

| 87-118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89 / 16 / 1~254(254p)

한국·미국 간의 1987년 중 해운 관련 협의 내용임.
1. 한·미 해운회담이 1987.5.6.~7. 워싱턴에서 개최됨.
 대표단

- 한국 측: 한태열 해운항만청 차장 등 5명
- 미국 측: Gaughan 해사청장 등 8명
 협의 결과

2. 주미대사는 1987.6.6. 미국 상원 해운소위원장은 미국적 선사의 적취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률, 규정,
관행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복 및 벌과금 부과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Foreign Shipping
Practice Act of 1987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하원 해운소위원장은 FMC에 강한 보복 및 벌과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Merchant Marine Act 1920 개정안을 제안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6.25. 주미대사에게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및 경제협의회에서의 해운시장 개방 문제
협의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1987.5월 해운회담 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 중임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미국 측의 답변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주미대사는 6.26. 해사청장을 면담하여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
한바, 미국 측은 협조 제공 의사를 표명함.
 주미대사는 7.23. 미국 해사청이 채권 확보를 위한 선박 국적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유 등으로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음을 보고함.

4. 주한 미대사관은 1987.7.13. 외무부에 PAL(Pacific American Lines)사 선박이 인천에서 steel pipe를
수송할 수 있도록 waiver를 부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은 1920년 상선법
제19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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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항로 안정화를 위한 해운적취협정 체결을 촉구한 바, 미국 측은 미국의 기본정책과 상이함을
이유로 수락에 난색을 표명함.
- 한국 측은 FMC의 불공정 해운 관행 조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중지를 촉구한 바, 미국 측은 불공정 관행
여부 파악에 목적이 있음을 설명함.
- 대우(주)의 선박 수출 자금 회수, 주재선사 직원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협의함.

 외무부는 7.20.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국 선사가 배선한 선박은 파나마 국적 선박을 용선한 것으로
미국 선박이 아니며, PAL 선박에 대한 waiver 미발급은 미국 선사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없음을
회신함.
 주한 미국대사관은 7.22. 외무부에 PAL사에 대한 waiver 미발급이 양국 간 해운에 불리한
조건을 유발함에 따라 미상선법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유발할 수 있음을 통보함.

5.	주미대사는 미국 측이 한·미 해운실무협의를 위해 해사청 국제과장 등이 11.15.~18. 방한할 계획임을
1284

통보하여 왔으며, 방한 중 육상운송, waiver 문제 등 협의를 희망함을 보고함.

오명 체신부장관 프랑스 및 스위스 방문,
1987.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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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체신부장관은 국제회의 참가 및 전기통신 분야 국제협력을 위하여 1987.10.15.~25. 프랑스
및 스위스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세계전기통신 전시회 및 학술대회(텔레콤 ’
87) 참가
 프랑스 체신부 방문
1285
 10.15.(목)

- 프랑스 파리 도착, 체신부 방문
 10.16.(금)

- 프랑스 산업체 및 연구소 방문
 10.19.(월)

- 스위스 제네바 도착, 체신부장관 주최 리셉션 개최
 10.20.(화)~23.(금)

- 텔레콤 ’87 참석
 10.24.(토)

- 프랑스 파리 출발
 10.25.(일)

- 서울 도착

3. 주요 활동
 서독, 프랑스, 이란, 예멘 체신장관, 스위스 연방정부 경제장관, IBM 회장 등 통신 분야 저명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통신발전 경험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국산 전자교환기,
전송장비 등 전시품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국제통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함.
 개도국의 통신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통신사업 경영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상세히
소개함.
 프랑스와 한·불 전기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함으로써 프랑스 등 구주
제국과의 통신관계 실질협력의 기반을 마련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방문 일정

차규헌 교통부장관 서구 순방, 1987.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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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헌 교통부장관은 1987.5.19.~30.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방문국과의 교통 및 관광 분야 협력 증진

2. 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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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방문(5.19.~21.)
 이탈리아 방문(5.21.~24.)
 스페인 방문(5.24.~27.)
 프랑스 방문(5.27.~30.)

3. 주요 활동 사항
 네덜란드

- 교통공공사업성장관 예방
- 대외무역성장관 예방
- 이준 열사 묘소 참배
- 항만시설 등 교통·관광시설 시찰
 이탈리아

- 관광성장관 예방
- 관광설명회 주재
- 관광시설 시찰
 스페인

- WTO(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예방
- 교통체신성장관 예방
- 관광설명회 주재
- 국립철도회사 총재 예방
 프랑스

- 복합화물터미널 시찰
- 교통·관광시설 시찰

Douffiaques, Jacques 프랑스 교통장관 방한,
1987.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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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Jacques Douffiaques 교통장관이 1987.3.13.~17. 방한함.
1. 방한 추진 경과
 교통부는 1986.6.4. 외무부에 교통부장관이 프랑스 교통장관의 초청 및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5.12.~16. 프랑스를 방문하여 Douffiaques 장관과 양국 간 교통 및 관광부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을 통보하고, 프랑스 교통장관 방한 초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바,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동 장관에 대한 손수익 전 장관의 초청이 신임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지를 문의함.
 교통부는 1986.9.6. 외무부에 차규헌 신임 교통부장관의 프랑스 교통장관에 대한 방한초청 서한
전달을 요청해 온 바, 외무부는 1987.2.23.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Douffiaques 교통장관이
3.13.~18. 방한할 예정임을 알려 오면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등을 요청하였음을 교통부
에 통보함.

2. 방한 결과
 수행원

- Pierre Sudreau 프랑스 철도산업연맹 회장 등 3명
 주요 일정

- 교통부장관 및 부총리 예방, 항만청장 주최 오찬(3.14.)
- 제주도 방문(3.15.)
- 철도청장 주최 오찬, 철도차량 생산 공장 시찰,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3.16.)
- 재무부장관 예방, 서울지하철 시찰, 기자회견(3.17.)

3. 특기 사항
 외무부는 1987.3.17. 주프랑스대사에게 동 교통장관의 3.16. 외무부장관 예방 시 한국 측 질문에
대해 시라크 수상이 수일 내 소련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소련은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음에 따라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설명하고, 시라크 수상의
소련 방문 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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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바, 외무부는 6.11. 동 장관 방한 초청에 이의 없음을 회신함.
 외무부는 1986.7.8. 주프랑스대사에게 주재국 교통장관에 대한 손수익 교통부장관의 방한초청장을

Hylton, Noel A. 자메이카 항만청장 방한,
19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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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Noel A. Hylton 항만청장이 1987.2.1.∼5. 방한함.
1. 방한 추진 경과
 주자메이카대사는 1986.9.6. 주재국 항만청장 및 자메이카항공사 회장을 겸하고 있는 유력 경제인
Hylton 회장이 10.12.부터 수일간 방한하여 현대해운 회장 등과 화물선 운항 증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을 알려 오면서 관련 상사 사장들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1288

필요 조치를 건의함.
 외무부는 1986.10.11. 동 청장 방한 시 현대상선 회장 면담 등 주선 결과를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통보한 바, 주자메이카대사는 12.23. 동 청장 측이 1987.2.2. 서울 도착 등 방한 희망 일정을 수정하여
재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2. 방한 결과
 수행원

- Hylton Clarke 자메이카선박회사 전무 등 2명
 주요 일정

- 항만청장 면담, 삼성전자 시찰(2.2.)
- 대한항공 사장 면담, 항만청 인천갑문 시찰,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 주최 만찬(2.3.)
- 현대상선 회장 면담 및 오찬(2.4.)
- 대선조선 회장 면담 및 오찬(2.5.)

3. 특기 사항
 외무부는 1987.2.6. 주자메이카대사에게 동 청장이 방한 중 대한항공 측과 양 항공사 간 약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선조선과는 자메이카 내 수리조선소 합작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통보함.
 대선조선 측은 2.4. 방한 중인 Hylton 청장과 선박수리 합작사업 관련 세부 문제를 협의하고, 동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재확인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대한항공 측은 2.14. 대한항공·자메이카항공사 간 적용 개인관광 운임설정 약정을 외무부에 송부함.

Teheran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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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란대사관의 1986년 및 1987년 테헤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서 요지임.
1. 제12차 국제무역박람회 (1986.8.26.~9.5., 테헤란 소재 이란수출진흥센터 상설전시장)
 박람회 개요

- 주최: 이란 상무성 산하 수출진흥센터
- 참가국: 호주, 서독, 인도 등 36개국
- 관람객: 2백만 명(정부 발표)
- 이란의 비원유제품 수출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비원유제품 홍보 강화
- 이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박람회 기간 중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경제사절단 파견
 한국의 참가 현황 및 성과

- 삼성물산 등 11개 업체 참가 및 한국 전시품의 수준 향상
- 이란 혁명 이후 한국담당 상무성 국장이 한국의 날 행사 시 답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상무성 대외무역담당 차관이 답사 시행 및 한국관 관람

2. 제13차 국제무역박람회 (1987.9.12.~23., 테헤란 소재 이란수출진흥센터 상설전시장)
 박람회 개요

- 주최: 이란 상무성 산하 수출진흥센터
- 참가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웨덴 등 30개국
- 관람객: 120만 명(정부 발표)
 박람회 평가

- 주재국 상무성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자평
- 일부 언론에서는 전시상품의 빈약, 주재국 민간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단순히 일반 대중의 유흥장소화
하였음을 비판
- 동 박람회 기간 중 시리아 등 7개국의 고위경제사절단 유치
 한국의 참가 현황 및 성과

- 럭키금성 등 10개 업체 참가 및 한국 전자산업 발전상 홍보
- 88 서울올림픽 경기장 모형도 전시 등 올림픽 홍보
- 주재국 유력 일간지들의 한국의 날 행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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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평가

Made in KOREA Fair 개최. 오사카, 1987.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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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Fair 1987 행사가 9.16.~22. 오사카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외무부 통상국의 1987.8.14. 작성 보고서)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주관으로 개최
 한국 상품의 일본 내 인식 제고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협의 경과
1290

- 1985.8.29.~30.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시 한국 측 제의에 대해 일본 측은 검토 입장 표명
- 1986.9.21.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방한 시 대통령에게 일본 측의 적극 지원 입장 표명
- 1986.11.24.~25. 제19차 한·일 무역회담 시 일본 측은 지원 입장 표명
- 1986.12.5.~6. 제14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시 일본 측은 적극 지원 의사 재차 표명

2. 개최 결과(상공부의 1987.10.13. 외무부 송부 보고서)
 전시회 개요

- 목적: 대일 무역역조 개선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
- 장소: 오사카 INTEX(국제전시센터) 7호관
- 규모 및 한국 참가업체: 2,275평, 214개 업체
 개막식

- 한국 측 홍성좌 상공부차관(축사), 이규호 주일본대사, 박영수 KOTRA 사장 등 참석
- 일본 측 나카가와 통산성 정무차관(축사), 아카자와 JETRO 이사장, 오오시마 오사카 시장 등 참석
- 일본 통산성 정무차관 주최 오찬 및 리셉션 개최
 성과

- 상담 및 거래실적: 수입상 유치 12,515명, 일반인 관람 66,854명, 상담액 123,146,261달러, 계약액
44,613,899달러 등
- 주요 계약 품목: PC 터미널, VTR, 밍크코트, 현대식 가구, 피아노, 반도체 등
 종합 평가

- 계약 및 상담액, 관람객 유치에 있어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 실현
- 동 전시회를 통해 일본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 특히 중화학제품 및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섬유 및 철강 등에 대한 기존 수요의 확대 기대
- 전시회를 전후하여 한국의 산업, 88 서울올림픽 등에 대한 현지 언론의 집중보도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

일본 국제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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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987년 중 개최된 한국 물산전, 박람회 현황임.
1. 북해도 한국물산전(1987.2.6.~3.24.)
 북해도 주요 지역에서 순회 개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2. 후쿠오카 한국물산전(1987.3.26.~31.)

3. 제17회 동경 국제견본시(1987.4.22.~27.)
 한국 업체 29개사 참가, 352만 달러의 계약 체결 및 1,120만 엔 상당 직매

4. 1988~89년 개최 예정 박람회는 아래와 같음
 세토오하시 엑스포 1988 오카야마(1988.3.20.~8.31.)
 오사카 제4회 일본 국제식품 공업쇼(1988.10.14.~18.)

- 매 2년 개최, 6개 부문으로 구분 전시
 1989 요코하마 박람회(1989.3.25.∼10.1.)

- 요코하마 개항 130주년 기념사업

5. 기타
 대한민국전(1987.4.8.~13.)

- 우진교역 등 15개 상사 참가
 삿포로 국제견본시(1987.6.5.~16.)

- 흥국도요 등 3개 상사 참가
 동경 국제가구 견본시(1987.11.18.~22.)

- 보루네오가구 등 5개 상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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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룡상사 등 20개 상사 참가
 식품, 잡화 등 전시

아주지역 국제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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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및 인도의 1987년 박람회 개최 관련 한국의 참가 현황임.
1. 파키스탄 제4회 전국산업박람회(National Industrial Exhibition 1987)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7.2.18. 주재국 이슬라마바드 상공회의소가 4.2.~19. 동 박람회를 개최
준비 중임을 보고하고, 아래 사항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 한국 상품 출품, 적·청 등 풍선 5개, 한국산 로봇 출품, 한국 주요 상품 소개 소책자 지원
1292

 외무부는 3.25. 주파키스탄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보함.

- 전시용 한국 상품은 현지 현대, 삼성 지사가 지원하도록 본사에서 조치
- 풍선 및 부대장비는 외무부 본부에서 지원 예정
- 한국 상품 소개 책자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본사가 현지 지사에 120부 발송

2. 인도 국제박람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1987)
 외무부는 1987.5.11. 상공부 등 관련기관에 주한 인도대사관이 동 박람회 개최를 통보해 오는
한편 한국의 동 박람회 참가를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검토 결과 회신을 요청함.

- 동 박람회의 특별주제: 합성수지, 고무 및 수출용 공예
 주인도대사관은 1987.12.4. 동 박람회 참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박람회 기간 및 장소: 11.14.~29., 뉴델리
- 주최: 주재국 상공부 산하 Trade Fair Authority of India
- 참가국: 한국, 일본, 브라질, 폴란드 등 25개국은 국가관 개설, 영국, 스위스 등 9개국은 개별 상사 참가
- 한국관에는 삼성, 대우, 현대, 국제종합기계 등 8개 업체가 참여, 24백만 달러의 상담 추진 및 720만
달러의 계약 실적 달성
 참가 결과 관련 주인도대사의 건의 사항

- 현재의 참가 상사별 전시를 탈피하여 분야별 및 제품별 전시를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기함이 필요
- 인도의 수입규정상 고도기술제품을 제외한 완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어 가급적 부품 위주로
전시품을 선정하는 한편 완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정, 용법 등을 설명하는 Video Tape 및 Catalogue를
준비하도록 함이 바람직

호주 ITDC(국제무역개발센터)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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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987년 호주 ITDC(국제무역개발센터) 전시회 참가 경과임.
1. 상공부는 1987.1.30. 외무부에 대호주 무역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1987년 하반기 ITDC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호주 구매사절단 방한 및 대호주 수출 유망 상품 발굴 등 시장성 검토를 위한 호주
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2.6. 및 2.27. 주호주대사에게 호주의 ITDC 연장에 따른 대개도국 지원 사업계획 수립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ITDC 중소기업 전시회 규모 및 지원 범위 확대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관련 참여 기업 확대
 유망 상품의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3. 주호주대사는 1987.5.4. 호주 무역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987/88년도 회계연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이 중소기업 전시회 개최를 희망할 경우 1986년과
동일한 규모의 지원에 따른 전시회 개최만 가능하며, 구매사절단 파견은 불가능함.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구매사절단 파견 희망 시 동 사업 및 전시회 사업에는 25,000달러 수준의
지원만 가능함.

4. 상공부는 호주 측 제안 검토 후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개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87.6.16. 외무부에 중소기업상품전시회를 9.8.~17. 개최하는 방안을 호주 측에 통보하도록 요청한 바,
주호주대사관은 6.22. 호주 무역부에 동 전시회 개최 일정을 통보함.
5. 주호주대사는 1987.7.1. 호주 무역부의 회신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시드니(9.8.∼10.), 멜버른(9.15.∼17.) ITDC 전시회 개최에 동의하며, 전시회 예산으로 6만 호주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12개 전시업체에 대한 전시 비용을 부담 예정임.

6. ITDC 주관 한국 상품 전시회가 1987.9.8. 동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개회식에는 호주 외교무역부 부국장, ITDC 소장 등 120명의 양국 관계자가 참석함.
 시드니 및 멜버른에서 개최된 전시회 기간 중 2,500만 달러의 계약 및 상담액 9백만 달러의
성과를 실현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관련한 한국의 관심 사업을 아래 우선순위별로 작성 통보하고, 동 사업의 반영을 위해 호주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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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지역 한국상품 전시 직매장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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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1987.7.23. 개최된 제8차 대일수출촉진실무위원회는 일본 도쿄지역 한국
상품전시 직매장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일본 도쿄지역 한국상품전시 직매장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1987.11.9.~16. 일본
도쿄 및 오사카를 방문함.
 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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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고려무역 등 관계자
 조사단 주요 활동

- 도쿄지역 지가 동향 및 부동산 현황 파악
- 입지 후보지 및 관련기관 방문
- 현지 의견 수렴
- 외국 전시 직매장 시찰
- 오사카 전시 직매장 운영 실태 파악
 조사단의 설치 필요성 평가

- 일본의 경제, 유통구조 변화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한국 상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쿄에 한국상품 전시 직매장 설치가 필요함.
- 시기적으로도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3. 상공부는 1987.12월 일본 도쿄지역 한국상품 전시 직매장 설치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추진 방향

- 도쿄 전시 직매장을 일본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
- 한국의 산업 수준 및 한국 상품의 품질 우수성 홍보
- 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상권 중심지의 이점 최대한 활용
-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 분위기 조성
 설치 방안

- 도쿄 시내 상권 중심지에 입지 선정
- 오사카 전시 직매장 규모보다는 확대하되 조사단의 건의안보다는 축소 조정
- 전시장은 KOTRA가, 직매장은 고려무역이 사업 주체로서 역할 담당
- 국고 지원, 수출특별자금 지원 등으로 재원 조달

소련 개최 전시회 참가

| 87-119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90 / 8 / 1~24(24p)

한국 업체의 1987년 레닌그라드 개최 전시회 참가 경과임.
1. 참가 경위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6.10월 이래 핀란드 업체의 주선을 통한 레닌그라드 전시회에
한국 상품 출품을 추진함.
 전시회 주관 기관인 소련의 Expocenter는 한국 제품 Nova-10 모델의 전시를 권유함.

 기간: 1987.7.1.∼9.
 참가 현황: 핀란드 등 19개국 69개 업체 참가
 한국 참가

- 핀란드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 참가
- 참가 품목: 대우중공업, 금성사 제품
- 심포지엄 및 상담 개최

3. 주핀란드대사는 동 전시회 참가 결과와 관련하여 전시회 참가를 주선한 핀란드 무역업체 사장이
1987.7.15. 동 대사관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소련 측은 기대 이상으로 한국 상품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해 관심을 표시함.
 소련 측은 한국의 전자기술 및 상품 구매 의사를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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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레닌그라드 국제산업로봇 전시회 참가

주한 아일란드 산업개발청(IDA) 서울 사무소
설치

| 87-120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90 / 9 / 1~37(37p)

1. 한국을 겸임 중인 주일본 아일랜드대사관은 1986.12.23.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아일랜드 산업
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이 1987.4월경 한국 주재 사무소 개설을 희망하고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동 사무소 개설 절차 및 근무 직원의 체류 자격에 관해 문의함.
 주일본 아일랜드대사관에 따르면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은 아일랜드와 여타국과의 산업협력 증진
(주로 외국자본 도입 및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공공기관임.
 동 사무소는 상공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하며, 현재 산업개발청 동경사무소에 근무 중인
1296

직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공무비자를 부여받고 있다 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허가하는 한편
동 사무소 직원에게 공무비자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영국대사(아일랜드 겸임)의 1987.2.3.
아일랜드 출장 시 동 결정을 아일랜드 측에 통보하고, 주일대사관도 동 결정을 주일본 아일랜드대사
관에 공한으로 통보함.
3. 주일본 아일랜드대사관은 1987.3.18. 주일대사관을 접촉하여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Mr. D. Coffey가 주영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중이며, 동인이 사무소 개설을 위해 3.23.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함을 알려 오면서 동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측의 가능한 협조를 요청함.

미국 주정부 한국사무소 현황

| 87-120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90 / 10 / 1~37(37p)

1. 미국 주정부의 1987년 현재 한국사무소 설치 현황임.
 현황

- 5개 주 사무소 및 2개 항만청 사무소
 주요 활동

- 한국과 각 주의 경제협력 추진 및 교역 증진
- 주지사 및 주정부 관리 방한 시 지원
-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및 투자 유치 알선
- 설치 허가 등 관련 국내법이 없으며,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무소 설치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법적 지위

- 특권면제 적용 대상은 아니며, 일반 외국법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 보유

2. 주일본대사는 1987.6.1. 현재 일본 내 미국 주정부 사무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현황

- 무역통상관계 사무소 32개, 주 관광국 또는 항만국 사무소 11개 등 총 43개 사무소
 법적 성격

- 외국의 민간 사무소와 동일하게 취급되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등 면제
 설치 절차

- 사무소 설치에 관한 특별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
- 일본 정부 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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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절차

77그룹 사무국 보좌관 파견계획

| 87-120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90 / 11 / 1~159(159p)

정부는 1987년 77그룹 사무국에 한국인 관계자 파견을 검토함.
1. 77그룹 개요
 개발도상국들이 유엔 체제 내에 설치한 비공식 협의 기구로 제네바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뉴욕 유엔에 설치함.
 유엔의 경우 1981.5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ECDC(개도국경제협력) 고위급 회의에서
1298

설치를 결정함.

2. 정부의 검토
 77그룹 회원국인 한국은 77그룹 및 ECDC 활동에 대한 기여 및 동 그룹 사무국 운영 파악 등
방안을 검토함.
 정부는 1987.5월 제네바 및 유엔 77그룹 사무국 보좌관 구성, 운영 파견 절차 등 파악을 위한
동 그룹 사무국 내 한국인 관계자 파견 계획을 검토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4.20.-26. 전3권 V.1 사전준비

| 87-1203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0 / 12 / 1~326(326p)

정부는 1987.4.20.~26.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
제6차 전체 각료회의에 구충회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1. 회의 개최지 결정 경위
 지역별 윤번제 개최 관행에 따라 1987년 제6차 회의는 아시아 국가에 개최권이 있음에 따라
1983.4월 제5차 회의에서 이라크가 개최 희망을 표명하여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2. 회의 의제
 77그룹 127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전체각료회의는 UNCTAD 제7차 총회에 대비한 77그룹 공동
입장을 정립하기 위하여 UNCTAD 총회의 아래 의제를 토의할 예정임.

- 개발재원
- 1차 산품
- 무역 및 최후진국 문제

3. 정부 훈령
 회의 실질 의제에 대한 토의에 중점적으로 참여함.
 쿠바 당국과 자연스럽게 공식 접촉을 시도하며, 의제 이외에 북한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발언은
유보함.
 회의 의제 토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주그룹 입장에 동조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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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와 이란이 반대함에 따라 철회되고, 쿠바 개최가 결정됨.
 정부는 1985.10월 비동맹 외교 강화를 위하여 동 제6차 회의의 한국 개최를 검토한 바 있음.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4.20.-26. 전3권 V.2 결과보고

| 87-1204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0 / 13 / 1~152(152p)

쿠바 아바나에서 1987.4.20.~26.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 제6차 전체
각료회의 결과임.
1. 회의 결과
 회원국 91개국 및 20여 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각 위원회별로 의제 토의를 가진 후 아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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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을 채택함.
 아바나 선언문 중 팔레스타인 경제 상황,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쿠바 관련 내용이 쟁점화 됨.
 아바나 선언문 요지

- 세계 경제위기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지적,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 및 이를 위한
77그룹의 단결 필요성을 재확인
- UNCTAD 제7차 총회 각 의제에 관한 종합 평가
- UNCTAD 제7차 총회 각 의제별 대책 및 정책 방향
- ECDC(경제협력)에 관한 향후 협력 방안
- 니카라과에 관한 결의
-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역경제 상태에 관한 결의
- 쿠바에 대한 지원 조치에 관한 결의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나미비아에 관한 결의

2. 정부대표단 활동
 수석대표(구충회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공동기금 협정 추진, 대외협력기금의 설립 등 구체적
사례 언급을 통하여 남·남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수석대표는 쿠바 대외무역성장관, 외무성차관 등을 면담하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 가능한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를 제안함.

3. 북한 측 동향
 북한은 1987.6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비동맹 남남협력 각료회의를 77그룹회의 ECDC(개도국
경제협력) 사업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함.
 정부대표단은 북한 측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우호국을 통하여 동 의도를 견제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4.20.-26. 전3권 V.3 자료

| 87-1205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0 / 14 / 1~336(336p)

쿠바 아바나에서 1987.4.20.~26.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 제6차 전체
각료회의 참가 준비 자료 현황임.
1. 77그룹 지역별 회의 보고서
 외무부는 각료회의 참가에 대비하여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그룹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
(라틴아메리카 산호세 선언 등)를 입수하여 검토함.
 사무국은 주요 의제별로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 보고서의 상대적 비교표를

2. 각료회의 의제별 언급 자료
 외무부는 회의 각 의제별 발언 시 언급 자료를 작성함.

3. 기타 자료
 회의 개최 의제 및 일자별 행사 개최 계획 안내문 및 대표단 명단
 기술위원회 의장, 제1작업반 및 제2작업반이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및 관련 문서, 향후
ECDC(개도국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각료 선언문 초안 및 각종 결의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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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회원국에 배포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제6차. Dhaka
(방글라데시) 1987.3.9.-16. 전3권 V.1 사전준비

| 87-120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0 / 15 / 1~210(210p)

정부는 1987.3.9.~16. 방글라데시 다카 개최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에 오재희 외무부차
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최 목적 및 의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 및 쿠바 개최 77그룹 제6차 전체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1302

아시아 그룹 회원국 간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 수립 모색
 주요 의제

- 국제 경제 동향 및 구조적 변화에 대한 평가
- 1차 상품 가격 안정, 개발금융 확대 및 개도국 수출 증대
- 최후진국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 등

2. 수석대표 연설문 요지
 세계 경제 문제 결정에 개도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 강조
 국제 유가 변동 등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시점에 선진국의 보호주의 정책은 개도국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

| 87-1207 |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제6차. Dhaka
(방글라데시) 1987.3.9.-16. 전3권 V.2 훈령 및
의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0 / 16 / 1~343(343p)

1987.3.9.~16.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참석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임.
1. 의제별 정부 입장 수립
 세계 경제 현황 분석
 1차 산품, 국제 교역 및 금융 통화
 최후진국 개발을 위한 행동 계획

2. 정부 훈령
 일반 지침

- 실질 문제 토의에 적극적인 참석
- 일반 개도국 입장에 동조
- 회원국과의 유대 및 협력 강화
- 주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
 의제별 지침

- 무역 등 의제에 관하여 기본적으로는 개도국 입장
- 합리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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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이전, 해운, 내륙·도서국 지원, 상이 체제 간 교역
 개도국 간 경제협력, 민족해방운동 지원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제6차. Dhaka
(방글라데시) 1987.3.9.-16. 전3권 V.3 결과보고

| 87-12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1 / 1 / 1~386(386p)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1987.3.9.~16. 개최된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결과임.
1. 회의 결과
 각료회의에 앞서 고위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각료회의에 상정할 문서에 관하여 사전 의견을 조정함.
 각료회의에는 30개 회원국 대표, 1개 옵서버국 및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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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후진국의 공동 노력 및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역할 강화에 관한 다카선언문을 채택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및 UNCTAD 제7차 총회에 대비한 각 의제별 아주지역 제국의 공동 입장
및 결의 사항을 채택함.

2.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개발 재원, 1차 산품, 금융 및 최후진국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77그룹의 입장과 전반적으로 공동
보조를 취함.
 대통령의 다카선언에 따른 한국의 남·남협력 의지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함.

3. 수석대표(오재희 외무부차관)의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 방문
 스리랑카 방문(3.10.~11.)

- 오재희 차관은 외상대행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및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스리랑카 측의 이해를 촉구함.
- 스리랑카 측은 한국의 개발 원조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자국 내 타밀 인종 분규에 대한 입장과
인도양 평화지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한국 측의 이해를 요청함.
 방글라데시 방문(3.14.~16.)

-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에 참석과 함께 방글라데시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하여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개설에 따른 양국 관계 강화 기대를 전달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비동맹에서의
계속적인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 방글라데시 측은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한국 지지 입장을 표명함.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제11차. New York,
1987.9.28.-30.

| 87-120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91 / 2 / 1~134(134p)

제42차 유엔 총회 기간 중 77그룹 외상회의가 1987.9.28.~30. 개최됨.
1. 회의 개요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결과 평가 및 77그룹 의제인 국제경제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개최됨.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77그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세계경제 문제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언급하는 한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개도국 외채
위기로 개도국의 성장 노력이 저해 받고 있으며, 선·후진국 간 대화와 협조를 통한 세계 경제
문제의 효율적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함.
 외채 문제와 최후진국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을 촉구함.
 국제무역에서의 선진국의 대개도국 압력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의
개도국의 이익 반영을 촉구함.
 한국 정부의 남·남협력 추진 정책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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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광수 외무부장관 연설문 요지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 회의, 제1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87.12.8.-11.

| 87-1210 |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1 / 3 / 1~282(282p)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 제1차 회의가 1987.12.8.~1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개도국 비정부 경제단체 대표를 참가 대상으로 뉴욕 77그룹 의장, 브라질 공업협회 및 상업협회
의장 공동 주최로 개최됨.
 62개국 상공회의소 대표 120여 명, 경제인 및 6개 국제기구 대표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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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상의역이 대표로 참석함.
 의제

- 77그룹 의장, UNDP(유엔개발계획) 및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대표의 카라카스 행동계획 이행
을 위한 개도국 기업 간 협조체제 구축 문제에 관한 설명
- 브라질 상공회의소 및 각국 상공회의소 간 쌍무 협의
- 보고서 채택

2. 회의 결과
 향후 남남협력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방향 설정

- 정보, 자료 은행 설립
- 개도국 간 통상 증대 노력
- 기술 및 공업 부문 협력 추진
- 개도국 고유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 노력 증진
- 개도국 간 투자 환경 조성 등
 개도국 상공회의소 운영위원회 구성
 차기 회의의 1988년 인도 뉴델리 개최 결정

3. 한국 대표 활동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상공회의소와 개도국 상공회의소 간의 교류 실적을 소개하고, 한국의
남·남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개도국 상공회의소 회의 개최 필요성 및 향후
협조 체제에의 참여 의사를 표명함.
 말리 등 아프리카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교류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3차. Venice
(이탈리아) 1987.6.8.-10. 전2권 V.1 5-6월

| 87-121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1과

MF번호

2017-91 / 4 / 1~207(207p)

1. 제13차 G7(선진7개국정상회담)이 1987.6.8.~10. 베네치아에서 개최 예정인 바, 외무부 아주국은
1987.5.19. 동 정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 상정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일본 측 동향

- 일본 공동통신은 5.17. 나카소네 수상이 동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고, 남북한 긴장 완화 및
88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서방측 공동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한반도 문제 거론 여부는 검토 중으로 5월 말 또는 6월 초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북한 반응(5.18. 평양방송)
 문제점 및 대책(안)

- 동 회담에서 한국 입장을 전폭 지지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무방하나, 북한과의
접촉 필요성 부각 등 한국 입장과 상치되는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에도 대비함이 필요함.
- 일본 측 거론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나카소네 수상이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도록 교섭하되 한국 입장
(남북한 신뢰 조성, 긴장 완화 및 이를 위한 남북한 대화 촉진,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를 거론치 않도록 교섭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7.6.4. 아래 요지의 동 회담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
 주요 토의 의제

- 국제통화 안정, 선진 7개국 경제조정정책, 대개도국 외채, 세계교역 문제
- 군축 등 동서관계, 걸프만 안전항해, 환경, 에너지(핵안전), AIDS 퇴치 등
 환율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

- G7이 개도국 환율문제를 일반적 형태가 아닌 한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 원화의 인위적 절상 계속은 한국의 막대한 외채상환과 수입개방 노력을 저해할 것이므로
개도국 환율문제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함.
 한반도 문제에 관한 각국 반응

- 미국: 한반도 문제를 공식 거론할 계획 없음.
- 일본: 동 회담 준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기하도록 이미 등록함.
- 이탈리아: 일본 측 거론 시 한반도 안정과 88 서울올림픽 성공에 관심을 표명함.
- 캐나다: 동경 G7회담에서는 일본 주최에 따라 최종선언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었으나, 베네치아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임.
- 영국: 한반도 문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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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문제 거론은 내정간섭임을 보도함.

3.	주일본대사는 1987.6.5. 주재국 외무성 다카노 북동아과장이 동일 문봉주 정무과장에게 베네치아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하기 위해 기타무라 외무심의관이 6.17.~18.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외무성 고위 인사를 파견하는 것은 한국뿐이며, ASEAN(동남아국가연합)
각국에 대하여는 6.18.~20. 싱가포르 개최 동 기구 확대외상회의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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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3차. Venice
(이탈리아) 1987.6.8.-10. 전2권 V.2 6-7월

| 87-121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1과

MF번호

2017-91 / 5 / 1~287(287p)

베네치아에서 1987.6.8.∼10. 개최된 제13차 G7(선진7개국정상회담) 결과 관련 1987.6월
외무부 작성 보고서 요지임.
1. 회담 결과 보고서
 한반도 정세

- 의장 총괄선언에서 한반도 정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88 서울올림픽이 남북대화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선언함.
- 무역흑자 선발개도국은 자유경제체제 유지를 위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하
고, 주요 경제지표에 상응하는 환율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촉구함.
- 인플레 없는 성장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흑자국은 내수 확대를 통한 대외흑자 감축, 무역
적자국은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가 필요함.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보호주의 동결과 단계적 철폐를 위한 공약을 지지하는 한편 개도국 외채 관
련 선진국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 환류를 촉구함.
 정치 선언

- 이란·이라크전 종식 및 걸프만 안전항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함.
- 미·소 간의 핵감축을 위한 협상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함.
 평가

- 남북대화 및 88 서울올림픽 성공 기원 등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 환율 조정만으로 성장과 무역불균형 시정이 어렵다고 합의한 것은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2. 일본 정부 특사(기타무라 외무심의관)의 6.17. 방한 결과
 나카소네 수상의 대통령 앞 친서 요지

- 정상회담 시 88 서울올림픽에 모든 국가가 참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의장 총괄선언에서 한반도
사항이 언급된 것은 서울올림픽 성공에 관한 동 회담 참가국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것임.
- 일본은 선발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 발전에 유익함을 지적하고, 한국은 이미 시장개방과 경제력에
상응한 환율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동 정상회담 참가국으로서 아시아 입장의 배려를 위해 노력함.
 기타무라 특사의 설명 요지

- 나카소네 수상은 정상회담 시 한반도 정세와 서울올림픽 조항이 의장 총괄선언에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청함.
- 선발개도국들의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부담 거론은 어느 특정 개도국에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며,
개도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노력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나타낸 것임.
- 급격한 환율변동은 세계경제 성장과 경제구조 조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합의한 것은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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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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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경제협력에관한
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9.7.-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1 / 6 / 1~256(256p)

정부는 1987.9.7.~12. 쿠바 아바나 개최 77그룹 제6차 ECDC/IFCC(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
한 정부 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에 외무부 허승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실무관계관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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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및 국제기구: 68개국 대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7개 유엔전문기구 대표 등
 주요 토의 및 결정 사항

- 무역, 기술, 식량, 농업, 에너지 등 8개 사업 분야별 토의 및 보고서 채택을 통해 카라카스 행동계획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함.
- 페레즈 게레로 신탁기금(650만 달러) 운용 방안 토의 및 5개 프로젝트 승인, G77 Chapter별 협력체제
강화문제를 협의함.
- 동 위원회의 격년제 개최 문제를 뉴욕 G77 외상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함.

2. 정부대표단 활동
 기조연설을 통해 한·에스캅기금, ECDC Account 기여, 대외협력기금 등 남남협력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위험성을 지적함.
 토의 시 개도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을 촉구함.
 주한 외국군 철수에 관한 비동맹회의 의장 메시지를 회의 문서에 수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Kouri 의장(쿠바 외무차관)은 한국대표의 발언을 정당하게 인지함을 언급함.
 비동맹과 G77 사업의 연계성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북한의 동 위원회 회의 유치 시도와 관련하여 북한의 회의 유치 조건으로 한국 초청 의사 천명,
동 위원회 의장 및 뉴욕 G77 의장의 한국 참가에 대한 서면 보장을 요구함.

3. 북한대표단 동향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외 6명이 참석함.
 G77과 비동맹회의와의 연계성 주장, 김일성 찬양 및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각료회의와 관련한 선전 등을 시도함.

4. 평가 및 건의
 의제별로 큰 쟁점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함.
 비동맹회의 경제선언 사업과 G77 경제협력사업의 조정 움직임이 강화됨.
 정부대표단의 적절한 대처로 회의 보고서에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비동맹운동에 의한 G77의 정치선전 이용 억제 등을 위해 한국의 계속적인 동 회의 참여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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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경제협력에관한
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6차.
Havana(쿠바) 1987.9.7.-1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1 / 7 / 1~172(172p)

외무부 국제경제국 작성 1987.9.7.~12. 쿠바 하바나 개최 77그룹 제6차 ECDC/IFCC(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회의 자료 내용임.
1. 회의 개요, 회의 규모 및 정부대표단 구성
2. 정부 훈령 요지
및 참가국 대표 접촉 시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함.
 개도국 간 경제협력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한국 입장을 표명함.
 동 회의 개최국인 쿠바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추진함.
 북한과의 충돌 여지가 있는 의제 이외의 발언은 유보하며, 북한대표단의 활동을 주시함.

3. 정부의 기본입장
 Review and Future Strategy, ECDC Trust Fund 활용방안 검토 및 승인, NFP 회의, 기타 Supporting
Mechanisms

4. 영문 발언자료
 Active Participation in ECDC Activities, Compensatory Financing, Debt Problem, Financial Flows,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등

5. 참고자료
 Action Committee, Chapter별 G77 의장 임기 및 선출방법, ECDC 개요, G77 개요, South Bank 등

6. 특이용어 해설
 한국의 편익관세제도(beneficial duties), 코레스 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상품통합계획
(Integrated Programme for Commoditi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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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7이 한국의 대비동맹 및 제3세계에 대한 유일한 공식 통로인 점을 감안하여 동 회의 진행 과정

77그룹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 제5차. New York, 1987.5.18.-22.

| 87-121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1 / 8 / 1~367(367p)

정부는 1987.5.18.~22. 및 5.27. 뉴욕 유엔본부 개최 77그룹 제5차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에 주미국대사관 강박광 과학관(수석대표) 및 주유엔대표부 송영완 3등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개요 및 의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78년 개최된 제1차 개도국간기술협력회의에서 채택된 Buenos 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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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of Action(BAPA)에 근거하여 개도국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회의로 동 행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결정 및 이행실적 검토를 목적으로 개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및 고위급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검토
 TCDC를 위한 행정적, 법적 및 재정적 조치

2. 참가 목적
 한국이 그동안 TCD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음을 홍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TCDC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을 표명
 한국은 개발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모든 개도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임을 설명

3. 회의 결과 문서 목록
 의제 및 일정, 의장단 선출
 UNDP(유엔개발계획) 행정처장의 개회 연설
 BAPA 추진을 위한 유엔 이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요약
 각국의 TCDC 활동 현황에 관한 UNDP 보고서 요약
 개도국 간 기능교류에 관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 요약
 특별활동자금 중 TCDC 활동 지원 현황 보고서 요약 등

4. 정부대표 발언 요지
 개도국에 TCDC 활동이 정착되고 개도국 발전의 중요 관심사로 된 것은 특기할 사항이며, 기술
혁신 시대와 기술 보호주의 시대가 상존하는 현황하에서 선·후진국 간 기술 격차 축소는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개도국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불가결함.
 한국의 과거 20년간 경험을 타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거 20년간 5,780명의
기술훈련과 200명의 전문가를 파견한 바, 1987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역내
TCDC/ECDC(개도국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3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임.

| 87-1216 |

ECDC / TCDC(개발도상국간경제협력 / 개발
도상국간기술협력) 국별 연락관 회의, 제2차.
New Delhi(인도) 1987.[11]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91 / 9 / 1~42(42p)

1. 외무부는 1986.8.7. 과학기술처에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이 인도 정부가
개최를 제의한 ECDC/TCDC(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기술협력) 제2차 정부연락관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논평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잠정 의제에 대한 입장
 1985.11.5.~10. 개최 제1차 정부연락관회의 시 결의에 따라 농업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TCDC 협력 가능 분야 및 협력 요망 분야 리스트를 작성 중임을 알려 오면서 한국도 동 리스트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변경하여 1986.11.5.~10. 태국에서 개최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주태국대사는
10.27. ESCAP 관계관에게 확인한 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회의는 1987.2.14.~20.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임.
 1986.11.5.~10. 회의는 1985년 개최된 제1차 정부연락관회의의 후속 협의를 위한 별도 회의임.

3. 외무부는 1986.11.14. 과학기술처에 방콕에서 1985.11.5.~10. 개최된 제1차 ESCAP/ECDC-TCDC
각국 연락관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of TCDC & ECDC National Focal Points on Review of
Activities anf Formulation of a Programme)의 후속조치로 제2차 연락관회의가 1987.2.14.~20. 뉴델리에서 개
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의제별 입장 및 대표를 파견할 경우 동 후보자 이력서 등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태국대사는 1987.1.14. ESCAP 사무국은 동 회의가 인도 측 사정으로 11월로 연기되었음을 공식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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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10.24. 주태국대사관에 인도에서 1987년 초 개최 예정인 상기 회의가 일정 및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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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 플랜(Colombo Plan) 기술자 교육 대학
유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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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7-91 / 10 / 1~301(301p)

외무부는 콜롬보플랜 기술자교육대학(Colombo Plan Staff College for Technician Education)
한국 유치 문제에 관한 1986.2.21. 주싱가포르대사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사안을 검토하였으나, 콜롬보플랜 자체의 사양화 추세 등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1986.4.16.자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서와 같이 동 기술자대학 유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
1. 주싱가포르대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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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는 1974.5월 동 대학 설립 이래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였음에 따라 여타 회원국에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 대학의 여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청함.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및 이란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유치국 결정은 1986.11월 시드니
개최 자문위원회 시까지 연기됨.
 한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 및 남남협력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동 대학 유치를 건의함.

2. 검토 결과
 긍정적인 측면

- 소재지 국가는 건물, 주차장 및 사무용 기재를 대학 측에 제공하고, 대학 운영비는 회원국 분담 연간
예산 약 72만 달러로 충당하므로 설립에 따른 경비와 약간의 시설유지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함(교육 실적: 연간 100여 명).
 부정적인 측면

- 뉴질랜드의 콜롬보플랜 탈퇴 및 미국의 탈퇴 계획과 함께 회원국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대학은 재정난을 겪어 왔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이전 제의는 회원국들의 미온적 참여 및 대학 재정난
등의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콜롬보플랜은 설립에서 현재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선·후진 영연방국가가 주축이 되어 왔으며, 회원국
대부분이 동서남아 및 남태평양 지역 국가인 점 등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리적 위치 감안 시 동 대학의
동북아로의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연 80만 달러 정도의 대학 운영경비 조달에 차질이 야기될
경우 해결 방안이 미비함.
- 싱가포르 측은 최근 동 대학의 존속 기간을 1986.6.30.에서 1987.1.1.로 연기하였으나, 한국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 운용상 1988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함.
 결론

- 동 대학의 한국 유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과 비교 검토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0차.
SanFrancisco (미국) 1987.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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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한국위원회는
1987.4.22. 외무부에 1987.5.18.~21. 샌프란시스코 개최 제20차 PBEC 총회 기간 중인 5.18. 한국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가 동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표단을
지원 및 격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4.24.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게 동 총회에 구평회 PBEC 한국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참가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PBEC는 태평양연안국 주요 기업체 최고경영자 협력 및 협의기구로 1967년 동경에서 설립된 이래 한
국을 비롯한 역내 20여 개국이 참여하여 매년 총회를 개최함.
 제19차 총회는 1986.5.11.~15. 서울에서 개최됨.

3.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1987.4.27. PBEC 사무국과 접촉한 바, 5.18. 개막식 및 전체회의(슐츠
국무장관의 비디오 연설 등), 샌프란시스코 시장 주최 오찬 등 일정에 대해 현지 영사단의 참가가
가능함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4.30.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PBEC 한국위원회에 한국대표단 간담회에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동 총회 기간 중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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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여 명의 경제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임을 아래 사항과 함께 통보하고, 현지 주재 영사단의

중미·카리브 지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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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아이티대사대리는 1986.11.10. 마이애미에서 11.30.~12.2. 개최되는 제10차 카리브 지역회의에
아이티 국가평의회 Namphy 의장이 참석하여 아이티 경제난 타개를 위한 재정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1.13. 주미국대사관에 동 회의의 정식 명칭, 성격 등에 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86.12.5. 김흥수 참사관이 국무성 카리브과 Paul Dawkins 과장대리 등을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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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회의 정식 명칭: Miami Conference on the Caribbean
 성격 및 중요성

- 동 회의는 마이애미시 주최로 C/CAA(Caribbean/Central American Action: Rockefeller 재단 방계기구)
지원과 국무부 및 AID 협찬으로 매년 개최되며, 전 카리브지역 경제정책 review 및 투자진흥과 CBI를
통한 무역 증진 방안을 협의함.
- C/CAA는 카리브 및 중미지역 유관 모든 민간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CBI와 관련한 동
지역에 대한 진출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동 회의 참석 국가는 CBI 전 수혜국으로 동 국가들의 정상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며, 역외
국가는 C/CAA 사무국에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함.

3. 주미국대사는 1987.7.9. 워싱턴 소재 C/CAA 사무국으로부터 1987년도 카리브 개발 마이애미 회의 관련
초청 및 회의 참가신청서를 전달받았음을 보고하여 온 바, 외무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에 동 회의는 중미, 카리브지역 국가의 국가원수 등 정부,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동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무역촉진을 위한 상담을 제공 예정임에 따라 한국의 유관기관 대표 및 민간기업인의
참석이 바람직함을 통보함.
4. 동 회의에 주미국대사관 장선섭 공사 등이 참석한바, 주미국대사대리는 1987.12.4. 동 회의 참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카리브, 중미지역으로부터 주로 민간업계 대표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가이아나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과테말라 부통령, 자메이카 수상 등도 참석함.
 Jim Wright 미 하원의장은 개회식 만찬 연설에서 중미 평화안과 관련하여 자신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ARIAS 평화안의 성공적 타결을 호소함.

 한국대표단 활동

- 가이아나 대표단과의 수차 접촉을 통해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며, 가이아나
측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 측에 의한 가시적인 투자가
중요함을 언급함.
- 대표단은 관계 정상화 이후 경협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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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국적 유조선 해양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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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국적 유조선의 1987.8.11. 한국 해역 내에서의 해상 오염 사고 발생 및 처리 경과임.
1. 사건 개요
 원유 15만 톤을 적재한 리비아 국적 유조선 El Hany호는 1987.8.11. 경남 울주군 부두에서 원유
하역 중 동 선박 선저 파손으로 약 13드럼 가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양식장 약 20km 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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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됨.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은 8.11. 동 선박을 출항 정지 조치하였으며, 동 선박과 한국 어민 측 간에
피해보상 금액 약 80억 원에 대한 변제 여부가 협의 중임.
 부산지검은 출국 정지보다는 피해액 합의금 전액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징구한 후 예납금 수납과
동시에 종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임.

2. 주한 리비아대표는 1987.8.17.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을 면담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리비아 측 요청 요지

- 동 유조선이 울산항에서 출항 정지로 인해 일일 5만 달러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바, 다음 원유
하역지인 여수항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함.
- 어민들의 과다한 보상액을 요구 및 항의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 측 언급 요지

- 동 선박은 국내법 위반으로 출항 정지 중임.
-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해결이 중요함에 따라 본국 정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보상이 이행되도록
노력 바람.
- 정부는 동 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으로 국내 상황 등 어민들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

3. 주리비아대사는 1987.8.23. 동 리비아 유조선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리비아 항만청장은 동 유조선이 약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출국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사건 상세 내용 통보 및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선처를 요청함.
 가능한 한 우호적 견지에서 사건 처리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7.8.28. 부산지구 해양경찰대에 상기 주한 리비아대표의 협조 요청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망한 바, 부산지구 해양경찰대는
8.29.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음을 회보함.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선박회사 측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음.
 벌과금 2천만 원 예납에 따라 8.28. 출항정지를 해제함.

5. 외무부는 1987.9.3. 주리비아대사에게 동 처리 결과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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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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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아랍에미리트)의 1985∼86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85.12월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1,622,464명임(1986.1월 발표).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제3차 연방의회 정기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대내·외 문제 전반에
걸친 정부의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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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관계
 아랍에미리트 외교차관은 1986.1.18. 스페인·이스라엘 간 수교에 유감을 표시함.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1986.1.8.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및 위협에 대하여 외교장관대리의
성명을 발표하고, 리비아에 대한 여하한 침공도 반대하며, 리비아의 독립 및 영토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거부함을 밝힘.
 Weizsaecker 독일 대통령이 1986.2.4.~5.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자이드 대통령과 걸프 및
중동지역 정세, 구주·아랍 관계, 국제 경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랍에미리트독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Renton 영국 외교부 국무상이 1986.3.15.~18.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대통령, 부수상, 외교장관,
두바이 황태자 겸 부수상을 면담하고, 상호 관심사를 협의함.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은 1986.4.16.~17. UAE·영국 합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중동문제
등 국제 정세, 양국 간 협력 방안, 범죄인 인도 및 재판관할권 등에 관해 협의함.
 Gaymoon 몰디브 대통령이 1986.4.19.~22.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자이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부다비 정유공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칼리파 아부다비 황태자 겸 국군 부총사령관이 모로코 국왕 초청으로 1986.6.16.~19. 모로코를
방문하는 한편 오만 국왕 초청으로 9.14. 오만을 방문함.
 카부스 오만 국왕이 자이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1986.6.21.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함.
 Fedetov 주아랍에미리트 초대 소련대사가 1986.10.15. 아부다비에 부임하여 10.21. 신임장을
제정함.

아프가니스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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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1987년 중 주파키스탄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Najibullah 아프가니스탄 공산당서기장은 1987.1.1. 성명을 통해 반카불 세력에 대하여 아래 요지의
국민화해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공개적인 접촉을 제안함.
 1987.1.15.~7.15.간 휴전을 제안하며, 휴전 약속 준수 시 휴전 기간 연장이 가능함.
 휴전하에서 국민화해를 위한 전담기구를 각 지역별로 설치함.
 국민화해와 평화지대 선언이 이루어진 지역에는 민주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를 조직하는 권한을

2. 소련 정부는 1987.1.7. 소련 외상의 카불 방문 후 귀국 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으로부터의 철수 일정을 타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철군 일정은 유엔 중재회담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Najibullah 서기장의 국민화해 선언을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소련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3. 파키스탄 정부는 1987.1.8.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Najibullah 서기장의 선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 논평함.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인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지지하나, 휴전 제의를 외국군 철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는 한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파키스탄이 제시한 소련군 철수 일정은 3~4개월로 파키스탄은 동 입장을 견지할 것임.

4. Najibullah 서기장은 1987.1.15.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소련이 소련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철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5. 무자헤딘 7개파 연합은 1987.1.17.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Najibullah 서기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련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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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특권을 부여함.
 국민화합을 위한 의지의 표시로 반혁명인사를 석방함.
 완전특사를 실시하고, 각 정치세력을 포함하는 국민통일정부를 구성함.

6.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1987.1.26. 및 1.27.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을 폭격하여 다수의 사상
자가 발생함.
7.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제네바 회담이 1987.2.25.~3.10. 개최되어 소련군 철수 일정을 논의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양측의 철수 일정안의 차이가 12개월 미만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짐.
1322

8.	유엔 총회는 11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절대 다수(123표)의 지지로
통과시킴으로써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계속 주둔을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함.

알제리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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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정세와 관련한 1985~87년 중 주프랑스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이 1985.4.17.~21. 미국을 공식 방문함.
2.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이 1985.5월 멕시코, 쿠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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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ndhi 인도 수상이 1985.6.10.~11. 알제리를 방문하여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란·이라크전쟁, 중동사태, 비동맹운동 등에 대해 논의함.
5.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이 1985.7.1.~3. 스페인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사하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6.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이 1986.10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를 방문함.
7. Craxi 이탈리아 수상은 1986.10.20.~21. 알제리를 방문하여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지중해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8. 제5차 니제르·알제리 혼성위원회가 양국 외상의 공동 주재로 1986.12.5.~9. 니제르에서 개최됨.
 동 위원회에서는 경제, 문화, 기술협력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이 협의됨.
 특히 양국 간 국경 지역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중점 협의함.

9. 알제리와 리비아 양국은 1987.6.14.~18. 양국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18.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국가연합 추진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양국 합동위원회의 알제리 측 대표는 Messadia FLN당 정치국원(제2인자)이며, 리비아 측 대표는
Jalloud 리비아 혁명위원회 위원(제2인자)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이 1985.5.16.~18. 세네갈을 공식 방문함.

서부사하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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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6.12월 서부사하라 분쟁 약사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16~20세기 모로코 왕조의 간헐적 침략
 1884년 스페인의 Rio de Oro 점령, 서부사하라 지역 해안을 보호령으로 귀속
 1912년 프랑스는 서부사하라에 대한 스페인의 특권 인정
 1973.5.10. 서부사하라 원주민의 Polisario 결성, 독립을 위한 대스페인 게릴라 투쟁 시작
 1975.11.14. 스페인, 모로코 및 모리타니 3국 간 마드리드 협정 체결
1324

- 스페인은 서부사하라를 모로코와 모리타니에 분할 귀속, 1976.2.28.까지 철수하기로 합의
 1976.2.28. 폴리사리오는 망명정부인 RASD(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 대모로코 및
모리타니 게릴라전 전개
 1985.12월 제40차 유엔 총회는 모로코·폴리사리오 간 직접대화를 통한 휴전 및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알제리 측 결의안을 채택

- 모로코는 동 결의안 채택에 대해 향후 유엔의 서부사하라 문제 토의에 불참할 것임을 선언
 1986.12월 현재 31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65개국이 RASD 승인

2.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7.3.3. 서부사하라 문제와 관련한 모로코·알제리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현황

- 1976.2월 폴리사리오 망명정부 수립에 따라 1976.3월 모로코-알제리 단교
- OAU 및 유엔은 1983년 이래 알제리 측 결의안 계속 채택, 모로코의 외교적 고립 초래
- 모로코는 1985.9월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한 군사적, 행정적 전권 장악
 정부 입장

-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OAU 및 유엔 결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및 주민투표 여건 조성을 위한
모로코, 폴리사리오 간 직접 교섭 희망
- 가급적 대외적 입장 표명 유보
 전망

- 당분간 군사적, 외교적 해결 가능성 난망
- 유엔 사무총장, 미국, 튀니지 등의 중재를 통한 모로코-알제리 간의 외교적 타협 가능성

3. 주모로코대사는 1987.4월 이후 서부사하라 분쟁 관련 정세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모리타니 국경 부근에 방벽선 구축, 폴리사리오의 저항 공세
 모로코·알제리 간 긴장 격화, 서부사하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유엔사절단 파견

호주 정세. 전2권 V.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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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호주·일본 정기 각료회의 및 Shevardnadze 소련 외상의 호주 방문에 관한 주호주
대사의 보고서 요지임.
1. 호주·일본 정기 각료회의에 관한 1987.1.13.자 보고서
 호주에서 1.8.~9. 개최된 제9차 동 각료회의는 회의 결과에 대한 Hayden 외상 및 Kuranari
외상의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종료됨.
 예년의 의례적인 회의 성격과는 달리 금번 회의는 양국이 경제구조를 재편 중에 있으며, 최근
시점에서 개최된 점을 특징으로 함.
 동 회의의 주요 협의 및 합의 사항

- 일본의 호주 측 양해하 남태평양 제국과의 관계 증진 의사 표명에 대해 호주는 동 지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양국이 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공통의 이해가 존재함을 확인함.
- 남태평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기존의 협의 및 협력체계 강화에 합의함.
- 호주의 1987년 이후 대일본 우육시장 확장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확답을 회피하고, 1988.3월 이전
실무선에서 재협의하기로 합의함.
- 호주산 석탄 및 철광석의 대일 수출점유율 증가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 공급
확보 시 호주의 위치가 감소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함.
 회의 결과에 대한 현지 평가

- 호주 측이 소련의 남태평양 침투와 관련하여 외교문제를 경제문제와 적극 연계시켜 접근한 점이
두드러진 회의로 분석되나, 일본 측은 상업적인 차원에서의 원칙론을 언급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언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무역 및 경협 분야 합의보다는 일본의 남태평양 진출 필요성에 대한 호주 측의 양해와
동 지역 협력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조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2. Shevardnadze 소련 외상의 호주 방문에 관한 1987.3.5.자 보고서
 동 외상은 3.3.∼5. 방문을 통해 Hayden 외상 주최 오찬, 외상회담, 수상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3.5. 인도네시아로 향발함.
 양측은 남극 호주영역에서의 어족자원 합동조사 실시, 양국 외무성 간 연례협의회 개최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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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남태평양 진출이 점증되고 있음과 관련하여 동 지역에서의 양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양측의 협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관련, 호주 측은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소련의 동 지역 국가와의 상업적 및 기타
관계 구축 권리를 인정하나, 동 지역에서의 동·서 간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소련
측은 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통상외교 추구에 있으며, 전략적 이해를 확충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함.
- 캄보디아 문제 관련, 양측은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당사국 간 대화 실현 필요성에 합의함.
 소련 외상은 3.4. 캔버라에서의 기자회견 시 미군의 일본, 한국, 필리핀 주둔 및 북태평양에서의
해군력 증강이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군사력 증강에 있어 제한을 벗어난 일본의
1326

정책이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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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호주대사관은 1987.7.11.자 주재국 총선 결과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대부분의 언론은 투표 이전 노동당을 지지하였으며, Hawke 정부의 재선을 환영함.
 노동당은 1983년 집권 이래 온건하고 우경화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중산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여
왔으며, 노동당의 기본 이념인 산업 국유화 정책 등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지지를 확보하여 온 것이 금번 승리의 요인임.
 노동당이 적절한 시기를 택한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되며, 야당이 내부 분열상을 보여 왔고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제시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과격하여 실현성이 문제시됨으로써

2. 주호주대사관은 1987.7.23. Hawke 주재국 수상의 신내각 구성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노동당은 7.22.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30명 중 17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수립하고, 동 각료를
보좌하는 13명의 장관급에 대해 직책을 부여함.
 각료를 보좌하는 장관급 인사들은 각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장관 수를 17명으로
제한한 현행법에 따라 동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시까지 임시로 Parliamentary Secretary의
직위를 부여함.

3. 주호주대사관은 1987.12.11. 호주·파푸아뉴기니 간 공동선언 발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Wingti 파푸아뉴기니 수상은 12.8. 호주를 방문하여 12.9. Hawke 수상과 양국 관계 재정립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함.
 동 선언은 종래의 원조국·피원조국 관계에서 협력 및 통상 관계로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6년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호주의 재정원조 삭감이 계기가 된 것으로 파푸아뉴기니 측은 원조
대신 투자, 교역 증진 특히 대호주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국방 관계에 있어서 1977년 양국 수상 간 관련 공동성명 문구를 더욱 강화하여 공동방위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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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국 상태에서 여당이 승리함.

Waldheim, Kurt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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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구주국은 1987.5.1.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미국 정부의 조치

1328

-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활동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4.28.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법무부 이민국 감시리스트에 등재
- 개인으로서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국가원수로서 미국 방문 시 입국 허용 여부는
대통령 또는 국무장관의 소관 사항임을 행정부 관계자가 언급
 오스트리아 측 반응

- Waldheim 대통령은 40여 년 전 중위로 군 복무 당시의 의혹이 지난 수개월간 제기되었으나, 결백함을
언급
- Vranitzky 수상은 오스트리아 정부는 민선 대통령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명
- Mock 외상은 미국 측 결정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대륙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동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십 년간에 걸친 양국 간의 우호관계에 비추어 유감스러운 조치임을 언급
- 오스트리아 언론은 미국 정부의 결정은 부당한 것임을 주장, 동 대통령을 옹호
 전망

-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 조치에 대한 유감 표시로 미국 주재 대사(외무차관으로 임명)를 소환한 바,
후임대사 임명 여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오스트리아 정부 및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불만과 소련의 대오스트리아 두둔 입장 등으로 미·오스트리아
관계가 당분간 불편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Vranitzky 수상은 5.21. 방미 예정

2. Mos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는 1987.5.7.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상기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4.28.자
성명문을 전달하고 입장을 설명한 바, 동 차관은 오스트리아, 미국 양국이 한국의 우방국으로 우호적으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1987.5.19. TV 방송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임무를 단순히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해외의 비난에 대처함에 있어 실수와 오판을
범했다고 시인하였으며, Vranitzky 오스트리아 수상은 5.21.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인과 국가원수로서의 발트하임을 구별한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여사한 구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방글라데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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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글라데시 정세 보고서 요지(1987.11.20. 서남아과 작성)
 최근 정세 악화의 배경

- 경제정책 면에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1987.7월 현역 군인의 지방의회 참여를 규정한 지역위원회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야당 퇴장 시 변칙 통과시킴으로써 민정 복귀를 주장하는 야당 세력의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격화
 야당연합의 대여 투쟁

 Ershad 대통령의 대응

- 11.12. 경찰의 현장 발포령, 반정부 지도자 가택연금 등 강경책과 병행하여 여당 사무총장 교체, 일부
개각 및 지역위원회 설치법안 철회 등의 조치를 통해 민심 수습 노력
 전망

- Ershad 대통령은 1982.3월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어 정세는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경우 계엄령 선포 가능성

2. 방글라데시 정세 보고서 (1987.11.28. 서남아과 작성)
 비상사태 선포

- Ershad 대통령은 11.27. 22:00를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
- 동 비상조치로 다카 등지에 11.27. 자정부터 11.29. 새벽 6시까지 30시간 전면 통행금지 실시, 다카대학
등 주요 대학 폐쇄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

- 야당연합의 11.28. 정치집회, 행진 등 대대적인 반정부운동을 전개 및 11.29.부터 72시간 파업 실시
계획을 사전에 무산시키기 위한 예방 조치
 관찰 및 평가

- 비상사태 선포로 야당 계획을 봉쇄하는 일시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야당이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
- 동 대통령이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야당에 의한 대통령 사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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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mi League(원내진출 8개 정당연합), Bangladesh National Party(원외 7개 정당연합) 등 야당 세력이
Ershad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 대통령 사임, 국회 해산 및 총선 재실시를 요구하며 반정부 투쟁 전개
- 야당연합, 전국산업노조연맹 등이 전국적인 파업(hartal)을 주도, 국내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사회·
경제활동도 마비

버마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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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얀마(구 버마)대사의 1987년 중 미얀마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 내용임.
1. 미얀마 정부는 1987.1.14. 동북부 지방에서 1986.11월말 전개된 BCP 반란군 소탕작전 및 전과에 관해
발표한 바, 카렌 반란군 소탕작전에 따라 수천 명의 카렌족이 태국으로 피난함에 따라 미얀마·태국
간 피난민 문제로 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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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부처가 1987.3.14.∼16. 미얀마를 공식 방문한 바,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루마니아 대통령은 우네윈 당의장을 예방함.
3. 우네윈 당의장은 1987.4.10.부터 1주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였으며, 우산유 대통령은 신병 치료차
미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동 방문 성격이 비공식이기는 하나 대미 관계 증진을 위한 접촉의 가능성도 있음.
 주미대사관은 우산유 대통령, 우네윈 당의장, 우센린 사회주의당 부총서기, 우툰와이 보건장관
등이 신병 치료, 친지 방문, WHO(세계보건기구) 회의 참석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접촉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보고함.

4. 우마웅 수상이 1987.6.29.∼7.4. 인도네시아 및 7.4.∼8. 말레이시아를 각각 방문함.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예방, 부통령과의 회담, 정유공장 및 합판공장 시찰 등 일정을 가짐.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왕 예방, 수상과의 회담, 야자유 및 고무 연구소, 정유공장 및 주석제련소
시찰 등 일정을 가짐.

5. 미얀마 정부는 1987.8.10. 우네윈 사회주의당 당의장의 특별담화 후 지방 주민에 대한 긴급 쌀 방출에
이어 9.1.자로 미곡 등 주요 7개 농산물의 통제 해제와 함께 1966년 이후 금지된 쌀, 옥수수, 팥 등
곡류의 구입, 수송, 저장 및 판매 등을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함.
6. 미얀마 정부는 1987.9.5. 고액권 3종류의 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화폐개혁 조치를 발표한 바, 동 조치는
1985.11월의 화폐개혁에 이은 조치로 국민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동요 및 일부 대학의 소요 사태에 따라 시내 요소에 군 병력이 배치됨.
7.	우산유 대통령은 1987.10.26.~30.간 독일을 방문하여 미얀마의 국내 정치 발전, 양국 간 경제협력 등에
관해 논의한 바, 동 방문은 1986.2월 바이체커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에 대한 답방임.

캄푸챠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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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구엔 코 탁 베트남 외무장관은 1987.7.29. 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주캄보디아연정과 헹삼린 정권 간의 비공식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상기 인도네시아-베트남 공동성명에 대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ASEAN 외무장관회담이 1987.8.1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동 외무장관회담 시 상기 공동성명에 언급된 비공식회담에 대한 개념 정립 문제가 중점적으로
과정으로서 이는 별개의 각기 상이한 회담이 아닌 하나의 회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캄보디아인들 간의 회담 후 즉시 차기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ASEAN의 입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의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함.

3. 캄보디아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시아누크 민주캄보디아연정 대통령과 훈센 헹삼린 정권 수상이
1987.12.2.~4. 프랑스 파리 북부 Fere-en-Tardenois에서 회동하여 아래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공동성명 요지

-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
-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캄보디아인에 의한 해결
- 캄보디아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
- 2차 회담을 1988.1월 Fere-en-Tardenois에서 개최
- 3차 회담은 시아누크가 체재 중인 평양에서 개최(시기 미정)
 평가

- 동 회담은 캄보디아 사태 발발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분쟁 당사자 간의 회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양측이 공식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회담이나, 동 회담에서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및 캄보디아 모든 파벌의 협상 참여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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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된 바, 캄보디아인들 간의 회담은 결국 베트남과 캄보디아인들 간의 회담을 위한 하나의

캄푸챠에 관한 국제회의, 제3차. Bangkok,
1987.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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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캄보디아에 관한 국제회의가 1987.7.25.~2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순수 민간활동 차원의 회의로서 캄보디아에 관한 1979.11.17.~18. 스톡홀름 개최 제1차 국제회의
및 1982.7.31.~8.1. 동경 개최 제2차 국제회의에 이어 5년 만에 개최됨.
 회의 주최 측인 태국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김국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한국 대표로 참가함.
 동 회의에는 183명의 외국인이 참가한바, 일본에서 63명, 중국(구 중공)에서 10여 명이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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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된 논문 발표회 및 아래 사안에 대한 국별 보고회가 개최됨.

-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정책
- 캄보디아 독립 지원을 위한 활동 상황
- 캄보디아 문제 해결책 제시 등
 국별 보고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보고함.
 아래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함.

-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결의안 이행
- 베트남군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 촉구
- 유엔 감시하의 민주선거를 통한‘비동맹, 독립 및 중립’원칙하의 캄보디아 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 및 관심 제고 촉구

차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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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1986년 차드 폭격 및 프랑스의 1987년 리비아 공군기지 공습 등 차드 사태에 관한
공관 보고임.
1. 사태 개요
 리비아의 1986.11월 차드 북부지방 구쿠니 반군세력에 대한 공격 이래 리비아와 차드 간 충돌이
악화, 국제 분쟁화
 차드사태에 병참 지원을 하던 프랑스는 리비아의 북위 16도선 이남 폭격에 대응, 1987.1.7. 차드

2. 사태 진행 경과
 리비아 언론은 리비아 전투기의 차드 마을 폭격을 부인, 남부 리비아 국경지대 정찰은 시인
 카메룬 언론은 차드 내전 악화에 따라 리비아군의 Zouar 점령 이래 공격 주도권 장악 보도
 리비아 외교부는 1987.1.7. 소련, 프랑스 등 수명의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차드 사태 설명
 카메룬 언론은 리비아의 프랑스 공군에 의한 레이더 기지 공습 수시간 후 미그기 등을 동원한
Kouba-Olanga 지역 폭격 보도
 카다피 지도자는 1.9. 반군 지도자 접촉, 차드 사태 대응책 협의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1.5.∼6. 리비아 방문 후 차드 수도에서 기자회견
 리비아는 1.11. Kalait 공격에 이어 1.13. 차드 북부 산악지대 Zouar 공격
 프랑스 참모총장 등 현지조사반이 1.5.∼10.간 차드 방문, 전황 및 원조품 사용 실태 파악
 니제르 대통령은 1.19. 프랑스 RFI와의 회견에서 OAU 특별정상회의 개최 논의 촉구
 카다피 지도자는 2.4. 차드 내전이 차드와 프랑스 간 전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프랑스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프랑스는 2.6. 차드 주둔 프랑스 군대 증강을 결정, 공수부대원 875명 파견
 차드 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으로 수단, 콩고 및 이집트 대통령 특사 파견
 차드 북부 소재 리비아 공군 및 지상군 거점이 3.22. 차드 정부군에 의해 함락
 서방 언론은 리비아군의 차드 북부지역으로부터의 철수 개시 보도
 OAU 산하 차드-리비아 국경분쟁위원회가 4.28.∼29. 가봉에서 개최
 차드는 8.8. 차드 북부 La Bande D’anouzou 지역 무력 탈환
 OAU 의장인 잠비아 대통령은 중재차 8월 하순 차드, 가봉 및 리비아 순방
 차드와 리비아는 OAU 의장의 제의를 수락, 9.11. 휴전 선포
 차드-리비아 국경분쟁 OAU 특별위원회 9.22.∼2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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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리비아 공군기지를 보복 공습

중국(대만)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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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86.2.25. 주재국 행정원장이 2.8. 입법원에 제출한 1985년도
하반기 주요 시정 보고서 중 외교관계 사항을 아래 보고함.
1. 기본 외교정책
 반공, 본토 수복의 기본 국책 및 민주 진영 노선 견지
 기존 수교국과의 협력 및 우호관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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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독립국과의 수교 추진
 대중국(구 중공) 3불 원칙(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견지 및 중국의 통전 음모 폭로로 국제 사회에서의
이해와 지지 획득을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

2. 국제협력 및 대외관계 강화
 중국은 홍콩모델, 1국2체제의 통전 기도로 대만을 폄훼하려고 하고 있음에 따라 계속 정세 발전을
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의 합법적 지위와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1985년 하반기 중 아시아자유연맹 등 4개 민간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663개 민간국제
기구에 가입

3. 한국과의 관계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를 토대로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및 체육 방면의 빈번한 교류 유지
 다수 한국 정계 요인의 대만 방문 실현

4. 일본과의 관계
 실질관계는 계속 발전 중에 있으며, 빈번한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및 인사교류 유지
 향후 양국 간 각종 경로를 통해 정당외교와 정계 신인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각 정치 계층
간의 소통 증진

5. 미국과의 관계
 1985년 하반기 중 양국 관계에 계속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호혜 및 상호신뢰의 기초하에 협력 중

- 미국 측은 중국문제 처리 시 서태평양의 안전유지와 세력균형의 전제하에 대만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계속 중

콜롬비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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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콜롬비아대사관의 1986∼87년 중 콜롬비아 주요 정세 동향 보고임.
1.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가 1986.5.25. 실시되어 야당인 자유당 소속의 Barco 후보가 당선됨.
 Barco 후보는 총 유권자 58%의 지지를 획득하여 여당인 보수당의 Gomez 후보를 크게 앞서
대통령에 당선됨.
 Barco 당선자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전망은 아래와 같음.

2. 콜롬비아의 Barco 신정부가 1986.8.7. 13명의 각료를 임명하였으나, 신임 각료에 임명된 보수당 소속 3명
(경제개발상, 보건상 및 체신상)이 자유당 정부 입각을 거부함으로써 Barco 대통령은 8.10. 궐석 중인
3명의 각료를 자유당 소속 인사로 임명함.
 콜롬비아 헌법 120조는 신임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 선거 시 득표 비율에 따른
숫자의 야당 인사를 의무적으로 입각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야당인 보수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자유당만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됨.
 보수당은 5.25.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여 3명 정도의 각료를 입각시킬 수밖에 없음에 따라
자유당 측에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의 요직을 요구한 바 있음.

3. Barco 대통령은 1987.5.8.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간 수역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상임조정위원회의
재설치를 베네수엘라에 제의하고, 콜롬비아 측 위원 임명을 밝히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측의 대표
임명을 촉구한 바,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5.10. 아래 요지의 거부성명을 발표함.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 제의를 발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
 콜롬비아 측 제의는 실현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음.
 베네수엘라는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한 전통적
해결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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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정책으로 친서방 노선을 기조로 한 대미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내 정책으로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게릴라 문제에 있어서는
강온정책을 통한 평화 달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1984.9월 방한한 바 있는 Barco 당선자는 남·북한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친한 인사로서 콜롬비아의
한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중공 정세. 전4권 V.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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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정보1과는 1987.1.14. 중국(구 중공)의 학생시위 분석 및 전망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경과

- 안휘성 과기대 학생대표 선거와 관련, 1986.12.5. 민주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발단이 되어 1987.1월까지
북경, 상해, 남경, 천진 등 주요 도시와 대학 시위로 확산,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
 당국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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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영 언론들은 학생시위가 당지도와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는 등
비판적 논조 게재
- 북경과 상해 당국은 1986.1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정을 발표
 분석 및 평가

- 중국은 민주화에 대한 지식인들의 주장에 비교적 관용적인 입장 유지
- 금번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치개혁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개혁파의 전략의 일환
- 중국의 경제 현대화 및 대외 개방정책과 이에 따른 정치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

2. 외무부는 1987.1월 대통령에게 중국 당총서기 호요방의 사임 관련 중국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1987.1.16. 호요방 당총서기 사임 및 조자양 총리의 당총서기
서리 선출
 호요방 사임 배경

- 중국 측은 당의 집단 지도 원칙에 대한 위배 및 주요 정치 원칙 문제에 관한 오류로 인한 것임을 발표
- 근본 원인은 호요방이 1981년 취임 이래 지나친 개혁정책, 특히 당의 권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데 대한 보수파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직접적으로는 최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 계기
 평가 및 전망

- 등소평 지도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 개혁 및 대외개방의 기본노선 계속 추구
- 당분간은 대외정책에 별다른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정치, 사상 부문에서의 자유주의적 경향 억제를 위해 이념 면에서 통제 강화 예상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이 개혁 및 개방정책의 계속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불변
예상
- 향후 경제보다 정치 우선을 주장하는 보수파의 발언권이 강화될 경우 대북한 관계는 현재보다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3. 외무부 아주국은 1987.1.27. 장관에게 호요방 사임에 따른 중국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호요방 사임의 배경

- 개혁-보수파 간 노선 투쟁 외에 등소평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실각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는 견해 유력
- 호요방의 군부 장악 실패, 특권 축소로 보수파 원로 지도층의 반발 초래
 후속인사 전망

- 당총서기: 조자양 총서기서리의 정식 취임 가능성
- 국무원 총리: 1987.3.25.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선출 예상
- 중국은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에 대해 기존 개방정책 불변을 강조
- 한국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4. 외무부 아주국은 1987.2.11. 장관에게 조자양 중국당 총서기의 연설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조자양 총서기 겸 총리는 1987.1.29. 구정 단배식에서 4항 기본원칙 견지,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
및 개혁, 개방 방침에 관한 아래 요지의 연설을 시행

- 4항 기본원칙(사회주의 노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공산당의 영도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 및 11기 3중전회 노선의 전면적인 관철
- 개혁, 개방을 위한 정치, 경제 안정 필요
-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이 또 하나의 정치적 운동화 우려 불식
 평가

-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노선,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상, 이념과 개혁, 개방방침의 상호의존 및 결합
중요성 강조
-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의 한계 설정, 정치운동화 방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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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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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아주국은 1987.3.3. 중국(구 중공)의 4대 기본원칙 천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등소평은 1979.3.30. 공산당 이념 원칙에 관한 회의에서 4대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연설 시행

- 취약한 건설 기반, 많은 인구와 부족한 경작지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현대화 건설 착수 필요
- 현대화 달성의 선결 조건으로서의 4대 기본원칙: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
 동 연설의 배경
1338

- 4인방 등 극좌파를 비판하는 1978년 민주화 운동이 서구식 민주주의 요구, 공산당 지도자 체제 거부 등의
상태로까지 확대되어 등소평은 동 연설을 통해 민주화의 한계를 설정
- 등소평은 동 연설에서 4인방, 임표가 추구한 극좌노선 혹은 자본주의 숭배의 극우노선을 공히 견제함과
동시에 4대 기본원칙을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

2. 외무부는 1987.3.11. 최근 중국 정세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현황

- 학생들의 1986.12월~1987.1월 민주화 요구 시위 관련, 약 2개월간 확산되어 왔던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이 다소 소강상태 유지
- 개혁, 보수파 공히 사회주의 이념, 당 영도 확립 및 개혁, 대외개방정책 계속 추진 필요성 인정, 양자의
조화 방법에 이견
- 원로, 보수파의 발언권 강화로 개혁파는 현재 관망 상태
 국내 정세 전망

- 당분간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등소평, 조자양 등이 정치운동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에 따라 정치운동화 가능성 희박
 권력 동향

- 개혁, 보수파 간의 대립 조정 및 균형을 유지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등소평의 위치 부상
- 호요방 사임 후 권력구조는 현재 개편 과정으로 유동적, 불안정한 상태
 대외 관계 전망

-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은 불변 예상
- 중국의 4대 현대화계획 달성을 위한 서방으로부터의 자본, 기술 도입 필요성에 따라 미국 및 서방
제국과의 협력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현상유지 전망

3.	외무부 아주국은 1987.4.7. 중국 부총리 3명의 3.28.자 공동 기자회견 개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기자회견 요지

- 1987.10월 전당대회 시 총서기, 총리 인선 및 정치개혁 방향 결정

- 중국의 독립자주 외교정책 및 반패권주의 정책 불변
-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의 홍콩으로의 파급 방지 강조
- 사회주의 제도의 완성을 통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추진
 평가

- 정국의 안정과 단결 과시
- 이붕(李鵬)의 정치적 비중 확인

4.	외무부 아주국은 1987.3.25.~4.11. 북경 개최 중국 전인대 제5차 연례회의 결과를 4.13. 아래와 같이
 주요 결정 사항

- 1987년도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 승인: 농업 4% 및 공업 7% 성장목표
- 1987년도 국가예산 승인
- 1987.3.26. 가조인된 마카오 장래에 관한 중국·포르투갈 공동성명 심의, 승인
- 차기 (제7기) 전인대 대표 선출: 1988.1월 이전 제6기와 동일 수(2,978명) 선출
- 공안부장, 국가경제체제 계획위원회 주임 등 각료 4명 경질
 평가

- 중국 국내 사태에 대한 외부 우려 진정 및 지도층 단합 과시
- 전인대의 활성화 및 민주적 성격 부각

5.	외무부 아주국은 Garnaut 주중국 호주대사의 1987.3.25.자 중국의 경제개혁, 개방정책 및 호주·
중국 관계에 관한 연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경제개혁 현황

- 농촌 경제개혁은 1979년 이래 우선적으로 착수, 도시 경제개혁은 1984.10월 이후 대대적 착수
- 가격제도 개혁이 경제개혁 성공 여부의 관건
 개방정책 현황

- 1978~86년간 중국의 대외수입은 4배, 수출은 3배 증가
- 부분적인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외환 및 가격제도 등 외국인 투자 장애요소 상존
 최근 국내 사태 평가 및 개혁, 개방정책 전망

- 지난 2년간과 같은 개혁이 지속될 경우, 2천년대까지 생산 4배 증가 목표 달성 가능
- 최근 중국 국내사태 관련, 일부 서방 언론의 과장보도가 있으나,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성격 및 주장은
8년 전과 불변
- 사회주의 명제와 현대화 요구를 조화시키는 정책 및 제도 수립과 관련한 중국의 이념적 딜레마 존재
- 정치체제 개혁 문제 논의는 경제개혁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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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보고함.

중공 정세. 전4권 V.3 5-10월

| 87-123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92 / 21 / 1~245(245p)

1.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상의 1987.6.7.~17. 페루, 에콰도르, 칠레 중남미 3개국 순방 결과임.
 주요 결과

1340

- 국제 문제에서 핵무기 사용 금지를 위한 예비단계로서 국제핵무기감축협정 채택을 제의
- 지역 문제는 미국의 니카라과 및 페루 반정부세력 지원에 대한 반대와 중남미 분쟁의 대외 간섭 없는
평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동 지역 국가들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경제 질서 개편 및 외채상
환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동보조 천명
- 쌍무 문제는 페루 대통령 방중 초청, 경제·과학기술협력 및 교역확대방안 공동 강구에 주력
 평가

- 핵무기감축협정 채택을 제의함으로써 미·소의 INF(중거리핵감축협상) 교섭과 관련한 중국의 평화
이미지 부각
- 지역 분쟁에 대한 외세 개입 반대, 선진국 주도의 현 국제경제 질서 개편을 강조하는 한편 순방국과의 경제·
교역·과학·기술협력 증진에 합의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제3세계 외교 기반을
강화

2. 오학겸 중국 외상의 1987.9.23.자 제42차 유엔 총회 연설 요지임.
 국제 정세 일반, 군축 및 지역분쟁 문제, 국제경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중국의 대내외 정책 설명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 사항

-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대결 축소, 남북한 간 접촉 및 대화 증진을 통해서만 가능
- 최근 북한이 제안한 남북한 양측의 단계적 군비 축소,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미국의 외무장관급
3자회담 등이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기를 희망

3. 외무부는 1987.10.26. 대통령에게 10.25. 개최된 제13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주요 의제

- 지도층 개편, 경제체제 및 정치체제 개혁 문제
 동 대회의 의의

- 1978년 이래 실시해 온 개혁, 개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치, 경제개혁 방향을 설정하며, 동
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지도층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장래와 대외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회의
- 1987년 초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운동으로 인한 보수파의 발언권 강화와 관련하여 금번 지도층 개편을
통한 보수, 개혁파 간의 세력 분포 변화 가능성

4.	외무부는 1987.10월 대통령에게 제13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조자양 당 총서기서리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길로 전진하자’제하의 정치 보고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정치 보고 요지

 평가

- 동 정치보고는 중국의 강한 개혁 의지를 반영
- 특히 사회주의 초기단계 이론을 강조함으로써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공
- 등소평의 확고한 지위 입증: 모택동과 거의 동일한 평가
- 국내 문제에 중점
- 개방정책 지속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는 실질적인 면에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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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가속화 및 심화
- 사회주의 초기단계: 초기단계에서 생산력 증대를 통한 현대화 건설이 급선무이며, 개혁 및 개방 견지,
계획상품 경제 발전, 안정 및 단결이 필수적
- 경제발전 전략: 1단계는 1980년도 GNP 배가 목표 기 달성, 2단계는 2000년까지 1980년도 GNP의 4배
증대, 3단계는 2050년까지 중간 선진국 수준 도달
- 경제체제 및 정치체제 개혁
- 대외관계: 독립, 자주 외교정책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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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11.3. 대통령에게 10.25.~11.2. 북경 개최 중국(구 중공)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지도층 개편 내용

- 당 총서기: 조자양
- 정치국 상무위원: 조자양, 이붕 등 5명, 등소평, 진운, 이선념, 호요방은 퇴진
 지도층 개편 평가
1342

- 등소평과 조자양 총서기 중심의 개혁, 개방 지도체제 기반 구축
- 대폭적인 지도층 세대교체 실현: 80대 혁명 1세대 전원과 70대 대부분이 정치 일선에서 퇴진
- 등소평의 지도층 개편 구상 실현
 중국 대내외 정세 전망

- 동 대회를 통해 이론, 정책, 인사 면에서 개혁파의 입장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향후 정치, 경제체제
개혁 및 대외개방정책 지속 예상
- 보수, 개혁파 간 대립 및 알력 가능성은 상존
- 개혁, 개방정책의 가속화 및 독립, 자주외교 정책의 견지를 확인함으로써 변화 없는 중국의 기존 대외
정책 지속 전망
- 등소평-조자양의 개혁지도체제가 확립됨으로써 한·중국 관계 개선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중국 간 실질관계 증진 기대

2. 외무부 아주국은 1987.10.25.~11.1. 북경 개최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동 대회 직후 11.2. 제13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주요 일정: 정치 보고, 제13기 중앙위원, 중앙고문위원 및 중앙기율검사위원 선출, 당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 서기처 서기 등 선출
 당 지도층 개편: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선출, 정치국 정위원 17명 및 후보위원 1명 선출
 사회주의 초기단계 이론 강조
 정치, 경제체제 개혁
 당 규약 개정
 중국 대내외 정세 전망
 첨부: 조자양의 정치보고 요지, 제13기 중앙위원 및 후보 중앙위원 명단, 중앙고문위원 명단,
중앙기율검사위원 명단

중앙아프리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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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보카사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정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 정당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1987.2.6. 유일 정당인 중앙아민주연합(Rassemblement Democratique CentreAfricain) 창당
대회를 개최하여 콜링바 대통령을 당 총재로 선출함.
 보카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판결이 1987.6.12. 선고되어 사형이 언도되었으며, 11월 대법원은

7.31. 실시하여 대의원 및 국회의장 등을 선출함.

2. 대외 관계
 국제 사회의 대중앙아 원조 지원 현황

- 서독: 광산 장비 등 70만 달러
- 일본: 식량 및 토목 장비 6백만 달러
- 프랑스: 재정 지원 7백만 달러
- 중국(구 중공): 병원 건설 사업을 위한 1천만 달러 상당의 장기 저리 차관 제공
 대중앙아 차관단 회의 개최

- 중앙아는 제네바에서 6월 개최된 동 회의에서 경제개발 계획 추진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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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판결을 확정함.
 보카사 전 대통령이 1965년 의회를 해체한 이래 22년 만에 최초로 신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이집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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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1987년 중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의회 해산 및 국민투표 실시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7.2.4. 대통령령을 통해 의회 해산 여부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2.12.
실시 예정임을 발표한 바, 1984.5월 5년 임기로 개원한 의회는 2.5. 이후 기능이 정지됨.
 2.12.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무바라크 대통령은 2.14. 의회 해산 및
1344

4.6. 의회 선거 실시를 발표함.

- 유권자의 77%가 투표 참가, 89% 찬성

2. 국회의원 선거 실시
 4.6.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400만 명의 유권자가 임기 5년의 448명의 의원을 선출함.
 4.10. 투표 결과 발표

- 정당별 후보 명부에 의한 의석(400명): 국민민주당 308석, 사회노동당 56석 등
- 개인 후보 48석

3. 신의회 개원
 무바라크 대통령은 4.23. 신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이집트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함.

- 국민의 단합 및 안정 호소
- 저해 요소에 대한 단호한 대처 입장 표명

4. 대통령 선거 및 신정부 구성
 의회는 1987.7.6. 임기가 10월 만료되는 무바라크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함.
 무바라크 대통령은 10.5. 국민투표를 통해 재선되었으며, 정부는 대통령 명의 축전을 전달함.
 무바라크 대통령이 10.12. 취임하여 제2기 집권이 개시된 바, 10.13.자로 31명의 각료가 선임되어
신내각이 발족함.

5. 외교관계 재개
 UAE(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사우디 등과 11월 외교관계를 재개함.
 1979년 이래 단절된 GCC(걸프협의체) 6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

이디오피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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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74.9월 군사혁명 이래 집권해 온 군사정부는 1987.2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및 채택,
6월 인민의회 의원 선출, 9.9. 인민의회 개원 및 9.10.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설립 공포를 통해
멩기투스 임시군사정부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민선 정부를 수립함.
 군사정권은 1984.9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인 노동당을 창당하고, 1987.2월 구소련 헌법을

생활양식을 유지함.

2. 대외 관계
 신헌법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평화공존 및 비동맹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멩기스투 대통령은 인민의회 개회식 연설에서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와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인민의회 개원식과 관련하여 대사관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주재 외교단에 대한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한국대사관에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1987.6.1.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확인을
지시함.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8.27. 외상을 면담하여 확인한 바, 초청장 발송 주체인 노동당에서 교통, 숙박 등
사유로 한국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만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해명함에 따라 외무부는 더 이상 동
건을 문제 삼지 않도록 지시함.
- 정부는 멩기스투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및 외상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전달함.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경제개발이 실패함에 따라 경제개발 10개년계획 추진
및 한발, 기아 극복을 위한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지원 획득, 관계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을 계획함.

- 미국에 대하여 접근을 시도한 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2.16. 카터 행정부는 인권 유린을 이유로
에티오피아 신정부의 관계 개선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였음을 보고함.
- 서방 국가들은 신정부의 비인도적 정책, 국내 분배제도의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원조를 제한함.
 에티오피아 내에는 10여 개 이상의 반정부 게릴라 단체가 산재하는 한편 인접국인 수단, 소말리아와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공산권
국가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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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일련의 사회주의화 조치를 추진함.
 정부 지도부는 공산주의보다는 민족주의적 면모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도 친서방적

EC(구주공동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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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의 1984~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임.
1. 구주통합 추진
 1984.6월 실시된 구주의회 선거에서 434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중도우파가 계속 다수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정당별로는 사회당 그룹이 제1정당의 위치를 유지한 바, 자문적 역할에
국한된 구주의회 의원 선거는 회원국 내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는 비공식적
1346

국민투표의 성격을 가짐.
 유럽단일협약(Single European Act)이 1986.2월 채택된 바,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비준으로
발효하며, 아일랜드를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
 구주통합 작업의 한 축으로 회원국 간 정치문제 협력을 위한 구주정치협력협의체(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가 설립되어 주요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한 사전 협조를 통하여 공동보조
내지 통일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동 협의체는 EC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의, 정무국장 회의
및 실무자 회의로 구성됨.

2. 신임 집행위원장 취임 및 한국·EC 관계
 Delors 신임 집행위원장이 1985.1월 취임하여 구주공동시장 및 구주통화제도 완성 등을 목표로
제시함.
 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EC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바, EC는 무역
불균형 시정, 한국 조선업계의 EC 역내 진출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EC 시장에 대한 VTR
수출 문제, 주한 상주대표부 설치,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 개최가 양측 간의 현안 문제로 대두됨.
 EC는 1985.2월 한국산 섬유 제품과 라디오 수신기의 EC 회원국을 통한 프랑스에의 간접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3~4월에는 아크릴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해제함.
 포르투갈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스페인으로의 생산제품 수출 추진에 대해 스페인 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EC 집행위 각료이사회는 1986.7월 회의에서 포르투갈에서 25~40%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품에 한하여 스페인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EC·중국, 일본 관계
 EC와 일본은 1985.11월 동경에서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연간 1백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EC와 중국(구 중공)은 1985.3월 헤이그에서 정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 구주공동체·
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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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4.4.~11. 실시된 피지 총선에서 Bavadra 주도의 야당연합(국민연합당 및 노동당)이 승리하였으며,
신정부는 비동맹, 비핵정책 추진 등을 표방함에 따라 향후 대외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됨.
2. Rabuka 중령 지휘하의 무혈 쿠데타가 1987.5.14. 발생하여 쿠데타 세력이 공공기관을 접수함으로써
전권을 장악함.
 쿠데타 배경

 평가

- 쿠데타 이후 수립될 신정부는 마라 전 수상이 추진해 온 친서방 정책 노선으로 복귀 예상
 정부의 조치사항

- 주피지대사관에 교민 안전조치 지시
- 신정부 승인문제는 주요 관계국들의 반응을 보아 가며 대처

3. 외무부 아주국은 1987.5월 피지 쿠데타 이후 정세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피지군은 5.15. Rabuka 중령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각료회의를 구성하고,
국내 안정 유지와 외국 정부의 승인 확보를 통한 군사정부 수립을 시도
 가닐라우 총독은 군사정부 승인을 거부,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들은 군사정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
 가닐라우 총독은 5.19. 군사정부 내각의 취임 선서를 거부하는 한편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 실시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피지 사태는 일단 수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

4. 외무부 아주국은 1987.5.25. 피지의 대한국 식량 긴급 판매 요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함.
 피지 과도정부 외무차관은 5.24. 주피지대사에게 가닐라우 총독의 긴급 지시임을 전제하고, 한국의
피지에 대한 식량 판매를 요청
 대책

- 피지 측에 한국이 쌀 등 농산물 수입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
- 인도적 견지에서 피지 측이 희망하는 경우 생선통조림 판매 가능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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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독립 이래 피지 원주민의 인도계에 대한 정치적 우위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1987.4월 총선에
서 인도계의 지지를 받는 Bavadra 현 수상이 집권함에 따라 인종 간 긴장이 고조
- 토착 피지계의 군 장악

5. 외무부는 1987.5.26. 대통령에게 피지 사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쿠데타 이후 피지 정국은 총독의 군사정부 인정 거부로 유동적이었으나, 총독과 군사정부 지도부와의
5.22. 아래 합의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

-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
- 과도정부 수립
- 영연방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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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전망

- 쿠데타의 사실상 성공
- 과도정부는 총독, 람부카 중령 및 마라 전 수상의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
 향후 과제

- 총 인구의 43%를 점하는 인도계 피지인의 불만 해소
- 바바드라 전 수상 및 동 지지 세력의 반발 무마
 한국과의 관계

- 피지 원주민계의 권력 장악은 한국의 대피지 관계에 유리한 변화
 가닐라우 총독의 한국에 대한 식량 판매 요청

- 여타 관계국의 동향을 신중히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처

6. 외무부차관은 피지 사태와 관련하여 1987.5.27. Joseph 주한 호주대사와 아래와 같이 면담함.
 Joseph 대사는 호크 호주 수상의 5.21.자 성명 및 Aide Memoir를 수교하고, 한국 정부가 피지
신정부 승인과 관련한 제반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피지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 및 주피지 한국대사관의 피지 총독 지지 메시지 발표를 요청함.
 차관은 한국 정부는 피지 신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 아직 고려해 본 바 없으며,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대외성명은 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밝히고, 피지 총독
지지 메시지 발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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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6.1. 피지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임시정부 승인 문제

- 피지 현 정국 및 각국 반응이 유동적이며, 피지 측으로부터 정부 승인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피지와의 기존 관계를 자연스럽게 지속함으로써 승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함.
- 피지 측으로부터 공식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여타 피요청국 및 관련국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함.
- 피지 측 요청 품목 중 밀가루, 생선통조림 등 수출 가능성을 피지 측에 통보함.
- 수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수출입 업자에게 일임함.

2. 호주, 뉴질랜드 부두노조가 피지 군사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피지 수출 식량 선적을 거부함으로써
식량 위기에 처한 피지 정부는 한국에 식량 긴급 수출을 요청한 바, 호주 노조가 6.1. 선적 거부 조치를
자진 철회함으로써 피지 식량 위기가 해소됨.
3. 외무부 아주국의 1987.7.23.∼9.26. 중 피지 정세 동향 보고서 요지임.
 가닐라우 총독의 6.23.자 사태 수습 방안 발표 이후 피지 정국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온 바,
토착 피지인과 인도계 피지인 간 헌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임시정부는 과거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지나친 정치, 경제적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한편 기존
외교노선에서 탈피한 대외관계 다변화를 추진 중으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 및 피지 재외공관
재배치를 검토 중임.
 7.20. 이후 개최 중인 대족장회의에서 마라 전 수상이 제시한 헌법 개정에 대한 타협안을 채택하여
총독의 헌법 개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일부 강경파 족장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의가 계속됨.
 피지 군 당국은 9.26. 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 정세 상황은 토착 피지인의 정부 지배를 확보하게 하는
헌법 개정 등 쿠데타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 따라 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군이 다시
정부를 장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 동 발표는 9.23. 합의에 의한 과도 연립정부 하에서는 토착 피지인의 정부 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비상조치인 것으로 보임.
- 군부는 향후 정치 일정에 관해 발표한 바는 없으나, 인도계와의 타협에 의한 헌법 개정 재시도보다는
공화정 실시를 추진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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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10.2. 대통령에게 피지 쿠데타 관련 정세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람부카 군사령관 주도로 9.25. 재차 쿠데타가 발생한 바, 군 당국은 9.29. 아래와 같이 발표함.

- 가닐라우 총독 해임 및 람부카 군 사령관을 잠정 정부수반으로 임명
- 헌법 폐지 및 공화국 선포
 쿠데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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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 피지인 대표와 인도계 피지인 대표 간 9.23. 과도정부 수립에 합의
- 동 합의하에서는 토착 피지인의 정부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5월 쿠데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군부가 정부를 재장악
 람부카 사령관이 정부를 일단 장악하였으나, 피지 정국의 안정 회복 여부는 불투명함.
 정부 입장

- 당분간 피지 국내 정세 및 주변국 대응 동향 주시
- 사태 추이를 보아 신정부 승인 문제 검토

2. 주피지대사는 주재국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Cavalevu 재무장관을 통해 탐문한 내용을 1987.11.12.
아래와 같이 보고함.
 신헌법 제정 및 대통령 선출

- 피지 신헌법 기초 완료, 공청회를 거쳐 공포 예정
- 가닐라우 전 총독의 신정부 대통령직 수임 예상
- 람부카 임시정부 수반은 군 사령관직으로 복귀할 예정
 신정부의 대외 경제 관계

- 호주, 뉴질랜드 양국과의 관계 강화
- 동남아 제국과 경제관계 다변화 추구

3. 외무부 아주국은 1987.12.10. 피지 민간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람부카 피지 임시정부 수반은 9.25. 제2차 쿠데타 이후 계속된 군정을 종료하고 12.5. 가닐라우 전
총독을 대통령, 마라 전 수상을 수상으로 하는 임시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함.
 마라 수상은 12.9. 자신이 외상을 겸임하고, 람부카 준장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임시 각료
명단을 발표한 바, 관련국 반응임.

- 호주, 뉴질랜드: 민간정부로의 이양 환영, 신정부 승인 여부는 신헌법 내용에 따라 결정
- 미국: 민간정부로의 이양 환영, 의회민주주의에로 조속한 복귀 희망
- 영국: 피지 문제는 국내 문제임을 이유로 반응 유보

 신헌법 제정과 관련하여 람부카, 마라, 가닐라우 3자 간에 토착 피지인의 정부지배 확보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 세부 사항은 미정임.

- 1987년 말 또는 1988년 초 대족장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예정
- 신헌법에 의한 총선 실시, 신정부 구성 예정
 평가

- 람부카 준장은 내무장관 및 군사령관직을 겸하여 사실상 실권을 장악
- 금번 임시 민간정부는 신헌법에 의한 신공화국 수립을 위한 과도적 성격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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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민간정부는 출범 이래 경제 침체 타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마라 수상은 경제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기구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촉진과 고용 창출 등 경제 회복을 추진 중임.
 현재 신헌법 제정 문제가 각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족장회의 소집도 당분간 미정인 것으로 알려짐.
 현 민간 임시정부의 집권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2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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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 내용임.
1. 시라크 수상 정부는 1986.12월 학생시위 사태 이후 공공 분야 파업 확산에 직면하는 한편 실업문제
및 경제사정 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1988년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있음.
1352

2.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1987.2.28. 유로 미사일 분리협상 제의에 대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수상은 표면적인 의견 일치를 표명하였으나, 행정부와 정계 일부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초당적인 중재자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함.
3. 시라크 수상은 1987.3.17. 특별 전체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의 경제정책과 군현대화 계획법안,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법안 및 뉴칼레도니아 자치권 실시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법안 등을 협의한 바, 동
수상은 최근 빈번한 정부 내 이견 조정과 함께 1988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정부 및 여당 내 단결을
모색함.
4. 시라크 수상은 1987.3.30.~4.1.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및 의회 지도자를
면담하고 군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동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 바, 동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유로 미사일 철수협상에 단거리 핵미사일 균형문제를 포함하였으며, 미국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5. 레이몽 외교장관은 1987.4.2. 소련대사를 초치하여 외교관의 임무와 무관한 활동을 이유로 소련 외교관
3명의 추방을 통보하였으며, 소련은 4.3. 프랑스 외교관 4명 및 기업인 2명을 보복 추방한바, 레이몽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 추방조치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적인 특별조치임을
언급함.

6.	미테랑 대통령과 공존체제를 유지해 온 시라크 수상은 1987.4.8. 의회에서 일반 정책 발표 후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받게 된 바, 시라크 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프랑스 방위계획 및 자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7.	프랑스는 이란대사관 직원의 반테러조사 법정출두 문제를 위요한 외교 분쟁 고조에 따라 1987.7.17.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한 바, 프랑스가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악화된
교착 상태에 처하였으며, 양국은 공관원 철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테러 혐의자 처리 문제로 동
철수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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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는 이란이 프랑스에 대이라크 무기 공급 중지 등 3대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관계 개선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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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감비아의 1987.3.11.자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음.
 대통령 선거에서 Jawara 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5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Jawara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진보당이 31석으로 원내 제1세력을 구축함.
 Jawara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을 건의함.
1354

2. Jawara 감비아 대통령은 1987.3.13. 아래 요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감비아는 비동맹정책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 및 세네갈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함.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다수당제도를 계속 유지함.

3. 감비아 대통령은 1987.4.11.~16.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여 보건, 농업 분야 협력협정(790만 달러
공여) 및 지방 원예사업, 가금사업, 어업 및 벽돌제조업 분야 협력협정 등 3개 협정을 체결함.
4. P. Sey 감비아 외상은 1987.7.3. 주재 외교단을 위한 만찬 시 감비아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한 바, 동 연설
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한반도 위기는 감비아 정부에도 큰 우려 사항임.
 남·북한 양측 간 이해를 보다 심화하기 위한 상호 노력을 지지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기회가 증대되기를 희망함.

5. 세네갈 Fall 외상 및 감비아 Sey 외상은 1987.11.15.~16. 감비아 수도 반줄에서‘세네감비’연방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양국 외상회담을 개최하고, 아래 요지의 최종 합의문을 발표함.
 연방의회에의 법안 제출, 항공운송 및 해상상업 관련 3개 의정서 서명
 세네감비 상임사무국 해체 및 동 사무국 관장 보건, 청년, 문화, 체육 및 농촌개발 분야 업무를
연방으로 이관
 동 사무국의 기타 분야 업무 이관 방안은 12.28.~30. 세네갈 수도 다카에서 관련 후속회의를
통해 협의

6.	감비아 대통령은 1987.12.24. 기자회견을 통해 1988.3월 프랑스 공식 방문 계획을 발표하고, 동 방문
중 국방 분야에서의 원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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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1987.1.25. 실시된 제11대 서독 총선 결과 집권 기민/기사당 및 자민당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콜 수상이 재집권하게 된 바, 콜 수상의 재집권으로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아래 정책 기조가 예상됨.
 대외 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체제 내에서 EC(구주공동체)의

2. 구주지역 내 중거리 탄두의 제거 및 감축협상을 재래식 무기 및 단거리 탄두와 분리하여 협상하자는
소련의 1.28.자 Zero Solution 제의와 관련하여 겐셔 외상은 1987년 내 구체적인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3. 수상으로 재선된 콜 수상은 1987.3.11. 바이체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겐셔 외상 등 대부분
각료를 유임시키는 한편 4명만 교체함.
4. 바이체커 대통령은 Klein 경협장관 등을 대동하고 1987.3.16.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및 과테말라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하여 남미 제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추진함.
5. 1964년 이후 23년간 사민당을 이끌어 온 브란트 사민당수는 1987.3.23.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수직을 사임한 바, Vogel 당수가 후임으로 선출되어 부당수 2인과 함께 3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6. 오학겸 중국 외교부장은 1987.3.23.∼24. 독일을 방문하여 콜 수상 및 겐셔 외상과 회담을 갖고, 동·서
군축회담, 소련의 국내 개혁, 중국의 문호개방정책, 콜 수상의 방중 등 양국 관계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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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적 통합을 통한 유럽의 안정 및 번영 추구
 동·서독 관계: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분단 극복
 국내 정책: 실업 문제 해소,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7.	베를린시 750주년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1987.5.1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5.26.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6.12.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각각 베를린을 방문하여 독일과의 결속 및 서베를린 안전에 대한 서방
3국의 책임을 확인함.
8.	콜 수상 및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양국 간 여단 규모의 합동 전투부대 창설에 합의하고, 10년간 양국
군대를 상호 교환 파견하기로 결정함.
1356

9.	바이체커 대통령은 겐셔 외교장관을 대동하여 1987.7.6.∼11. 소련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에 기초한 유럽 평화 유지, 동·서구 간의 경제기술협력 증진 및 INF
(중거리핵전력) 협상에서의 Pershing-1A 배제 문제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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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81.11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Rawlings 국가원수는 수차에 걸친 쿠데타 기도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통치 기반을 강화함.
 동 국가원수는 1986.12.31. 방송 연설에서 민주화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1988년도 4/4분기에
지방의회 선거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혁명 이후 최초로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및 추후

경제 호전이 예상됨.

2. 대외 관계
 친사회주의 혁명노선 및 적극적인 비동맹노선 견지와 함께 아프리카 단결을 위한 노력에 대외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실리 정책을 추구함.
 구소련, 쿠바 등 공산권 국가와의 협력 관계 구축과 함께 서독, 일본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모색을 추진함.
 인접국인 토고 정부는 1986.9월 발생한 쿠데타 기도에 가나와 부르키나파소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따라 가나와의 국경을 폐쇄하였으나, 1987.5월에 국경이 재개되어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완화됨.
 남·북한 문제에 대하여 등거리 중립 입장을 견지하나,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평가하여 경제적
실리 추구 차원에서 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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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의한 의회 구성 가능성 등 긍정적인 정세 발전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1983년도 한발 등 경제 위기에 처한 바 있으나, 1984년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과테말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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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1986∼87년 중 주요 정세 동향 보고임.
1. 과테말라 외무성은 1986.12.29. 영국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선언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과테말라와 영국 양국은 1986.12.29.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영국 정부는 벨리즈 영유권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할 것임.
 양국은 편리한 시기에 대사를 상호 임명할 것임.
1358

2. Cerezo 대통령이 1987.2.21.~27. 페루,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공식 방문한 바, 동
대통령은 페루 방문 시 Garcia 페루 대통령 집권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아르헨티나 방문 시에는
아르헨티나 측과 과테말라 개발계획을 위한 차관협정 및 문화협정에 서명함.
3. Cerezo 대통령이 1987.3.29. 니카라과를 방문하여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과 회담한 바, 동 회담에서
양측은 중미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하고, 1987.6월 과테말라 Esquipulas에서 개최 예정인
중미 5개국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함.
4. 과테말라 외무성은 1987.4.24. 유고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한 바, 동 외교관계 수립은 과테말라의
실리외교에 입각한 문호개방정책의 일환임.
5. 과테말라의 공무원 노조는 1987.4.27. 전면적 파업을 선언하였으며, 동 파업이 재무성, 공공사업성,
문화성 및 보건소, 초중등학교 공무원까지 확산됨.
6. Cerezo 대통령이 1987.5.13.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Reagan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미 평화문제,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함.
 Reagan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니카라과에 대한 민주화 조치 압력 노력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과
보조를 같이하여 줄 것을 요청함.
 Cerezo 대통령은‘적극적 중립정책’
을 내세워 중미문제는 외교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됨.

7.	과테말라 정부는 1987.10.7.~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좌익 게릴라 단체인 국민혁명연합 대표와 평화
회담을 개최한 바, 동 회담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과테말라의 민주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상호입장을 타진하는 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됨.

홍콩 장래문제 관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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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장래 문제에 관한 2개 위원회가 1984∼87년 중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영국·중국(구 중공) 공동연락위원회(1984~87년)
 위원회 주요 기능

- 공동선언 실시에 관한 협의
- 1997년 정권 이양에 관한 사항 토의
- 쌍방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토의
- 제1차 회의: 1985.7.22.~25. 런던
- 제2차 회의: 1985.11.26.~29. 베이징
- 제3차 회의: 1986.3.11.~14. 홍콩
- 제4차 회의: 1986.7.22.~25. 런던
- 제5차 회의: 1986.11.25.~28. 베이징
- 제6차 회의: 1987.3.17.~20. 홍콩
 법률전문가 소위원회 개최

- 제1차 회의: 1986.5.21.~23. 홍콩
- 제2차 회의: 1986.6.16.~21. 베이징

2. 홍콩 기본법 기초위원회(1985~87년)
 위원회 업무 일정

- 1988년 초까지 기본법 초안 완성
- 1988년 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후 기본법 초안 공포
- 1990년 상반기 중 전인대 최종심의 후 기본법 공포, 확정
- 1997.7.1.부터 기본법 적용
 본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1985.7.1.~5. 베이징
- 제2차 회의: 1986.4.18.~22. 베이징
- 제3차 회의: 1986.11월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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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개최

홍콩 장래 실무대책반 회의

| 87-125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93 / 15 / 1~175(175p)

홍콩의 1997년 중국(구 중공) 반환에 대비한 홍콩 장래 실무대책반 회의가 1986~87년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실무대책반 구성
 반장

- 외무부 동북아2과장
1360

 반원

- 외무부 동북아2과 직원 2명, 통상정책과 직원 1명, 재외국민과 직원 1명
- KIET(산업연구원) 직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

2. 실무대책반 회의 개최
 제1차 회의(1986.5.30.) 의제

- 향후 홍콩대책반 운영 방안 보고
- 1986년 중 정기회의 일정 및 연구과제 결정
 제2차 회의(1986.7.24.) 의제

- 한국·홍콩 민간경협위원회 구성 문제
- 중국의 제7차 5개년계획
 제3차 회의(1986.9.10.) 의제

- 중국의 기계공업
- 마카오 장래 문제 및 대응 방안
 제4차 회의(1986.10.30.) 의제

- 중국의 경제특구
- 대중국 통상진흥정책
 제5차 회의(1986.12.18.) 의제

- 홍콩을 통한 한국·중국 교역
- 대중국 교포대책 및 활용 방안
 제6차 회의(1987.2.19.) 의제

- 중국·일본 수교 이전 양국 경제관계
- 홍콩기본법 제정 추이
 제7차 회의(1987.5.12.) 의제

- 한국 전자산업의 대중국 진출 양태
- 중국의 기계산업
- 중국 내부 정세 최근 동향

아이티 정세

| 87-125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담당관실

MF번호

2017-93 / 16 / 1~148(148p)

아이티의 1987년 중 주요 정세 동향 보고임.
1. 아이티 국가평의회는 1987.1.5. 외상, 공보상, 문교상, 법무상 등 4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신임 외상에는 온건한 직업군인인 현 공보상 Abraham 대령이 임명됨.
2. Namphy 국가평의회 의장은 1987.2.7. Duvalier 정권 실각 1주년을 맞아 아래 민주화 일정을 추진할
 1987.3월 신헌법 통과
 1987.7월 지방선거 실시
 1987.11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실시

3.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1987.3.29. 실시되어 99% 이상의 찬성으로 동 신헌법이 통과됨.
4. 아이티 국가평의회가 1987.6.22.자로 3.29. 채택된 신헌법에 따라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박탈하고 국가평의회가 선거 관련 모든 권한을 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57개 민간, 종교, 정치단체 연합체인 전국민주세력위원회가 동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반정부 총파업에 돌입함.
 이에 따라 국가평의회는 7.2. 동 선거법을 폐지하고 선거법 및 지방선거 일자에 관해 임시선거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함.

5. 국가원수인 Namphy 국가평의회 의장(육군중장)은 신헌법에 따라 1987.11.6. 군총사령관직에 취임함.
 군총사령관직은 과거의 군 직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군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헌법이 새로이 창설한 것임.

6. 국가평의회는 1987.11.29. 민주화 일정에 따라 실시 중이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폭력사태 야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동일 발표함.
7. 국가평의회는 1987.12.9.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대통령 선거: 1988.1.17.
 대통령 취임: 1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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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재차 공약함.

인도 정세

| 87-125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93 / 17 / 1~177(177p)

인도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인도 외교장관은 1986.12.23. 미얀마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협정에 서명함.
2.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1986.11월 인도 방문 이후 양국 관계 동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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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협력: 인도가 주문한 미그기 40여 대 중 1차분 12대를 인수함.
 경제과학기술협력: 소련이 제의한 인도 내 국제우주센터 설립문제 협의를 위해 소련 과학원장이
1987.2월 중 인도 방문 예정임.

3.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은 65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1987.2.21. 인도를 방문하고 간디 수상과의
정상회담, 싱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가진 바, 정상회담에서 접경지대 군사 긴장상태 완화 등 상호 신뢰
구축 방안에 관해 논의함.
4. 시크교 과격분자들이 1987.3.2. 힌두교도 13명을 살해한 데 이어 3.7. 시크 사원에서 경찰 4명을 사상하는
등 반정부 테러 행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크교 온건파인 집권 아칼리달 측은 3.8. 이후 대중집회를
개최함으로써 펀자브주 시크교도 소요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5. Indian Express지는 1987.3.13. 싱 대통령의 간디 수상 앞 3.9.자 서한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그간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된 대통령과 수상 간의 불화가 정치적으로 표면화됨.
6. 재무성이 외화를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 기업에 대한 비밀조사를 위해 미국의 사설
흥신회사를 고용한 것과 관련하여 4월 의회 및 언론 등에서 정치 문제화되고 있음.
7. 인도와 중국(구 중공)은 1987.5.27. 북경 개최 양국 무역회담에서 양국 간 제2차 무역의정서를 체결한 바,
동 의정서는 무역 확대를 위한 지원 및 합작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함.
8. 라지브 간디 수상은 1987.7.2.∼4. 소련을 방문하여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군축, 지역분쟁 및
안보,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지도체제 강화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유엔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함.
9.	1987.7.16.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 Venkataraman 현 부통령이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신임
대통령은 7.25. 국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함.

인도네시아 정세

| 87-125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94 / 1 / 1~173(173p)

인도네시아의 1987년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87.4.23.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 GOLKAR(직능그룹)의 압승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10.1.
개원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동 개원식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국정 지침을 발표함.
 정·부통령 선출 권한을 가진 MPR(국민협의회)는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1988.3월 임기 5년의 정·부통령을 선출할 예정인 바, 수하르토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약화 및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2. 대외 관계
 인도네시아는 능동적,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기조하에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협력체제 강화, 경제 실리외교 및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를 추구함.
 지역분쟁 관련 입장

- 캄보디아 문제에 대하여 유엔 총회 및 ASEAN 외상회의 결의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면서 대베트남
협상의 당사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 중임.
-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반대하며, 1980.5월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음.
 정상회담 외교 현황

- 1월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문
- 2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방문
- 3월 탄자니아 대통령 방문
- 11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호주 및 소련 외상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1986.7.28.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이후 아·태지역 전략을 강화한바,
ASEAN에 대한 접근책의 일환으로 소련 외상이 3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자 관계 및
캄보디아 사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분쟁, 비핵지대 설치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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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시됨.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1인 장기 집권, 입법부의 2원화에 따른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이라크 정세

| 87-125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94 / 2 / 1~28(28p)

이라크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주요 외국 인사의 이라크 방문 현황임.
 Habre 차드 대통령은 이슬람 정상회의 참석 후 1987.1.29. 이라크를 방문, 후세인 대통령과
양국관계, 아랍 및 이슬람 정세를 논의함.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이슬람 정상회의 참석 후 1.29. 이라크를 방문, 후세인 대통령과 오찬
1364

정상회담을 개최함.
 루마니아 부수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9차 이라크-루마니아 공동위원회 대표단이 1.31. 이라크를
방문, 2.1.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Yassin 수단 국가평의회 위원 일행이 1.31. 이라크를 방문, 무역장관, 건설장관 등을 면 담함.

2. 이라크 정부는 1987.3.23.자로 광공업, 석유, 교통체신부 등 3명의 장관을 경질함.
3. 후세인 대통령은 공군 창설 56주년 기념일인 1987.4.22. 유공 조종사 훈장 수여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향상된 공군력에 대해 극히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함.
4. 미국 국무부 Murphy 중동담당 차관보는 1987.5.11. 후세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동 친서는 양국 관계,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란·이라크전 종식 및 포괄적 평화 실현 노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Murphy 특사의 방문 중 미국 측의 대이란 무기판매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및 대이란 금수 노력 언질 등에 따라 이란 게이트로 침체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5. 일본 자민당 요시야키 부간사장은 일본·이라크 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라크 국경일 경축 목적으로
1987.7.15. 이라크를 방문, 제1부수상, 국회의장, 외교장관 및 부통령 등을 예방함.
6. 일본·이라크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이라크를 방문한 쿠리야마 일본 외상은 1987.11.22. 라마단
제1부수상을 면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이란·이라크전 등에 관해 논의함.

이란·이라크 전쟁관련 동향. 전2권 V.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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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94 / 3 / 1~169(169p)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1987.1월 중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이란대사대리 및 주바그다드총영사의 관련 보고임.
 이라크 국방상의 기자회견(1986.12.30.)

- 최근 이란 공세 현황 분석,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 부인
- 이라크의 종전 조건: 무조건 휴전, 양군 철수, 선린관계 수립, 내정 불간섭 및 상호 정치제도 존중 등
 양국의 전황 발표
 주이라크 소련대사의 기자회견(1987.1.13.)

- 동 분쟁의 조속한 종식을 강력히 촉구, 협상을 통한 포괄적이며 정당한 해결을 강조
- 군사적 해결책은 국제법 및 협약, 특히 주권, 영토보전 및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해결을 저해
- 소련은 동 분쟁의 해결 모색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포함한 건설적 노력에 대해 모든 지원을 제공할 용의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동 분쟁 종식 및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이란 국민에 대한 공개 메시지
발표(1987.1.21.)

2. 주유엔대사는 1987.1.15.~16. 안보리의 이란·이라크 전쟁 상황에 대한 이사국 간 비공식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안보리 의장은 최근 동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 표명
 안보리 결의 582 및 588(1986년)에 의거하여 이란, 이라크 양측이 즉각 전투행위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3. 주미대사는 1987.1.23. 레이건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대이라크 공세 등 동 분쟁 관련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최근 이란 측 공세 등에 따른 확전에 대한 우려 표명
 동 분쟁의 지속은 동 지역 및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 협상에 의한 조기 종식
촉구, 이란의 이라크 영토 점령 규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의 자유수송 보장 촉구, 걸프만 지역
국가의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 지지

4. 주유엔대사는 1987.1.23. 안보리 결의 552(1984년)에 의거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제출한 동
분쟁 관련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송부함.

13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양측 사상자, 포로 수, 군사장비 피해 현황 등

 1986년 중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 상선 공격 사건 현황
 한국선적 유조선에 대한 1986.3.20. 미사일 공격 사건도 포함.

5.	주벨기에대사는 1987.1.26.~27. 개최 EC(구주공동체) 각료이사회가 동 분쟁 관련 아래 선언문을 채택
했음을 보고함.
 당사국 간의 적대행위 즉시 중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요청, 화학무기 사용 비난, 제네바 의정서를
1366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 1986.4.8.자 EC 각료이사회 성명문 환기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계속 지지

6.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7.1.29. 제5차 이슬람정상회담에서 아래 요지의 성명을 채택했음을 보고함.
 즉각적인 분쟁 종식, 양국 군 철수, 포괄적 포로 교환, 평화협상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회원국들이
집단적인 분쟁 종식 노력을 촉구
 정당하고 포괄적인 중동평화를 위한 유엔 주관하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 필요성 강조
 이라크 정부는 동 정상회담이 이라크의 종전 조건을 기초로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큰 성과로 평가

이란·이라크 전쟁관련 동향. 전2권 V.2 2-7월

| 87-125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94 / 4 / 1~186(186p)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1987.2∼7월 중 주요 정세 동향임.
1.주이란대사대리 및 주바그다드총영사의 관련 보고임.
 양국의 전황 발표

- 양측 사상자, 포로 수, 군사장비 피해 현황 등
 소련 외무성 대변인 발언(2.4.)

 유엔 사무총장의 프랑스 방문(2.4.~5.)

- De Cuellar 사무총장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및 시라크 수상 면담 시 이란이 종전 협상을 수락하도록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희망함을 언급
- 미테랑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
 이집트의 대이라크 지지 표명(2.7.)

- 이집트 공보위원장은 동 분쟁은 이라크 및 전체 아랍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함을 강조하고,
이집트의 아랍 공동방위조약에 대한 공약 준수를 다짐
 아랍연맹은 아래 요지의 동 기구 각료회의 결의문을 안보리 회원들에게 배포(4.16.)

- 이란에 대해 동 분쟁의 평화적 종식 및 유엔헌장, 국제법, 1986.2.23.자 안보리 결의 582호에 기초한 평화
수락을 촉구
-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에 따른 군대의 전면 철수, 전쟁포로 상호교환, 상호
내정불간섭, 평화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안보리 개입을 촉구
 아랍연맹 대표단의 방미(5.7.~8.)

- 북예멘 Al-Iryani 외상 등 대표단은 방미 중 미국 측과 동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해
종식되어야 함에 합의
- 미국은 이란이 평화협상에 응할 때까지 대이란 무기금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 표명
 최근 걸프 정세(5.24.)

- 동 분쟁은 최근 걸프만 운항 선박에 대한 공격 격화 등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으로 발전 추세
- 미국, 소련 등 강대국 및 걸프만 연안 국가들에 의한 원유 수송 및 선박 자유항행 보장과 전쟁 종식
노력 등 대응책이 필요

2. 주유엔대사는 1987.2.20. 주유엔 ICRC(국제적십자사)가 최근 동 분쟁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되고 있음에 따라 양 당사국에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2.11.자 호소문을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에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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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이슬람정상회담 결과에 만족 표명, 동 분쟁에 관한 소련 입장과 ICO(이슬람정상회의) 입장이
상호 일치함을 강조

3.	주미대사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7.2.25. 동 분쟁 관련 성명을 통해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대이란 금수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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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하여 1987.5.17. 발생한 미군 함정 STARK호 피격 사건 경과임.
1. 사건 개요
 피격 일시

- 1987.5.17. 자정경
 피격 위치

- 바레인 동북방 135km 해역
- 이라크 공군 소속 전투기 2대가 발사한 Exocet 미사일에 의해 STARK호가 피격되어 3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2. 관계국 반응
 미국

- 적대 행위가 아닌 국적 오식 또는 단순한 기계 조작상 실수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
-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배상 요구
- 조기 종전 필요성 강조 및 미 함대의 경계 강화 지시
 이라크

- Hussein 이라크 대통령의 Reagan 미국 대통령 앞 사과 친서 전달
- 미·이라크 공동조사 제의
- 유가족에 대한 배상
 이란

- 강대국도 페르시아만 내에서는 안전하지 못함을 주장
- 미·소의 대이라크 지원 즉각 중단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의한 반시오니즘 운동에 대비한 계획적 사건임을 주장

3. 평가
 페르시아만 내 미국 함대는 이라크를 지지하는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을 내왕하는 선박들을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라크 공군기가 미 군함을 고의로 폭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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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이란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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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중동국은 1987.3.26.자 튀니지의 대이란 국교 단절과 관련하여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국교 단절 발표

- 튀니지 외무성은 3.26. 주튀니지 이란대사관이 튀니지 과격 종교분자를 이용한 정부 전복 등을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이란 국교 단절을 발표
 국교 단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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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호메이니 집권 이래 아랍제국의 과격 회교종파와 연계하여 이란 혁명수출을 위해 주력
- 튀니지는 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이라크를 공개적으로 지지
 향후 전망

- 튀니지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회교 과격파 활동 진압 강화를 통해 정국 불안 요인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란 회교혁명 확산을 위한 회교 과격파의 아랍제국 내 활동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

2. 주모리타니대사는 1987.6.28. 주재국 외무성이 이란이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협상을 계속 거부해
왔음을 이유로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했다고 보고함.
 주바그다드총영사는 모리타니의 대이란 단교조치와 관련하여 이라크 외무성이 6.29.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고함.

- 동 단교는 이란의 팽창정책이 이라크 및 아랍국가 전체의 안보와 독립을 위협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을 반영함.
- 아랍 국가들의 연대성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함.

3. 외무부 중동국은 1987.7.17.자 프랑스-이란 단교와 관련하여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외교관계 단절 발표

- 주프랑스 이란대사관 직원의 반테러조사 법정출두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외교 분쟁이 고조되었으며,
프랑스 측은 7.17.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
- 이란도 동일자로 단교 발표
 영향

- 레바논 내 피랍 프랑스 인질 6명의 신변에 대한 위험 증대 및 주이란 프랑스 외교관에 대한 인질 기도
가능성
 최근 각국의 대이란 외교조치 현황

- 영국: 1987.6월 주이란 이익대표부(주스웨덴대사관) 내 외교관 17명 철수
- 튀니지(1987.3월) 및 모리타니(1987.6월): 대이란 외교관계 단절
- 이집트: 회교혁명 수출을 이유로 1987.5월 주카이로 이란 이익대표부 폐쇄

이스라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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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1987년 중 주요 대외관계 동향임.
1. 1973년 중동전쟁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1978년
Camp David 협정 체결 및 1982.4월 시나이 반도 철군으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같이 중동전쟁 후 단교한 5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복교에 성공함.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및 카메룬과 1982~86년 중 복교
 이작 샤미르 이스라엘 총리는 1987.6월에 카메룬, 토고 등 5개국을 순방하여 토고와 복교하는
한편 카메룬과는 이스라엘 내 대사관 설치에 합의함.

3. 중국과의 통상 분야 비공식 접촉이 2년간 증가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1987.3월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양국 간 비밀 군사협력에 관한 추측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중국의
이스라엘로부터의 무기 수입설을 보도함.
4. 소련과의 1986.8월 헬싱키에서의 영사급 관계 수립을 위한 회담 개최에 이어 1987.3월 소련 내 유대인
이주 협상을 위한 영사대표단 상호 교환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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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구 중공), 소련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래와

일본의 대외 어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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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984~87년 중 대소련 어업관계 동향임.
1. 일·소 어업합작에 관한 1984.1.19.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일본 주재 소련대사관 Galagan 어업문제 담당 참사관은 1.18.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소련이
제안 중인 일·소 합작 어업회사의 설립 구상에 관해 어획으로부터 가공, 수송, 어선 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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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광범위한 계획임을 밝힘.
 일본 국내는 물론 소련 내에도 설립하고자 한다는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는 바, 소련 정부가 자국
내 합작회사 설립의 구상을 밝힌 것은 최초임.
 동 참사관은 1983년 말 타결된 일·소 잠정어업협정이 건설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등 정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부정함.

2. 일·소 어업교섭 타결에 관한 1985.2.1.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동 교섭 타결을 위해 방소 중인 사토 농무상이 1.31. 카멘쉐프 소련 어업상과의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실무 레벨 협의에서 정식 타결됨.
 동 합의의 주요 내용은 쌍방의 어획 할당량을 공히 60만 톤으로 하여 게, 소라, 새우는 일본 수
산회와 소련 어업선박공단의 협의에 위임하며, 1985년도에 한해 소련 어선의 미야기현 시오가마항
기항을 인정한다는 것임.

3. 1986년도 일·소 잠정어업협정 타결에 관한 1986.4.16. 주삿포로총영사관의 보고
 일·소 양국 간 1986년도 200해리 수역에서의 어획량 및 조업조건 결정을 위한 동 잠정협정
교섭이 4.12. 모스크바에서 타결됨.
 연도별 양국 어획 할당량은 아래와 같음.

- 일본에 대한 소련 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 1985년 60만 톤, 1986년 15만 톤
- 소련에 대한 일본 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 1985년 60만 톤, 1986년 15만 톤
 1986년도 어종별 어획 할당량: 현재 양국 간 실무협의 중임.

4. 일·소 어업교섭의 영향에 관한 1987.1.6. 외무부의 주일본대사관 및 주삿포로총영사관에 대한 지시
 일·소 양국의 1977년 각기 200해리 선포 이후 소련 200해리 수역에서 급격한 조업 감축을 겪어야
했던 일본은 1986.11.25.~12.6. 동경 개최 어업교섭을 통해 1987년의 경우 지난해 15만 톤의
두 배가 되는 30만 톤 어획 할당량과 1,600척 조업 조건으로 예년에 비해 호조건으로 타결함.
 일본 측이 1986년 한·일 어업교섭에서 북해도 등 주변 수역에서 한국 어선 조업 제한 강화를
시도한 데에는 상기 대소 어업교섭에서의 조업 감축도 주요한 배경임을 주장하였는 바, 금번
대소 교섭 타결이 향후 한국과의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바람.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및 다께시다 내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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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7.10월 작성한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선출 경위 및 취임 일정

- 그간 다케시다, 아베, 미야자와 3인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결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나카소네
수상에게 차기 총재 지명을 일임하기로 합의
- 나카소네 수상은 1987.10.20. 다케시다 자민당 간사장을 차기 총재로 지명, 10.31. 자민당 전당대회
개최 시 신임 총재 정식 취임 예정
- 11.6. 특별국회 소집, 새 총재를 수상으로 선출
- 나카소네 수상은 최대 파벌인 다케시다를 배제할 경우의 후유증을 고려, 실세를 존중하여 다케시다로 결정
 향후 일본 정국 전망

- 전반적으로 불안정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금번 총재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나카소네 수상이 향후 당,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전후 정치 1세대가 정계 일선으로부터 후퇴하고, 세대교체의 정착 예상
 대외관계에의 영향

-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한·일 간 우호협력관계 계속 유지 및 발전이 전망되나, 1980년대 초
이후의 한·일 관계가 나카소네 수상의 개인적인 의지 등에 기인한 바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에 반영될 가능성
- 대외관계에 있어 일본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은 나카소네 수상의 외교노선 답습 예상

2. 외무부가 1987.11월 작성한 일본의 다케시다 신내각 발족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일본 특별국회는 11.6. 다케시다 총재를 제74대 수상으로 선출
 동 수상은 동일 저녁 조각을 마치고 신내각 발족

- 미야자와 현 대장상이 부총리 겸 대장상으로 승격, 외상에 우노 전 통산상 임명 등
 새 내각의 특징

- 종전의 예에 따른 파벌 간 안배로 거당체제 구성 시도 및 나카소네 전 수상의 대내외 정책 계승 의지 반영
 한·일 관계에의 영향 및 대책

- 1980년대 이후 안정 기조에 따른 우호관계가 기본적으로 유지될 전망
- 동 수상의 조기 방한 추진, 대통령 특사(박태준 포철회장)의 신임 수상 예방 등을 통한 양국 우호관계
의 발전 도모

3.	박태준 회장은 1987.11.7. 이규호 주일본대사와 함께 다케시다 신임 수상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와
함께 축하 인사를 전달한 바, 동 수상은 자신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사마나겐 출신으로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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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7.4월 작성한 4.12.자 일본 지방선거 결과 및 일본 정국 전망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선거 개요 및 결과

- 현 지사 13명 및 44개 都, 道, 府, 縣 의원 2,670명 선출
- 지사 선거 결과는 현상 유지
- 지방의원 선거는 자민 후퇴, 혁신계(사회, 공산) 신장, 중도계(공명, 민사) 현상유지
 자민당의 후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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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상세(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 주효, 최근의 미·일 경제마찰 심화도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
- 1986.7월 총선에서의 대승으로 정점에 오른 자민당세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반영
 나카소네 수상의 입지

- 매상세 법안 강행 통과 또는 철회 시 인책 압력 가능성 등 동 법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
 일본 정국 전망

- 야당의 대여공세 강화, 정국 혼란 장기화 및 매상세 법안의 처리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카소네
수상의 조기 퇴진 압력 가중 예상
- 차기 총재 후보인 다케시다, 아베 및 미야자와 등 새로운 지도자 3명이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차기
총재 선거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10월 말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할 가능성

2. 박수길 외무부차관대리의 1987.1.24.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면담 요지임.
 일본대사는 동일 오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가 소집되어 방위비의 한도에 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하고, 1986년 방위비의 GNP 1% 한도 결정 이후 1987년 방위비를
GNP의 1.004%로 책정하여 1% 한도를 수정하게 된 것은 일본의 방위정책이 과거와 달라지거나,
군사대국이 되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함.
 박수길 차관대리는 일본 정부가 1% 한도를 지키느냐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주변 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3. 주일본대사는 1987.11.4. 나카소네 수상의 동일 고별 기자회견 시 언급 요지를 아래 보고함.
 외교정책

-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안정된 외교노선 견지가 바람직하며, 이는 일본의 운명에 관한 것임
- 특히 주변 제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일본이 피해를 준 바 있음에 따라 동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감안해야 할 것임.

 총리 재임 기간 중의 회고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983년 소련기에 의한 KAL기 격추 사건으로 정보가 충분치 못하여 국민에게
동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으며, 소련 비행사의 교신 녹음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공개했는 바, 일본으로서는 큰 중대한 결단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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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서의 1984∼87년 중 외국인 피랍 및 석방 현황임.
1.1984~85년도 피랍 외국인 현황
 석방(24), 사망(2): 소련 외교관 1명, 네덜란드 성직자 1명), 억류(15)
 국별 현황: 미국(6), 프랑스(4), 영국(1), 이태리(1), 스페인(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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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년도 억류 및 석방 현황
 국가별 억류 현황(11.3. 현재): 미국(5), 프랑스(8), 영국(2), 이태리(1), 아일랜드(1), 한국(1) 등
 석방

- 2.19. 스페인 외교관 3인
- 6.20. 프랑스 기자 2인
- 7.2. 미국인 1인
- 11.2. 미국 교수
- 11.10. 프랑스 사업가
 납치 단체

- Islamic Jihad Organization, Islamic Jihad, Islamic Liberation Organization 등
 석방 교섭 및 배경

- 납치 단체와의 공식 접촉 없이 간접 노력 경주
- 미국과 프랑스의 이란 및 시리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

3. 1987년 억류 현황
 국가별 억류 현황(8.20. 현재): 미국(8), 프랑스(6), 영국(3), 아일랜드(1), 이태리(1), 서독(2), 인도(1),
한국(1) 등
 석방

- 2.25. 미국인 교수, 인도인 교수 등 4명

레바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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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레바논 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동향
 PLO 당국은 1.28. 아랍연맹 7인 소위원회 등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Maghdusha시로부터 철군
결정을 발표함.
 이스라엘 해군은 2.6. 상선 편 레바논 향발 50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 체포를 발표함.
 남부 베이루트 PLO와 회교 시아파 민병대 Amal 간의 충돌 종식을 위한 협상이 2.11.∼12. 개최됨.

 Shamir 이스라엘 수상은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하면 미국이 레바논 내 군사작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함.(2.4.)
 미국은 인질범 살해 위협에 대비하여 레바논 인근 지중해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함.(2.5.)
 미국은 2척의 항공모함 지중해 배치 재조정 계획을 발표함.(2.13.)

3. 시리아 병력의 레바논 진주
 레바논 정부의 요청으로 시리아 병력 4,000여 명이 2.22. 서베이루트에 진입하여 레바논 내
시리아군은 7천 명으로 증가함.
 시리아 군대는 서베이루트 지역 54개 민병대 사무실을 폐쇄하는 한편 20여 명을 사살하고, 20여
명을 체포함.
 이스라엘 공군은 7.3. 남서부 베카 지역의 시리아 국가사회주의당 기지를 공습함.

4. 국내 정세
 서부 베이루트 지역에서의 2.9. 자동차 폭탄 테러로 16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함.
 회교 시아파 민병대 Amal과 레바논 공산당 간의 중무장 교전이 2.15.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함.
 수상, 국회의장 등 지도부는 3.1. 시리아 부통령 등과의 회동 후 12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함.
 친이란 회교 시아파 헤즈볼라 게릴라는 12.21.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South Lebanon Army
민병대와 충돌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미국의 무력 개입 관련 레바논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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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관계
 Gemayel 대통령은 2.12.부터 벨기에, 영국, 프랑스 3개국을 아래와 같이 방문함.

- 벨기에: 산업 육성, 의료 및 식품 공급, 농촌 개발 등 협의
- 영국: 대처 수상 등 면담
- 프랑스: 인질 문제, 유엔평화유지군 협의
 동 대통령은 10.2. 스위스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10.24.부터 이집트,
1378

UAE(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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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주라이베리아대사의 1986년도 하반기 동향 보고
 정치

- 제2공화국 출범 1년 경과, 비교적 안정적 정세 유지
- 야당 탄압 및 언론 자유 침해 사례 발생
- UPP 창당 등 4개의 야당 공존
- 지나친 해외 의존성이 취약점으로 작용
- 목재, 커피 등 수출품의 가격 호조로 경기 회복 추세

2. 도우 대통령의 1987.1.19. 기자회견 내용
 미국 정부에 대해 라이베리아 내 Omega Navigation Station 등 미국 정부 시설 사용료 지불 촉구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미국 정부에 대해 몬로비아 항구
건설 부채 탕감 요구

3. 1987년 중 2차 개각
 3.25.∼26. 재무, 노동, 공보, 경제기획, 농촌개발, 상업교통, 체신장관 경질
 11.3. 노동, 운수, 체신, 청년체육장관 경질

4. 경제재건 조치 발표
 1987.6.25. 이래 수차례의 비상각료회의 개최 후 경제재건 조치 발표

- 공무원 봉급조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별 경제재건 계획 수립
- 시멘트, 밀가루 등 주요 상품 수입제한 철폐 및 수입부가세 완화
- 대통령 및 각료의 해외여행 중지
 각료회의는 상품 수입 부정에 연루된 레바논 상인 2명의 추방 및 재산 몰수 발표

5. 부정 혐의 관련 외상 해임
 Blamo 외상은 항만관리청장 재임 시 영국으로부터 소방차 등 구입 관련 20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로 1987.8.14. 해임
 Johnson 경제기획부장관을 8.19. 신임 외상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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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6. 대법원 개편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1987.7.20. 신임 대법원장 및 3명의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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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1985∼87년 중 주요 대외관계 동향임.
1. 1985년도: 튀니지와의 관계 악화 및 외교관계 단절
 8.5. 이후 튀니지 국적 취업자의 대거 추방 개시, 1일 500~1,500명씩 10일간 8천 명 추방
 양국 관계 악화는 1985.6월 튀니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교섭에 기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중재를 위해 8.14. 튀니지 수상 면담 후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를 방문
 튀니지 측 대응 조치

 모로코 국왕의 8.25. 카다피 지도자와의 통화, 쿠웨이트 외교장관의 8.26. 카다피 지도자 예방
등 인근국의 중재 노력
 튀니지 정부는 9.26. 리비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선언

2. 1986년도
 바누아투와의 외교관계 수립

- 바누아투 수상은 5.6. 회견에서 리비아와의 수교 계획 언급
- 뉴질랜드 수상은 성명을 통해 바누아투의 대리비아 수교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을 언급
- 호주 헤이든 외교장관은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에 우려 표명
- 바누아투 외교장관은 의회 보고 시 5.30.자 리비아와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발표
 카다피 지도자 외국 방문

-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후 수단 방문, 리비아-수단 간 통합 추진을 일방적으로 제의
- 9.13. 에티오피아 방문, 멩키스투 대통령과 회담
 소련과의 관계

- 리비아 혁명위원회 살루드 소령(제2인자)의 5월 소련 방문 및 공동성명 발표
- 리비아 외교장관은 12.12.부터 소련 방문

3. 1987년도
 외국 정상 리비아 방문

- 북예멘 대통령(3.15.∼17.), 부르키나파소 대통령(4.6.∼7.), 수리남 정부지도자(8.22.), 가나 국가원수
(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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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인 약 21,000명 강제 퇴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53명의 리비아인을 간첩행위 혐의로 추방
(8.21.)
- 리비아 외교관 30명에 대해 기피 인물 통고, 리비아 영사관 폐쇄 및 주리비아 튀니지대사 소환(8.25.)
- 튀니지 남부 국경 지대에 리비아군 20,000-25,000만 명 집결에 따라 튀니지군에 대한 비상경계 태세 선포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 동향

- 리비아 주축으로 1985.12월 남태평양 동맹 결성 후 1987.4월 남태평양 혁명군 회의 개최, 바누아투 및
솔로몬 제도와 외교관계 수립 추진
- 바누아투 및 뉴칼레도니아 초청 군사훈련 실시
- 호주는 5.19. 주호주 리비아 국민사무소 폐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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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비아대사관의 1987년 중 리비아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차드와의 국경 분쟁
 리비아는 1987.3월 차드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차드 북부의 전략 거점을 상실하였는 바, 이로 인해
국민들과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이 고조됨.
 카다피 지도자는 군과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추된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

2. 리비아·알제리 통합회의
 리비아와 알제리 양국은 1987.6.14.~18. 양국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통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양국 합동위원회의 리비아 측 대표는 Jalloud 리비아 혁명위원회 위원(제2인자)이며, 알제리 측
대표는 Messadia FLN당 정치국원(제2인자)임.

3. 아랍통합운동 선전 강화
 리비아는 알제리 독립 기념 25주년인 1987.7.5.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고, 군보안사령관을 알제리에
파견하여 알제리 대통령 등 고위 인사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친선관계를 과시함.
 1987.7.23. 이집트 혁명 35주년을 맞이하여 이집트 반정부 인사, PLO 간부, 중동 각국의 진보적인
인사들을 리비아에 초청하여 혁명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1985.9월 국교가 단절된 튀니지와의 국교 재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함.

4. 알파타 혁명 기념행사
 카다피 지도자는 1987.9.1. 알파타 혁명 18주년 기념 군중대회에서 현재 국가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집단소유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함.
 리비아 문공성은 1987.9.19.~10.15.을 혁명 기념 문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민속예술단과 화가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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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4.15. 미국의 공습 1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백 명의 대표를 초청하여 규탄대회를
가짐.
- 1986.6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와 수교하고 리비아 국민사무소를 설치한 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태
평양에 대한 진출을 강화함.
- 1987.4월 제18차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 개최와 관련 PLO(팔레스타인민족해방기구)와의 접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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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몽골은 1987.1.27.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함.
1. 수교 배경 및 경위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몽골과의 수교를 추진하여 온 바, 1986.4월 몽골 측이 일본 및 쿠바를
통하여 대미 수교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여 옴에 따라 양측은 1986.8월 이래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1384

교섭을 진행함.
 미국은 소련 주변 위성국에 대한 진출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동 수교를 추진함.
 몽골은 중국(구 중공) 및 소련의 대서방 개방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수교국인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접경 지역에 100만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도모함.
 양국은 1987.1.27.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각서에 서명하고, 울란바토르와 워싱턴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함.
 주한 미국대사관은 1.22. 외무부에 동 수교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1.27. 릴리 주한 미국대사는
외무부장관에게 동 배경에 대해 사전 설명함.

2. 수교에 따른 영향
 소련이 위성국인 몽골이 미국과 수교하도록 허용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중국은 몽골의 대미 수교로 몽골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외무부는 상기 양국 간 수교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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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모리타니 정부는 1986.9월 참모차장을 포함한 20여 명을 반정부 음모죄로 구속하는 한편
1987.10월 대통령실 경비대장 등이 주축이 된 쿠데타 음모를 적발하여 수십 명을 체포함.
 여사한 반정부 동향은 Taya 국가원수의 족벌주의, 지역분파주의, 인종주의 배격 정책 추진 및
국가 발전, 국민통합운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국정에서

실현된 바, 중앙정부는 지방 단위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전국적 민주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함.

2. 대외 관계
 프랑스와의 군사협력 및 중립 선린우호 정책을 기초로 인근 국가들의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균형 외교정책을 추구하여 서부사하라 분쟁에 대한 엄정 중립 및 모로코와 알제리
관계에 있어 균형을 유지함.
 모로코가 1987.4월 모리타니 북쪽 국경지대에 방벽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모로코, 알제리 및 폴
리사리오가 모리타니 정부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모리타니의 중립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됨.
 경제 발전을 위하여 서구 제국 및 온건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원조 획득에
주력함.

- 아프리카 지역 공동 시장 및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세네갈, 말리 등 CEAO 및 CEDEAO(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과의 협력을 추구함.
- 사우디, 쿠웨이트 등 국가들의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모리타니는 이란이 협상을 통한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1987.6.28. 이란과 단교 조치를 취하였는 바, 동 조치가 모리타니에 대한 주요 재정 지원국인
쿠웨이트 특사 방문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배후에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됨.
 모리타니는 1987.11.8.자로 이집트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공식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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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흑인 및 강경 회교주의자들이 주요 불만 세력으로 대두됨.
 정부의 민주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1986.12월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모리셔스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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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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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여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1987.3월 발표된 바, 동 사건에 연루된
정부 인사 및 민간 마약범 20여 명의 명단이 밝혀짐에 따라 정가에 큰 파장을 초래함.
 정부는 6%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3.27. 섬유류, 가전제품 수입 관세 조정 등 일련의
1386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함.
 Jugnauth 수상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87.8월을 전후한 조기 총선 실시를 추진한 바, 7.3. 국회가
해산되고 8.30.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여당 연합이 큰 차이로 승리함.

2.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 기조하에 경제 개발을 위하여 친서방 실리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미국, 호주 및 중국
(구 중공)과의 관계를 중요시함.
 국제 사회의 대남아공 제재에 따라 기존의 남아공과의 긴밀한 경제관계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여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증진을 추진함.

말라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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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말라위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하여 상당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악화된 국제 수지개선을 목적으로 2.9. 말라위 화폐인 KWACHA화에 대한 20%
평가절하 조치를 발표함.
 반다 대통령은 5월 중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4.15.자로 국회 및 내각을 해산함.

 말라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남아공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전선국가(Frontline States)인
모잠비크와 짐바브웨와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는 과거 말라위가
모잠비크 반군인 MNR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바, 말라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마쉘 모잠비크 대통령의 1986.10월 비행기 추락 사고에 따른 사망 이후 양국 국가원수 간 교환방문
시행 등 대화를 통하여 관계가 호전됨.
 Air Malawi 소속 항공기 1대가 11.4. 모잠비크 상공에서 모잠비크 군에 의해 격추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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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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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75년 독립한 모잠비크는 계속된 내전과 한발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온 바, 정부는 2.1. 생필품 가격 및 공공요금 대폭 인상, 세제 개혁, 화폐 평가절하 등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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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조치를 발표함.
 친서방 우파 게릴라 단체인 MNR이 북부를 장악하여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 중임.
 Chissano 대통령은 1.12. 외상 등을 포함하는 일부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6.20. 대대적인 군부
개편을 단행함.

2. 대외 관계
 Chissano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책을 기조로 전선 국가인 짐바브웨, 잠비아 등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반군 제압을 위해 노력 중인 바, 동일한 전선국가인 짐바브웨는 탄자니아와 함께
MNR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모잠비크를 방어하기 위하여 모잠비크에 파병하는 등 긴밀한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적대적인 남아공과는 1984년 상호 반정부단체 지원 중단 및 선린관계 유지를 골자로 하는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모잠비크가 남아공 게릴라 단체인 ANC(아프리카국
민전선)에 기지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남아공이 MNR을 지원하고, 1987.5월 남아공 특공대가
수도 마푸토 소재 ANC 사무소 등에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관계가 악화됨.
 모잠비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서독과의 관계 개선 및 소련에 편중된 외교노선 탈피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경제 군사 원조 획득을 추진함.

- 2월 영국 해외경제 개발상 모잠비크 방문 및 원조 지원 약속
- 5월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하여 대처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영국의 원조 지원 확보
- 8월 대통령은 소련을 방문하여 고르바초프와 회담
- 8월 미국 공화당 사절단이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반군 폐해 지역을 시찰
- 9월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회담을 통하여 군사장비 제공 등 요청
- 9월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유엔 총회 참석 및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11월 서독 콜 수상이 서방 국가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원조
지원을 약속

나이지리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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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85년 집권한 Babangida 군부정권은 군내 권력 기반 구축, 경제 개혁 추진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987.7.1.자로 1992년 민정 이양을 위한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Kaduna 지역에서의 3월 종교 폭동 발생, 무장강도 사건 빈발 등 치안 악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2.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외교를 기조로 아프리카 역내에서 강력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프리카 중심
외교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서방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함.
 아프리카 역내 9개 산유국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석유협의회 회의 1987.1월 개최, 역내 경제협력
기구인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담 7월 개최 및 중견국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한 Lagos Forum 9월 개최 등 주도적으로 아프리카 역내 협력을 추진함.
 Akinyemi 외무장관은 8.11.‘향후 10년간 나이지리아의 대외관계’제하 강연을 통해 금세기 중
독자적 또는 ECOWAS 공동 핵폭탄 개발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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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조치를 발표함.
 나이지리아 정부는 9.23. 민정 이양을 앞둔 각종 선거 입후보 규제자 명단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함.
 농업, 비석유 부문 생산 및 수출 증가와 채무 상환 연기, 신규 차관 도입 등으로 외환 시장의

니제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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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74.4월 쿠데타로 집권한 Kounche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최고군사회의를 통하여 통치
하여 온 바, 장기집권 및 경제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따른 소요 확산에 따라 1987.6.14.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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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실시하여 민정 이양을 위한 국민헌장이 채택됨.
 Kounche 대통령이 1986.12.31. 신년 하례 행사 중 졸도하여 파리에서 치료를 받은 이래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뇌종양이 재차 악화되어 1987.11.10. 파리에서 사망함에 따라 니제르 최고
군사회의는 11.10. Ali Saibou 참모총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함.
 동 대통령 사망에 따른 11.13. 국장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한편 미국, 프랑스 등이 조문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정부는 주니제르대사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함.
 Ali Saibou 권한대행은 11.14. 군 최고 간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됨.

2. 대외 관계
 Kounche 대통령은 온건 중도적 선린우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발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원 확보 노력을 경주해 온 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경제 개발 및 식량 자급을 위한 원조를 제공함.
 니제르 정부가 추진 중인 1987~91년 경제 및 사회 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 차관단 회의가 2회 개최되어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합의함.
 리비아-차드 간 국경 분쟁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한편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함.
 Kounche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온건 중립 입장을 유지해 온 바, 1986.9월 동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정부는 매년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 제공,
농업 기술자 훈련 등 협력 사업을 시행 중임.

오만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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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차질을 빚게 된 각종 국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카부스 국왕은 1986.11.18. 국경일 축사에서 경제적 자립, 균형 경제 발전 필요성을 강조함.
 정부는 1987년도 정부예산 발표를 통해 석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정부는 국립수산회사를 창설하기로 결정함.

2. 대외 관계
 1986년도

- 1985년 GCC(걸프국가연합) 정상회담 개최 후 GCC 의장국을 수임한 오만은 GCC 관련 회의를 주도하는
한편, 이·이전 종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요청하며 걸프 지역 안전을 위한 지역 안보 강화 활동을
추진함.
- 바레인에서 2.10. GCC 긴급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예멘 신정부 수립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Yusuf 외무장관은 3.1.~3. 외무장관회담을 주재하고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걸프 지역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지적함.
- 제15차 GCC 국방장관회담이 10월 오만에서 개최되어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함.
- 1985.8월 수교한 바 있는 소련과 오만은 1986년 양국의 주요르단대사를 비상주 대사로 상호 임명함.
- 오만 및 남예멘은 남예멘 특사의 2월 오만 방문 및 오만 외무장관의 6월 남예멘 방문을 통하여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함.
- 카부스 국왕은 자이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6.21.~23. UAE를 비공식 방문하여 양국관계, 지역문제 및
GCC 협력문제 등을 협의함.
 1987년도

- 카부스 국왕은 1월 사우디 일간지 및 이집트 일간지와의 회견을 통하여 아랍권 내 이견 해소, 팔레스타인
문제, 미국의 대중동정책 및 중동평화문제, GCC 군사협력, 이·이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함.
- 오만과 남예멘은 1월 남예멘 외상의 오만 방문, 2월 오만-남예멘 국경회담 재개를 통해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함.
- GCC 6개국 병력이 3월 오만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역내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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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경공업, 농수산 부문 중점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함.
 카부스 국왕이 1987.3월 연례 민정 시찰 시 수자원의 최대한 활용 계획 수립을 지시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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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1987.1~8월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정세불안 지속

- Aquino 대통령은 1986.2월 취임 이후 우익 군부의 반발, 좌익 게릴라 단체 및 회교 반군의 활동 강화,
토지개혁 요구 등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여 정세 불안정이 계속됨.
1392

 군부 쿠데타 발생

-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1986.7월 마닐라 호텔을 점령하고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래 5회에 걸친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1987.8월 쿠데타로 초유의 최대 유혈사태가 발생함.
 신헌법 채택 및 신의회 구성

-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이 2월 채택되어 5월 상·하 양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으며, 7월 신
의회가 개원함으로써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중단하였던 상·하 양원제가 부활함.
 토지 개혁

- 정부는 3월 토지개혁을 발표하고, 7월 토지개혁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모든 영농 가능 토지의
농민에 대한 분배를 선포함.
 좌익 반군 문제

- Aquino 대통령은 취임 이래 국민화해 정책의 일환으로 공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1986.12월~1987.2월간 임시 휴전을 선포하였으나,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2월에 임시휴전이 종료되어
반군의 공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동 대통령은 모든 반군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투항할 경우
조건 없는 대사면령을 발표한 바, 6월에 남부 게릴라 1,200여 명이 투항함.

2. 대외 관계
 Laurel 부통령 겸 외상은 1987.1월 은밀하게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하여 대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요청하는 한편 Aquino 대통령은 6월에 대만을 Republic of China로 호칭한 바, 중국
(구 중공)이‘하나의 중국 원칙’위배에 대하여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필리핀은 8월
기존의 동 원칙 고수 입장 확인, 실수 인정 및 사과를 약속함.
 외상은 8월 말레이시아 및 태국을 방문하여 Aquino 대통령이 천명한 Sabah주에 대한 영유권
포기 가능성을 번복하고, 공동 영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임을 밝힘.
 Schultz 미국 국무장관은 6월 필리핀을 방문하여 국내 정세, 공산 반군 진압, 양국 관계 특히
필리핀 군사기지 사용권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필리핀 내 미군 군사기지는 양국 간 협정에
의하여 1991년까지 사용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조약 체결이 필요하나 필리핀 상·하의원
대다수는 동 군사기지 철수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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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1987.9~12월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8월 쿠데타를 주도한 호산나 대령 등은 루손 섬 북방으로 도주하여 12월 체포될 때까지 혁명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한편 저항을 계속함으로써 군부가 분열되고, 공산 반군의 공격도 격화되어 정국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반란군은 라모스 참모총장 경질 및 진보 성향의 대통령 보좌진 교체를

내각은 아퀴노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을 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9.9. 일괄 사퇴한 바,
대통령은 9.10.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평화 집회 개최 및 정부에 대한 지지 표명을 호소함.
 대통령은 9.16.~17. 외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개각을 발표하여 보수파의 지도적 인사인
부통령 겸 외상의 사퇴로 여당 세력의 약화가 전망된 바, 부통령은 정부 내에 공산주의자
30~40여 명이 침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9.29. 동 명단을 상원에 제출하여 정국이 악화됨.
 대통령 대변인은 10.7. 우익 정치인, 실업인 및 군부 등에 의한 정부 전복 음모가 발각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은 10.6.~7. 비상각의를 개최하고 반정부 성향의 3개 방송국을 폐쇄함에
따라 근로자 및 공무원 총파업 등 정세 불안이 심화됨.
 공산 반군은 수도 마닐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였으며, 인근
수출자유지역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 등으로 인한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아퀴노 대통령은 10.20.자 13개 경제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함.

2. 대외 관계
 시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월 필리핀을 방문하여 아퀴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Armacost 정무차관도 10.26. 필리핀을 방문하여 원조 제공
및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짐함.
 EC(구주공동체)도 반군 세력의 불법 군사행동을 비난하고, 아퀴노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9.11. 아퀴노 정부에 대한 미 의회의 확고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함.
 아퀴노 대통령은 12월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동 회의 개최를 위하여 외상이 회원국을 순방하였으며, 아퀴노 대통령은 12.24. 대만과의
공식적인 접촉 금지 지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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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함.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보수 우파의 비난에 따라 정권 내부의 좌우대립이 격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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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탁통치령 팔라우가 1987.9.25. 독립을 선포함.
1.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
 유엔 신탁통치이사회는 1986.11.25. 및 1987.8.21.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있는 태평양 도서 영토
11개 중의 하나인 팔라우의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에 유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함.
 1947년 이래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팔라우는 1986.10월 미국과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1394

Association)을 체결하여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팔라우 정부는 동 협정 내용 중‘미국의 핵추진
함정 및 항공기의 팔라우 영내 출입 허용’조항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2. 주민투표 실시
 1986.12.2.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66%가 찬성하였으나, 팔라우 헌법상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
따라 팔라우 독립을 규정하는 동 자유연합협약 채택이 무산됨.
 일부 팔라우 국민 및 정치 지도자들의 핵 조항 자체에 대한 반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반대 여론으로 인해 미국과의 재협상 여부
및 팔라우의 독립 전망이 불투명하게 됨.
 제2차 주민투표가 1987.6.20. 실시되었으나, 75%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동 협약이 채택되지 못함.
 재정난을 이유로 하는 팔라우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대거 해고 조치로 해직 공무원들의 과격
시위가 발생한 바, 정부는 8.4. 비핵조항 철폐 요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73%의 찬성을 득함.
 팔라우 정부는 개정된 헌법에 따른 동 협약에 대한 제3차 국민투표를 8.21. 실시하여 73%의
지지로 동 협약 채택이 가결됨에 따라 9.25. 독립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함.

파푸아뉴기니 정세. 전2권 V.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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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파푸아뉴기니)의 1987.1~6월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국내 정세
 PNG 정부는 1987.6월 총선 실시 및 7월 신의회 개원 정치 일정을 발표하였으며, 3월 의회 폐회에
따라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되어 17개 정당은 지방 유세를 시행함.

2. 대외 관계

발생하였으며, 2월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PNG 정부는 일본 어선단이
3.10. 시한 모두 철수하도록 통보함.
 수자원장관의 1월 소련과의 어업관계 수립 가능성 언급과 관련하여 수상, 외상 및 국방상 등의
공개적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혼선이 야기되었으며, 부수상은
2월 호주 방문 중 기자회견을 통해 소련과의 어업 교섭 가능성을 시사한 바, 수상은 2.23. 의회
연설에서 소련과의 어업관계 수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 소련은 남태평양에서의 조업을 추진 중이며, 리비아도 남태평양 지역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우려를 표명함.
- 미국과 태평양 도서 국가 12개국은 4.2. 어업조약을 체결함.
 PNG는 역내 협력을 중시하여 남태평양 비핵화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 수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외상이 3월 호주 및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함.
 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에 대하여 정부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존재하며, PNG는 동 기구
특별 옵서버국 자격으로 ASEAN 모든 회의 참석 중임.
 SPF(남태평양포럼) 회원국인 PNG는 5월 개최된 SPF 정상회담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의 피지
군사 쿠데타에 대한 비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 제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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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나리 일본 외상은 1.15. PNG를 방문하여 PNG에 대한 원조 증액 및 민간 투자를 약속함.
 PNG 정부의 영해 입어료 2배 인상에 따라 일본이 어선단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여 양국 간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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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파푸아뉴기니)의 1987.7~12월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6~7월 중 실시된 총선 투표 결과 Somare 전 수상의 Pangu당이 Wingti 현 수상의 인민민주
운동당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을 확보하여 연정 구성에 있어 현 수상과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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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당선자가 대폭 증가한 무소속 의원들이 연정 구성에 주요한 지위를 점하게 됨.
 Paias Wingti 현 수상이 무소속 당선 의원들의 지지에 따라 8.5. 의회에서 54:51의 근소한 차이로
수상에 재선되었으며, 신임 수상은 8.11. 새 내각을 구성함.
 전 외무장관이자 현 무임소장관이 인도네시아 장군으로부터 목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적 파문이 야기됨.

2. 대외 관계
 대만(구 자유중국) 대외무역개발위원회 통상사절단이 7월 PNG를 방문하여 통상사무소 설치를
타진하였으며, 중국(구 중공)이 이에 반발함.
 외상 대행은 9.3. 기자회견에서 PNG의 비동맹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수상은 9.21.
의회 보고를 통해 회원국 가입의 이점을 검토하는 단계로 동 가입 신청 사실을 부인함.
 PNG 정부는 프랑스의 뉴칼레도니아 정책에 반대하여 긴급 SPF(남태평양포럼) 외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프랑스의‘신식민지 정책’
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은 프랑스
대사관 폐쇄를 요구함.
 Wingti 수상과 바누아투 Lini 수상은 10.7.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피지 사태와 관련하여 피지 국민
스스로 사태를 극복하기를 희망함을 밝히는 한편 9.13. 뉴칼레도니아에서의 주민투표를 거부
하도록 국제 사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 87-128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95 / 12 / 1~57(57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84.9월 도입된 인종별 3원제 의회(백인, 혼혈인 및 아시아인) 체제는 흑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 온 바, 1987.5.6. 실시된 백인 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당(NP)이 압승함으로써 흑인
차별 정책 완화와 급진적 개혁을 요구해 온 야당의 기반이 약화됨.
 흑인 반정부 세력인 ANC(아프리카민족회의)는 1960년 불법화된 이래 잠비아에 본부를 설치하고
바탕으로 ANC에 대한 응징 의지를 표명함.
 정치 참여에서 배제된 도시 거주 흑인 세력들이 소요사태를 야기함에 따라 사회, 경제 불안 사태가
계속되어 온 바, 남아공 내 흑인세력은 7.5. 새로운 흑인 정당인 연방독립민주동맹을 창당하는
한편 7.10. 흑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및 헌법 개정 협의에 참여할 흑인
대표 선출을 위한 흑인 선거 실시 계획을 발표함.

2. 대외 관계
 국제 사회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 차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입장에 따라 남아공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시행 중으로 개별 국가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서 남아공 정부에 대하여 차별
철폐를 촉구함.

- 스웨덴 및 핀란드는 남아공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함.
-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담은 6월 남아공 규탄 성명을 채택함.
- 이스라엘은 9월 남아공과의 기존 관계 축소를 선언하는 한편 10개 항의 제재 조치를 발표함.
 남아공은 영연방에서 축출되었으나, 영국이 1987.10월 영연방정상회담에서 남아공에 대한 더
이상의 제재는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제재에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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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 대한 게릴라 침투 등 무장 투쟁을 계속해 온 바, 보타 대통령은 5.7. 상기 선거 결과를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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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대외 관계
 사우디 최초로 1월 석유장관, 외무장관 및 주미대사가 소련을 방문하였으며, 소련 외무성 중동
국장이 1953년 이래 소련 고위관리로는 최초로 사우디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간 접촉이 강화됨.
 미국 국무부 중동담당차관보가 5월 사우디를 방문하여 이란·이라크 전쟁 및 중동평화 문제 관련
1398

미국 입장을 설명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미국 상원의원 65명에 이어 하원의원들은 9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통하여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14억 달러 상당의 대사우디 무기 판매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함.
 미국 에너지장관 및 슐츠 국무장관이 10월 사우디를 방문한 바, 슐츠 국무장관은 Fahd 국왕 예방
시 사우디의 자주 국방을 위한 미국 측의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양측은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및 중동 평화 달성을 위한 협력에 합의함.

2. 경제 동향(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재무관의 1987년도 분기별 사우디 경제 보고서 목록)
 사우디 건설시장 전망, GCC(걸프제국협의체)의 단일통화체제 추진 동향, 중동 산유국의 해외자산
증가, 사우디 은행 현황, 사우디 은행의 해외 진출, GCC 국가들의 인구 동향, GCC 국가의
미니-붐 예상, 사우디 농업 발전과 중동 제국의 밀 생산 증가
 세계은행의 중동 제국에 대한 경제 진단 및 지원,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성과

스웨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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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1. Andersson 외교장관은 1987.3.18. 의회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통해 군비 축소, 중립주의 정책
지속, 북구 내 협력,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지지, EC(구주공동체)와의 관계 긴밀화, 대남아공 경제제재
조치 시행 및 대개도국 원조 등에 관해 언급함.

무기 불법수출 등 정치적 위기가 있었으나, 현명히 대처함으로써 저인플레 및 저실업률 달성 등을 통해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3. 스웨덴은 베트남에 제공해 온 약 4,7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베트남이 캄보디아로부터 군대를 철수
하지 않는 한 1990년부터 중단한다고 통고한 것으로 보도됨.
4. 스웨덴은 1987.6.9. 사이프러스 주둔 스웨덴 병력을 유엔이 스웨덴군의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1988.1.1.부터 철수시키고, 18명의 민간 경찰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함.
5. 집권 사회민주당은 1987.9.19.∼25. 전당대회를 개최한 바, 주요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음.
 Carlsson 현 당수 겸 수상을 차기 당수로 재선출
 대개도국 원조를 GNP 1%에서 점진적으로 증액
 남극 지역의 군사 목적 이용 금지
 새로운 스톡홀름 군축회의 개최 등

6. Carlsson 수상은 1987.10.6. 정기 국회 개회 신년도 시정연설에서 중립주의 외교정책 지속, 북구
비핵지대 정책 추진 및 유엔의 재정 문제 해결 기여 등 외교 사안에 관해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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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lsson 수상은 1987.3.31. 외교단 주최 오찬 연설에서 사민당 정부로서는 전 수상 피살 및 Bofor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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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국내 정세
 이광요 수상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공약한 바에 따라 1988년 수상직을 사임할 것임에
따라 제2세대 지도층인 고척동 제1부수상 및 이광요 수상의 아들인 Lee Hsien Loong 상공장관
등이 차기 수상 후보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광요 수상은 은퇴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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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됨.
 동 수상은 12.29. 내각 개편을 통해 아들인 Lee Hsien Loong을 승진시킴으로써 Lee Hsien
Loong이 당권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됨.

2. 대외 관계
 친서방 비동맹 외교정책을 기조로 동남아시아 교역 및 자본 교류의 중심지로서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 바,
수상 및 외상의 활발한 역내 방문 및 역내 지도자들의 싱가포르 방문 초청 외교를 시행함.
 중국(구 중공)과는 미수교 상태이나, 이광요 수상의 1985.9월 중국 방문 이래 중국은 싱가포르
의 4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86.6월 싱가포르는 상해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10월에
는 중국 부수상이 싱가포르를 방문함.
 대만(구 자유중국)과도 미수교 상태로 무역사무소 관계를 수립함.
 싱가포르는 주권 및 독립 문제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여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및 점령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quino 신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일본 정부의 대동남아 경협 자금의 공평한 배분 등
역내 문제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이스라엘 Herzog 대통령이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10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데 대하여 역내 회교국 특히 말레이시아가 크게 반발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의 압력으로 이스라엘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계획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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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프리타운 뉴잉글랜드 지역 경찰서장 등의 쿠데타 기도가 3.23. 발각되어 Minah 제1부통령 등
총 43명(군인 15명 포함)이 체포됨.
 Joseph Saidu Momoh 대통령은 11.2.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쌀값 폭등 등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정세 불안에 따른 아래 요지의 신경제 조치를 발표함.

2. 대외 관계
 비동맹, 비폭력 및 중립을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인근 국가들과의 선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Mano River Union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인근 기니 및 라이베리아와 불가침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함.
 취약한 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서독, 중국(구 중공), 소련
등 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1980년 이후 원조를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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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화폐 및 쌀 등 생필품 비축 금지
- 정부의 다이아몬드 수출 독점 관리, 생필품 및 귀금속류 밀수에 대한 엄벌 조치

스리랑카의 타밀족 인종분규 문제. 전2권
V.1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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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리랑카 및 주인도대사의 1983∼86년 스리랑카 내 타밀족 인종 분규 관련 보고임.
1. 스리랑카 국방부는 1983.7.24. 자프나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군인 13명이 테러분자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7.24. 발표한 바, 동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콜롬보 지역 타밀족 상점들에 대한 방화 등이 발생함.
 콜롬보 등 4개 지역에 대한 7.25.∼26. 통금조치 및 콜롬보에 대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1402

소요사태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 추세임.
 7.31. 현재 179명 사망, 35,000여 명의 타밀 난민이 발생함.

2. 스리랑카 대통령은 1983.7.28. 특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 국민의 평정을 호소하고, 분리주의 운동
및 분리 옹호 정당 금지를 위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언급함.
 간디 인도 수상은 7.28.자 의회 연설에서 스리랑카 인종폭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라오 외교장관을 급파하여 인도계 타밀족에 대한 테러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바, 양국 간 긴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됨.

3. 인도 라오 외교장관은 1983.7.28.∼30. 스리랑카를 방문, 대통령, 수상, 외교장관 등을 면담하여 타밀인
구호 및 보호 문제에 관해 논의한 바, 라오 장관은 소요사태는 스리랑카의 국내 문제이나 타밀인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인도 측 입장을 전달하고, 구호 방안을 협의함.
4. 의회가 1983.8.4. 정부 발의로 분리운동 금지 법안을 상정, 결의함에 따라 정부기관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8.8. 콜롬보 등 9개 지역 내 통금이 완화됨.
5. 인도 간디 수상은 스리랑카 대통령 특사 면담 결과를 1983.8.12. 의회에서 발표한 바, 인도는 스리랑카의
독립, 단일성을 지지하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6. 스리랑카 의회는 1983.10.20. 비상사태를 1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승인함.
7.	Jayewardene 대통령은 1984.2.23. 국회 개회식 연설에서 분쟁 수습을 위한 전 국민의 노력을 호소함.

8.	스리랑카 보안장관은 1985.2.8.∼11. 인도를 방문, 라지브 간디 수상과 타밀 분리주의 운동 관련 협상을
개최함.
9.	스리랑카 및 인도의 타밀족 지도자들은 1985.9.12. 기자회견에서 타밀 문제는 종족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 문제로서 인도가 개입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인도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함.

타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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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밀 문제 협상을 위해 1986.4.29. 스리랑카를 방문한 인도 국무상 등 대표단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스리랑카의 타밀족 인종분규 문제. 전2권
V.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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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리랑카 및 주인도대사의 1987년 중 타밀 사태 관련 인도·스리랑카 간 분쟁 동향 및 평화
협정 체결에 관한 보고임.
1.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1987.2.19. 국회 개원식에서 인도 간디 수상이 군사작전 중지 및
경제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 왔음을 밝히고, 동 수상은 이에 대해 타밀이 폭력과 독립행정을
포기해야 함을 답변하였다고 발표함.
1404

2. 주한 스리랑카대사는 1987.4.28. 아주국장을 면담, 타밀 분리주의자에 의한 4.17.∼21. 일련의 테러로
인해 정치적 협상 분위기가 악화되어 스리랑카 정부는 자프나 지역의 게릴라 기지를 폭격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정치적 협상과 병행하여 타밀 분리주의자의 테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포함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3. 스리랑카 대통령은 1987.5.12. 군중집회에서 타밀 사태로 인한 불안 요소가 있을 경우 대통령 및 총선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스리랑카 정부는 자프나 지역의 민간인 소개를 명령하고 1987.5.26.부터 타밀 게릴라 기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한 바, 인도 정부는 6.1. 자프나 지역 주민이 스리랑카 정부의 경제봉쇄와 군사작전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3.부터 동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품 해상 수송 계획을 밝히고, 스리랑카의
협조를 요청함.
 동 군사작전으로 15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된 바, 간디 수상은 사태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스리랑카의 인내와 자중을 촉구함.
 스리랑카 정부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인도의 비난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인도의 협력을 기대함을 밝힘.

5. 인도는 스리랑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7.6.4. 전투기 4대의 엄호하에 수송기 5대를 자프나 지역에
파견하여 구호품 25톤을 동 지역에 투하한 바, 스리랑카는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동 건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스리랑카와 인도는 6.15. 자프나 지역의 타밀 주민에 대한 구호품 전달 방식에 관해 합의한 바,
구호품은 스리랑카 관리 입회하에 비무장 인도 수송선에 의해 수송될 예정임.

6.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 타밀 측이 주장해 온 북부 및 동부 지역에 대한
단일 독립 정부 수립안에 접근한 통합자치협의회 구성안을 비공식으로 제시함에 따라 타밀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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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에 서명한 바, 동 협정에 따라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 지역을 단일행정지역으로 통합하여
자치권을 부여함.
 동 협정 체결 이후 스리랑카와 타밀 간의 인종 분규는 점차 인도·스리랑카 간 분쟁화함.
 인도군의 스리랑카 영내 장기 주둔으로 인도와 스리랑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7.	타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디 수상과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은 1987.7.29. 콜롬보에서

세네갈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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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수도 치안 담당 경찰 및 전국 각 주요 도시 경찰들의 4.13.~4. 격렬한 집단 시위 및 파업으로
인해 치안 기능 마비 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디우프 대통령은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긴급조치 포고령을 선포하고, 경찰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군 병력을 투입하여 치안 질서를
1406

회복함.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이 1988.2월 실시될 계획으로 디우프 대통령은 재출마할 예정임.

2. 대외 관계
 친서방적인 비동맹 정책을 추구하며, 특히 프랑스와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디우프 대통령은 1985.7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직을 수임한 이래 아프리카 단합에 역점을
두고 남아공 문제, 차드-리비아 분쟁, 서부 사하라 분쟁 등에 중재자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함.

- 1987.2월 Mulrony 캐나다 수상, 3월 시라크 프랑스 수상, 6월 콩테 기니 대통령 및 Babangida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
- 디우프 대통령의 10월 카메룬 및 11월 벨기에 방문
 파리에서 3.31.~4.1. 개최된 세계은행 세네갈 자문그룹 회의는 세네갈 정부가 1985년 이래 추진
중인 경제구조 개선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구조개선 지원 자금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11.17. 개최된 파리클럽 회원국 회의는 세네갈에 대한 외채 상환 기한을 재조정하는
특별 유예조치에 합의함.

수단 정세

| 87-129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7-96 / 3 / 1~90(90p)

수단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군사 쿠데타로 1985년 집권한 다하브 정권의 민정 이양에 따라 1986.5월 출범한 Mahdi 수상의
민간 연립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1987.4월 의회에서 의결된 바, 남부지역 제 정당 및 남부
반정부 무장단체인 수단인민해방군은 동 헌법의 적법성을 부인함.
 수단 재무·기획상은 3월 국회에서 총 외채 106억 달러 중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41억 달러에
부진 등으로 만성적자 상태에 처해 있으며, 1986.2월 IMF(국제통화기금)는 수단에 제공한 미상환
원리금의 조속한 변제를 촉구한 바 있음.
 미르가니 수단 국가최고회의 의장은 1987.7월 성명을 통하여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외채 증가, 생필품 품귀 등 경제난 가중에 따른 학생시위 및 각종 노조단체의 파업, 남부지역
반정부 무장단체의 군사공세 강화 등으로 정세 불안이 심화됨.
 연정 파트너 정당 간의 불화로 8월에는 연정이 붕괴되어 9월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9월에는 케냐에서 수단 평화회담이 개최되어 9.22. 평화선언을 채택함.

2. 대외 관계
 리비아 군이 1987.3월 수단 Darfur 지역을 침공하여 주둔하는 한편 차드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차드가 반발하고 있으며, 수단의 리비아 정부에 대한 철군 요구에 따라 리비아
정부가 철군을 발표하였으나, 상당수의 병력이 민병대 형태로 동 지역에 잔류하는 것으로 관측됨.
 남수단 반정부 단체인 SPLA가 11월 Kurmuk를 공격, 점령한 것과 관련하여 수단 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군의 가담을 비난하는 한편 11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 예정인 외채문제에 관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특별정상회담 참석을 취소함.
 Mahdi 수상은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원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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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불이 불가능함을 보고한 바, 수단은 국민소득의 약 40%를 점하는 농업 부문의 작황

수리남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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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의 1987년 중 주요 정세 동향 보고임.
1. Herrenberg 외상은 1987.1.11. 현지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수리남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에
Van Houten 주수리남 네덜란드대사를 소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함.
 Herrenberg 외상은 동 발표에서 Van Houten 대사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1408

오히려 수리남 국내 문제에 간섭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었다고 언급함.
 네덜란드 정부도 수리남 당국에 대하여 Cardo Spier 주네덜란드 수리남대리대사를 1.25. 시한
소환하도록 요구함.

2. Wijdenbosch 수상은 1987.3.11. 신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선정
하였으며, 동 위원회가 마련한 신헌법안이 3.31. 국회에서 통과됨.
3. 수리남 정부는 1987.4.7. 외상을 포함한 4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한 바, Wijdenbosch
수상은 유임되었으며, 외상, 재무상, 법무상 및 보건상이 교체됨.
4. 집권 군부세력은 1987.6.8. Bouterse 정부지도자를 위시한 전 각료 및 군부 고위인사 등 총 7,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민주당(NDP)의 창당을 선언하였으며, 7.4. 군부 및 정부 고위인사,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NDP의 창당식을 개최함.
5. 국회는 1987.9.23.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는 11.25. 총선거 실시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제정함.
6. 국회에서 3.31. 통과된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987.9.30. 실시되어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신헌법이 확정됨.
7. 1987.11.25. 실시된 총선에서 친서방 성향의 야당 3당 연합전선(FDD)이 집권 군부의 NDP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였으며, 동 총선 결과 야당 세력은 국회 의석의 2/3 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됨.

시리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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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1985∼86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샤라 외상은 1985.3.5. 일본을 방문하여 나카소네 수상을 예방한 바, 동 외상은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결 가능성에 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중동평화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2. 시리아 정부는 1985.4.8. 개각을 단행하고, 아사드 대통령은 Kasm 수상에게 조각을 의뢰하여 35명으로

3. 주레바논대사는 시리아-요르단 간 수상 회담이 1985.11.12. 시리아에서 개최되어 지난 6년간 지속된
양국관계 악화를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요르단이 국내의 Muslim Brotherhood의
반시리아 활동을 통제하기로 동의한 것이 관계 개선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음을 보고함.
4. 시리아 수상은 1985.12.1.∼3. 이란을 방문, 학생 교환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문화 관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리비아에 대한 지지 등을 포함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5. 시리아 수상은 1985.12.10. 요르단을 방문, 후세인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화해 및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함.
6. 시리아 총선 결과가 1986.2.12. 공표된 바, 바트당이 총 의석의 66%인 129석을 확보함으로써 아사드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되며, 동 대통령은 총선 후 구성된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중동평화,
레바논 사태,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힘.
7. 아사드 대통령은 1986.5.5. 요르단을 방문,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문제 및 양국 관계에 관해 협의함.
8. 슐츠 미 국무장관은 1986.10.1. 시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레바논 인질 석방을 위해 시리아의 적극적
인 역할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레바논 남부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에 관해서는 입장을 함께하였으나
중동문제 관련 국제회의 개최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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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연립내각이 출범하였으며, 경제 발전과 부패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9.	영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요르단인에 의해 영국 주재 시리아대사가 이스라엘 항공기 폭파 기도
음모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영국 외무성은 1986.10.24.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
하였으며, 미국은 시리아의 항공기 폭파 미수사건 등 테러 지원을 비난하고 11.14. 제재조치를 발표함.
10. 아사드 대통령은 소련을 방문, 1987.4.24.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 등 중동평화 문제를 협의함.
1410

태국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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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일부 야당 의원들이 1986.7월 총선에 따라 집권한 프렘 수상에 대하여 불신임을 제기한바, 4월
의회에서 부결됨.
 동 불신임안은 전 수상 등이 주동이 된 반프렘 세력이 주도함.

 태국과 소련은 관계 증진을 모색 중으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3월 태국 방문 및 시티 태국
외상의 5월 소련 방문 시 양국은 국제 및 지역 안보정세, 핵군축 및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협의함.
 외무부는 주태국대사의 건의에 따라 태국 측에 대해 4.30. 시티 외상의 방소 시 소련 측에 대해
한반도 문제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소련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종용하여
주도록 요청함.
 베트남의 1978년 캄보디아 침공 및 점령에 대하여 태국은 3개 정파 연합정부 수립을 지원해 왔으며,
중국(구 중공)과는 중국의 태국 공산세력에 대한 지원 최소화를 조건으로 중국의 폴포트 군 병력
보급을 위한 태국 영토 사용을 묵인함.
 태국 육군은 8월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태국 육군사령관은 4월에
중국, 10월에 소련을 각각 방문하여 전차 등 무기를 구입함.
 캄보디아 사태를 위요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베트남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온 바, ASEAN
내에서 특히 태국 등은 베트남과의 비정치적 교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태국 국회의원들이
9월 베트남을 방문함.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9월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일본 우호통상조약 체결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양국 수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캄보디아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본 측은 ASEAN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신원조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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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관계

튀니지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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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Bourguiba 대통령은 1980년 M’
zali를 신임 수상 겸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하였으나, 대통령
측근 세력들의 동 수상의 점진적 민주화 조치에 대한 저항 및 대통령도 측근 세력의 입장에
동조함에 따라 1986.7.8. 동 수상이 경질되었으며, 음잘리 전 수상은 9월 알제리를 통해 해외로
1412

도피함.
 경제 상황의 계속된 악화로 실업난 및 사회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1987.11.2. 실시된 총선에
일부 야당이 정부의 선거 방해를 이유로 선거에 불참하고, 여당이 승리하여 1당 의회 체제가
유지되어 외견상 안정을 회복함.
 7월에는 영국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가 부상하는 등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소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9월 극단주의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됨.
 1987.10월 Sfar 수상이 해임되고, Ben Ali 수상이 임명됨.
 벤 알리 수상은 1987.11.7. 전국 방송을 통하여 부르기바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임에 따라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동 대통령을 면직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음을 발표함으로써 무혈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됨.

2. 대외 관계
 온건 비동맹 정책을 기조로 선린우호 정책을 추구하며, 리비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와의 경제·군사 협력 체제를 강화함.
 국내 회교 극단주의 학생 및 단체의 반정부 운동이 표면화됨에 따라 튀니지 정부는 1987.5월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함.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1987.11월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우간다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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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Yoweri Museveni 대통령은 1986.1월 군사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한 바, 동 대통령의 평화협정
파기 및 친공산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들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장 투쟁
확산에 따라 수도 캄팔라까지 안전을 위협받게 됨.
 Museveni 대통령은 자립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추진, 서민 생활 안정 도모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혼합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2.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노선에 입각하여 남아공 및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의 친선우호정책을
표방함.
 인접국인 수단 및 케냐가 동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의혹에 따라 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바,
우간다 정부는 동북부 무장세력 활동 지역에 인접한 양국이 동 세력들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 단체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 우간다 정부의 국경지대 군 병력 추가 배치에 대응하여 케냐도 국경지역에 병력을 배치함.
- 케냐 정부는 12월 우간다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주케냐 우간다 대사 및 차석을 추방함.
 양국 간 긴장 고조에 따라 양국 정상은 12.28. 케냐 국경 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경
지대에서의 치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 유지 및 양국 간 자유로운 왕래와 수송을
위한 국경 봉쇄 해제에 합의함.
 무세베니 대통령은 10월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우간다에 대하여 물자 제공 및 군사교육 제공을 약속함.
 우간다 정부는 9.4. Bagaza 부룬디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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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함에 따라 서방측의 지원 부진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 대통령은 5월에는 4개년 경제재건 및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영국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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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985∼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대처 수상은 1985.2.19.∼21. 미국을 방문, 양원 합동회의 연설, 경제 각료들과의 조찬 등 일정을
가진 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유럽 관계, 동서 관계, 전쟁 억제, 군축, 개도국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힘.
1414

2. 주영국대사는 콜 서독 수상이 1985.5.18. 영국을 방문, 대처 수상과의 회담에서 6월 중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에서의 거부권 제한 문제, 미국의 SDI(전략방어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책 등을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3. 조자양 중국(구 중공) 수상은 영국을 방문, 1985.6.3. 대처 수상과 회담하고 새로운 경제협력협정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양국은 교역 확대 및 투자 촉진에 합의함.
4. 여왕 부처는 1986.10.12.∼18.간 중국을 방문, 이선념 국가주석 환영식, 주중국 영연방 외교단 리셉션
개최, 등소평 주최 오찬, 호요방 당총서기와의 회견 및 상해, 시안 방문 등 일정을 가짐.
5. 대처 수상은 1986.11.21. 프랑스를 방문, 미테랑 대통령 및 시라크 수상과 회담을 갖고, 아이슬란드
미·소 정상회담 결과, 국제 테러 등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함.
6. 파드 사우디 국왕은 1987.3.24.∼27. 영국을 방문, 50억 달러 상당의 토네이도 전투기를 구매하는
한편 영국의 대시리아 외교관계 복원을 요청함.
7. 대처 수상은 1987.3.28.∼4.1. 소련을 방문,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회담 시 유럽 INF(중거리핵전력)
철수 제의에 대한 영국 등 서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련 내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요청함.

소련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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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1985.3월 Gorbachev 집권 이래 추진해 온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1.27. 정치국 및 서기국에 대한 인사 개편을 통해 당 간부 선출 제도 변경, 1988년도
특별 당연방회의 개최 및 사법제도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한 Gorbachev의 개혁안을 승인함.
 Gorbachev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6.21.자로 52,000개의 District 중 약 2,600개소에서 실험적으로
개편, 경제행위의 분권화 등 개혁안을 의결함.
 Gorbachev는 9.30. 무르만스크 연설을 통해 자신이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
하였음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개혁운동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당부함.
 소련 공산당 기관지 Pravda지는 11.16. Gorbachev 서기장이 주도하는 개혁 정책의 주요 부분인
민주화가 혼란 및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외무부는 미국 등 주요국 주재 대사관에 Gorbachev의 개혁 동향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정보
입수를 지시함.

2. 대외 관계
 Gorbachev는 1987.1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 철폐를 제의하였으며,
소련은 1986.3월 유엔 총회에 배포한 소련의 외교정책에 관한 문서에서 외기권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를 제의함.
 중동평화회담 참여를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외무차관이 4월에 쿠웨이트 등
아랍국들을 순방하였으며, UAE(아랍에미리트)는 소련 주재 대사관 개설을 추진함.
 서독 아마추어 민간 조종사가 5.28. 경비행기로 소련 영공 내에서 약 900km 비행 후 모스크바
Kremlin궁 인근에 무단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의 허술한 방공 태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Gorbachev는 동 사건을 계기로 국방장관 및 일부 군 수뇌부를 경질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장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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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후보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6.25.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인사

소련 혁명 70주년 기념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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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bachev 소련 당서기장은 1987.10월 소련 혁명 70주년 기념 연설을 행함.
1. 연설 내용
 Gorbachev는 혁명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에서 1987.11.2.~4. 중 3회에 걸친 연설을 통해 국내
개혁 및 대외 정책에 대하여 언급함.
 동 서기장은 연설을 통해 혁명 이후 70년간의 제반 정책 및 역대 지도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1416

경제개혁 정책의 단호한 추진 방침을 재천명하고, 평화지향적인 대외정책을 과시함.

2. 북한 동향
 북한은 동 경축 행사에 박성철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당·정 대표단 등 5개 대표단을 파견
하였으며, 박성철은 기념식 참석, 2회의 공식 연설 및 각국 대표단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짐.
 북한은 평양시 기념집회 및 평양, 개성 등 도시에서 소련 대표단 환영 군중집회를 개최함.

3. 외무부의 조치 및 평가
 외무부는 소련 정책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주재공관에 대해 각국
정부 및 언론 반응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평가

- 소련 혁명 70주년에 즈음한 Gorbachev 서기장의 연설 내용은 개혁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동구 제국의 재량권 증대 및 탄력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됨.
- 여사한 정책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련-북한 간의 밀착관계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련의 정책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소련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
증진 조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부르키나파소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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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1983.8월 혁명으로 집권한 Thomas Sankara 대통령이 1987.10.15. 동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온
제2인자인 Blaise Compaore 대위(법무장관) 주도의 쿠데타로 체포되어 피살되었으며, 공항과
국경이 폐쇄됨.
 Compaore는 쿠데타 직후 국영방송을 통하여 상카라 전 대통령을 혁명의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국가혁명평의회 및 내각을 해체, 인민전선을 설치함.
 Compaore는 10.20. 주재 각국 대사를 초치하여 개별적으로 쿠데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신의 친서를 휴대한 대표단을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국가에 파견하여 정변 발생 배경과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쿠데타 반대 세력에 의한 저항이 10.27. 발생하였으나 제압되었으며, 신정권은 10.31.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Compaore를 대통령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

2. 대외 관계
 가나 Rawlings 국가원수는 1987.10.25. Sankara 전 대통령 추도식을 개최하여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동 전 대통령의 사망을 애도함.
 가나, 니제르 등 국가원수들은 친서를 휴대한 특사를 부르키나파소에 파견하여 신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모색함.
 Compaore 신임 대통령은 12월 토고 등 인근 국가들을 순방하고,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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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 재정의 파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변의 불가피성을 발표하고, 기존의 최고 혁명통치기관인

베트남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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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1987년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베트남의 개각 및 정부기구 개편
 국가평의회는 1987.2.17.자로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래 최대 규모의 개각 및 정부기구 통폐합
조치를 발표함.

1418

- 구엔반린 당서기장의 1986.12월 취임 후 첫 인사 조치로 각료급 총 33명 중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을
포함하는 13명을 경질하는 한편 부수상을 12명으로 증원함.
- 정부기구 일부를 통폐합하고, 대외경제 연락위원회를 신설함.
- 차기 총선 일정을 4.19.로 확정함.
 배경

- 구엔반린 당서기장 체제 구축의 순조로운 진행
-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담당 실무 관료 기용 및 행정체제 쇄신 필요
 평가

- 국내 경제재건 조기 달성을 위한 조치
- 제한적 자유경제 및 자본주의 방식 도입 예상

2. 4.19. 총선 결과 및 지도부 개편 전망
 1987.6월 신국회 소집 시 국가평의회 의장 및 수상 교체 예상
 평의회 의장에 Pham Hung 현 부수상, 수상에 Vo Van Kiet 및 Vo Chi Cong 현 부수상이 유력한
후보

3. 최근 미국 및 일본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및 평가(1987.5.1.)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 MIA(전시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을 위한 1986.1월 양국 간 합의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음.
- 미 국무부는 4.22. 및 4.24. 대베트남 교섭은 POW(전쟁포로) 및 MIA 문제에 국한할 것임을 재차
표명함.
 일본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

-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대베트남 진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여사한 일본 측 동향과 관련하여 동경 주재 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대사는 4.23. 일본 외무성에
일본 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은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경제, 정치적으로 베트남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할 것이라는 요지의 항의 각서를 전달함.

 정부 입장

- 미국, 일본, ASEAN 및 중국(구 중공)의 대베트남 관계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베트남 관계 개선 방안을
강구함.
- 현재로서는 종래의 대베트남 기본정책을 유지함.

4.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구엔반린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소련 방문 환영 만찬(5.19.) 시 한반도
관련 언급
- 한국 등에서의 핵무기 제거 시 소련의 아시아 내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할 용의가 있음.
- 소련은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치하자는 여타국의 제의를 지지함.
- 소련은 북한과 몽골이 국제 문제 해결 및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평가

- 중거리미사일과 무관한 미국의 일본, 한국, 필리핀 배치 핵무기 제거를 언급한 것은 중거리미사일의
전 세계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여론을 의식한 소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평화
공세로 분석됨.
- 제3국 지도자 환영 만찬에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북한의 국제 문제 해결 노력을 언급한 것은
소련-북한 관계, 중국-북한 관계 등을 고려한 대북한 회유책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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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 내용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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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스리랑카 및 파키스탄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네팔
 주네팔대사관의 1986년 하반기 정기 정세 보고서

- 경제난,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1986.5월 총선 이후 국내 정국 안정세 회복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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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1987.3.16.∼18. 네팔을 방문, 네팔 평화지대안 지지를 선언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다변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주네팔대사는 1986.4.2. 외교차관을 면담, 비렌드라 국왕의 중국(구 중공) 방문 계기 북한 방문
가능성 및 네팔의 남북한에 대한 입장에 관해 논의한 바, 네팔의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균형정책
및 북한 방문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
 네팔 정부는 4.14. 왕위의 직계 장자 상속 원칙 강화, 왕비에게도 제한적 범위 내 왕위 계승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왕위계승법을 개정 공포함.
 네팔 정부는 5.21. 볼리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콜 서독 수상은 7.19. 네팔을 방문, 7.20. 국회 연설에서 네팔 평화지대안의 발전, 11월 카트만두
정상회의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힘.
 네팔 국왕은 9.14.∼17.간 중국(구 중공)을 방문, 조자양 수상 및 등소평 등과 회담을 갖고, 정유
공장 등을 시찰함.
 칼로스 스페인 국왕 내외는 11.22.∼25. 네팔을 친선 방문함.

2. 스리랑카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은 1987.3.2.∼5. 몰디브를 공식 방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Premadasa 수상은 3.29. 이집트를 방문, 양국 수상회담을 개최하고, 중동평화회담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구라나리 일본 외상은 8.11.부터 2주간 네팔을 방문한바, 동 방문은 1957년 일본 수상 방문 이후
고위급 인사의 최초 방문임.
 중부 지방 쿠루네갈레 시장의 12.1. 피격에 이어 12.2. 콜롬보 외곽에서 대테러 수사반장이 피격됨.

3. 파키스탄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1.8. 외무성 Ahmed 차관보를 면담하고, 중국(구 중공)의 대한국 인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동 차관보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
필요성을 수긍하고 있음을 언급함.
 Hinton 미국대사는 2.16.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남아시아 핵문제 관련 강연을 통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긴장 조성을 경고한 바, 파키스탄 외무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키스탄
핵정책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함.
 칸 외상이 11.1. 사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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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7.7월 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걸프만 정세 및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아래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1. 이란·이라크 전쟁 동향 및 종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향

- 1980.9월 개전 이후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확산
- 조기 종전 가능성은 불투명
- 이란·이라크 어느 일방의 결정적 승리 불원
-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라크를 지원
- 단, 시리아만이 이란을 적극 지지
 종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 그간의 유엔, 비동맹, OIC(이슬람회의기구), 아랍연맹 등의 종전 노력 실패
-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종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987.7.20.)
- 이란의 동 결의안 거부로 이행은 난망시
- 미국은 동 결의안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결의안 제출을 목표로 관계
국과 협의 중

2. 걸프만 최근 정세(긴장 고조)
 1984.2월 이래 유조선 공격으로 확대
 이란은 이라크를 지원 중인 쿠웨이트 선박 집중 공격 및 쿠웨이트 연안 기뢰 부설

- 이란은 1987.2월 호르무즈 해협에 Silkworm 미사일 배치
 미·소 선박 피격으로 강대국 개입 초래
 쿠웨이트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강대국 보호 요청(1987.1월)
 미국은 1987.7.22. 이후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 개시 발표
 소련은 걸프만 내 모든 외국 함대 철수 제의(1987.7.16.)

3. 걸프만 정세 전망
 미 군함 및 호송 쿠웨이트 유조선에 대한 이란의 전면 공격 가능성 희박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희박
 미·소 간 걸프지역을 둘러싼 각축 계속 예상
 걸프지역의 긴장 상태 고조 및 소규모 제한적 군사충돌 가능성 점증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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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등 강대국 및 주변국 태도

4. 한국의 대책
 안보 관계

- 사태 진전에 따라 미국 측과 수시 협의
 경제 관계

1422

- 원유 수송 안전 위협 시 관계기관과 업계의 정보수집 체제 구축 및 비축유 추가 확보
- 원유 수송로 폐쇄 시 중동 이외 지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부족 물량 최대 확보 및 비축유
활용
 한국 선박 및 근로자 안전 문제

- 신속, 정확한 걸프만 정세 파악 및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 각 공관별 유사시 긴급대피계획 수립
- 비상시 관련기관 간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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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7.8월 중 재외공관 보고 등을 기초로 작성한 걸프 지역 정세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회교순례자 유혈충돌사건(1987.8.3. 보고서)
 사건 개요

 조치 사항

- 만일의 사태 발전에 대비하여 관련 재외공관 및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관련 재외공관에 교민 안전 대책 강구 지시

2. 걸프 지역 정세
 1987.8.7. 보고서

- 이란은 메카 유혈충돌사건 및 강대국 군사 개입 관련 강경 자세 표명
- 미국은 미 국기 게양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 계속 추진
-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군함 호송 천명
- 소련은 외무차관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파견하여 영향력 행사
- 메카 사건 관련, 대다수 아랍 국가들의 대이란 비난으로 이란의 국제적 고립화 가속
 1987.8.18. 보고서

- 이란·이라크 간 공방전 지속
- 미국은 미 국기 게양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 계속
- 이란은 걸프만 내 기뢰 부설을 통해 안전항행 위협
-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가는 대이란 고립화 조치 강화
 1987.8.28. 보고서

- 미국의 미 국기 게양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이 순조롭게 진행
- 미국의 안전항행 보장대책 강화(중동통합사령부 설치 및 걸프만 주둔 함대 증강)
- 아랍연맹 긴급외상회의 개최(8.23.~25. 튀니스)
- 이란·이라크 간 소규모 공방전 지속

14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 중 시위를 벌이던 이란인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보안군과의 1987.7.31.
충돌에서 약 1,000여 명의 사상자(사망 400여 명) 발생
-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1987.8.1. 비상각의를 주재하여 3일간을‘국민 애도의 날’
로 선포하고, 동
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대미 비난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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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7.9월 중 재외공관 보고 등을 기초로 작성한 걸프 지역 정세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1987.9.8. 보고서
 걸프만 유조선 공격 재연

1424

- 8.29.~9.5.간 23척의 선박 피격
- 한국 유조선‘아스트로페가서스’
호(한국 선원 28명) 및 일본 유조선‘다이아몬드마린’
호(한국 선원
16명 승선) 가 피격되었으나, 한국 선원의 인명 피해는 없음.
 미 중동함대 교체 및 증강

- 걸프만 및 북부아라비아해 주둔 미 항공모함‘콘스텔레이션’
호가 8.31.
‘레인지’
호로 교체
- 상륙함‘랄레이’
호 걸프만 내 진입 배치 및 전투함‘미주리’
호 추가 배치
 미국의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은 순조롭게 진행
 서방 국가들의 조기 종전 촉구 및 항해 안전조치 강화

- 구주공동체(12개국)는 9.3. 유엔 안보리 종전 결의안의 조기 수락 촉구
- 벨기에,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등은 소해함 파견 결정
 이란의 유엔 사무총장 이란 방문(9.10.~13.) 초청

-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은 동 방문 초청 수락
 이란의 대쿠웨이트 공격

- 쿠웨이트 컨테이너선‘제벨알리’
호에 8.31. 기관총 공격
- 쿠웨이트 해안에 9.2.~5. 중 3발의 미사일 발사

2. 1987.9.21. 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 난항

- 이란(9.11.~13.) 및 이라크(9.13.~15.) 방문을 통한 중재 노력
- 이란이 사실상 유엔 안보리 종전 결의안 수락 거부
 이란·이라크 간 공방전 지속
 미국 및 영국의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 확대
 걸프 지역 주둔 외국 함정 증가
 제24차 GCC(걸프국가협력회의) 외상회의 개최(9.12.~13. 제다)

- 이란의 유엔 안보리 종전 결의안 수락 촉구
 아랍연맹 외상회의 개최(9.20. 튀니스)

- 이란·이라크 전쟁 문제 논의를 위한 11.8. 아랍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리비아-이라크 관계 개선

- 9.12.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아랍 형제관계 재건 및 이란의 유엔 안보리 종전 결의안 수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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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7.10~12월 중 재외공관 보고 등을 기초로 작성한 걸프 지역 정세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걸프 지역 정세 동향(1987.10.14. 보고)
 이란·이라크 전쟁 격화 움직임

- 10.5. 이후 이란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격 재개
- 10.13. 이라크의 이란 대도시 보복공격 선언
- 9.21. 미 헬기가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 1척 공격
- 10.8. 미 헬기가 이란의 경비정 4척과 교전
 미국의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 계속
 미국, 영국 등의 대이란 제재조치 강화

- 9.23. 영국은 런던 소재 이란 무기조달사무소 폐쇄
- 10.6. 미 의회는 이란산 원유 등 이란 상품 수입금지 의결
 유엔 안보리의 이란·이라크 전쟁 중재 노력

- 9.24. 미·소 양국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노력 필요성에 합의
- 9.25.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무장관 회의 개최

2. 한국 선박 피격 사건(1987.12.26. 보고)
 피격선박 개요

- 선박명: 현대 7호(약 2만 톤급, 현대상선 소속 화물선)
- 승선 한국인 선원: 20명
- 적재 화물: 목재, 철재 등 건축자재
 사고 경위

- 12.25. 16:30 걸프만 두바이항 북동쪽 30마일 지점에서 이란 쾌속정 로켓탄에 의해 피격
 피해 상황

- 한국 선원(20명) 전원은 미국 및 영국 헬리콥터에 의해 긴급 구조되어 영국 해군함정에 승선
- 선박은 화재 진압 후 두바이항으로 예인 예정
 조치 계획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미국 및 영국 정부에 사의 표명
- 사고 경위 재확인 후 이란 정부에 항의 전달 및 재발 방지 요청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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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간 직접 무력 충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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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의 1987.1~6월 중 주요 정세 동향에 관한 공관 및 외무부 미주국 중미과 보고 내용임.
1. Contadora 그룹 회의(1.6. 주파나마대사 보고)
 동 그룹 창설 4주년과 관련하여 De Cuella 유엔 사무총장, OAS(미주기구) 사무총장, Contadora
그룹 및 지원 8개국 외상이 1.16. 파나마에서 중미사태 협의 후 1.17.~19. 중미 분쟁지역 5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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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할 예정임.
 동 회담에서는 온두라스-니카라과 분쟁. 미국의 대니카라과 반군 Contras 지원 이후 Contras의
공세 강화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임.
 상기 8개국 외상은 1.21. 역내 5개국 순방 후 미국의 중미평화 노력 참여 촉구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2.6. 주멕시코대사 보고).

2. EC(구주공동체)-중남미 외상회의(2.12. 주과테말라대사대리 보고)
 제3차 EC-중남미 외상회의가 EC 12개국, 중남미 5개국 및 Contadora 그룹 외상 간에 2.9.~10.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됨.
 동 외상회의는 중미평화 유지 방안 및 EC-중남미 제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후 2.10. 정치
및 경제 분야 2개 공동성명을 발표함.

3. 중미4개국 정상회의(2.16. 주코스타리카대사대리 보고)
 산호세에서 2.15. 중미4개국(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정상회의가 개최됨.
 코스타리카가 제의한 10개 항의 중미평화안을 중점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90일 내
과테말라에서 니카라과를 포함한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4. 미국 상원의 대Contras 원조중지 결의안 부결(3.19. 주미대사 보고)
 대Contras 군사원조 잔여 4천만 달러 제공을 중지하는 결의안이 3.18. 미 상원에서 부결됨.

5. 세인트루시아 총선 결과(4.7. 중미과 보고)
 세인트루시아의 4.6. 총선에서 집권당인 연합노동자당의 신승으로 Compton 수상이 재집권함.
 세인트루시아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나, Compton 수상은 친한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수상의 재취임을 축하하는 노신영 국무총리 명의의 축전을 4.8. 발송함.

6. 세인트루시아 총선 재실시 결과(5.1. 주바베이도스대사 보고)
 4.30. 재실시된 총선 결과 여당인 연합노동자당이 총 17석 중 10석을 확보하여 7석을 차지한
노동당을 누르고 승리함.
 Compton 수상은 4.6. 총선 이후 안정적인 다수석 확보를 위해 재선거를 실시했으나, 소기한 바
절대 다수석 확보에 실패함.

7. 도미니카공화국 Blanco 전 대통령 망명(5.7. 중미과 보고)
대통령은 군수품 고가 구매 관련 부정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자신의 신변 안전보장과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망명을 요청했음을 밝힘.
 동 사건은 조기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8. 도미니카공화국-쿠바 관계(5.26.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보고)
 카리브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도미니카공화국이 최근 쿠바와 체육,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강화 및 통상관계 수립 검토 등 비정치적 관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양국 간 수교 가능성은 없으나, 대미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 간 통상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9. 중미 정상회담 연기(6.15. 주코스타리카대사 보고)
 마드리갈 코스타리카 외상은 6.12. 과테말라에서 6.25.~26. 개최 예정인 중미 정상회담을
연기하였음을 발표함.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동 정상회담 연기를 제의한 Duarte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한 것으로 분석됨.

10. 바하마 수상 재집권(6.21. 주미대사 보고)
 6.19. 실시된 바하마 총선에서 Pindling 수상이 영도하는 진보자유당이 재집권한 바,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을 건의함.
 동 건의에 따라 6.26. 대통령의 축전을 발송함.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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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co 전 대통령이 4.30. 베네수엘라 대사관저에 피신하여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바,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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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의 1987.8~12월 중 주요 정세 동향에 관한 공관 및 외무부 미주국 중미과 보고임.
1. 제2차 중미 정상회의 결과(1987.8.11. 중미과)
 과테말라시티에서 8.6.~7. 개최된 동 정상회의에 중미 5개국(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대통령이 참석함.
 회의 결과
1428

- 코스타리카 Arias 대통령의 제의를 기초로 중미 5개국 국가원수는 휴전 추진, 국가화합위원회 구성,
반대세력과의 대화 개시 및 정치범 석방, 다원적 민주화 실시 및 비상사태 해제, 인접국 침공을 위한
영토사용 금지 등 5개 항을 90일 이내 이행하기로 하는 평화 추진 합의문서에 서명함.
- 120일 내에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 합의에 대한 진전 사항을 확인하기로 결정함.
 평가 및 전망

- 긍정적 측면: 중미 각국 정상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중미평화, 민주화 확립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일단 긍정적 성과로 평가됨.
  ·합의문서에 주로 Arias Plan이 채택됨으로써 중미 국가들이 역내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1986.5월 제1차 정상회의 이후 답보 상태인 중미의회 창설 노력의 재개 등으로 중미 각국 간의
긴장완화 효과가 기대됨.
- 부정적 측면: 합의사항의 이행이 용이하지 않고, 합의문서가 일반적 표현으로 작성되어 불이행 시 제재
방안이 결여되어 있으며, 회의 직후 Contras 대표들은 휴전 불응 및 계속적인 무력투쟁을 천명함.
- 전망: 동 회담의 성패 여부는 합의문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가 관건임.
  ·휴전이 공식 발효케 될 60여 일 후에야 판명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동 합의 이행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중미국가 간
합의 이행 추이에 따라 Contras를 통한 대니카라과 압력의 정도를 조정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2. Rio 그룹 외상회의(1987.8.12. 주브라질대사 보고)
 Rio 그룹 8개국 외상은 8.11. 멕시코에서 리오그룹 정상회의를 11.27.~28. 개최할 것임을 발표함.
 동 회담 목적은 중미 제국의 개발 및 동 지역 내에 현존하는 다자간 기구의 활성화임.

3. 최근 중미사태와 정부 입장(1987.8.24. 중미과 보고)
 주한 코스타리카대사대리는 8.21.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중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정부 입장 검토

- 모든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중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의 기본 방향은 지지함.
- 대Contras 지원 명분 상실을 우려하는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 성명 등을 통한 중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시기상조임.
- 중미 우방국들과의 양자 차원 접촉 시 중미 정상의 회동 및 문제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니카라과의 민주화 보장 및 공산권 외부세력의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1429
 최근 동향

- 1983.1월 발족한 Contadora 그룹(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의 중미평화 실현 노력의
한계가 노정됨.
- Contadora 그룹 노력에 대한 큰 성과가 없음에 따라 중미 분쟁 당사국의 자체적인 해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분석 및 전망

- 중미 정상 간의 1987.8월 평화협정 체결은 니카라과를 포함한 분쟁 당사국인 5개국 간의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태 진전으로 평가됨.
- 미국은 중미지역 국가 중 가장 많은 군사 장비를 보유한 니카라과의 협정 이행 여부에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산디니스타 반군에 대한 원조 재개를 검토 중으로 중미 정상 간 평화협정은 휴전 기한을
1987.11.7.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만간 괄목할 만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Arias 대통령에 대한 10.13.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중미국가 원수 간의 중미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중미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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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중미 정세 및 전망(1987.10.14. 중미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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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및 멕시코의 외채 문제에 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브라질의 외채이자 지불정지 조치(1987.3월 주브라질대사 보고)
 조치 내용

1430

- 브라질 정부는 1987.2.10. 총 대외부채 1,088억 달러 중 외국 민간은행에 대한 중장기 채무(약 660억
달러 추산)에 대한 외채이자 지급을 중지함.
- 동 외채 이자액의 현지화 상당액을 브라질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외채상환조건 재조정 협상이
타결되어 외환 사정이 호전되면 이자액을 외화 지불함.
 조치 배경

- 브라질의 경제 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수출 부진에 따라 외환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
어 1987.1.31. 현재 브라질 외환 보유고는 약 32억 달러로 격감함.
- 브라질 경제 악화로 Sarney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정치 면에서도
현 정부가 외채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반응 및 전망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제국은 브라질 정부의 금번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중남미 제국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하여 통일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함.

2. 멕시코의 외채 관리 동향(1987.2월 주멕시코대사 보고)
 현황

- 멕시코 정부는 1986년 중 1단계(국제금융기구), 2단계(선진국 정부 및 파리클럽), 3단계(국제상업
은행단)를 거쳐 총 782억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외채 재편성 교섭을 마무리함.
- 또한 멕시코 정부는 상기 외채교섭과는 별도로 외채 경감 및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해 1983년 이래
채무의 자본화와 외채의 투자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옴.
 브라질의 외채이자 지불정지 조치(1987.2.10.)에 대한 멕시코의 반응

- 멕시코는 석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가 비석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1985년 59억 달러에서
1986년 말 63억 달러로 증가되는 등 브라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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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스와질란드, 앙골라, 잠비아, 지부티, 케냐, 코모로 및 탄자니아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소말리아
 Barre 대통령은 1월 수상직을 신설하여 제1부통령을 수상에 임명하는 한편 개각을 시행함.
 외상은 11월 브루나이를 방문함.
1431
 정부는 1987.5월 전 수상 등 12명을 반란선동죄로 긴급 체포함.
 음스와티 3세 국왕은 9.28. 의회를 해산하고, 11.5. 총선 실시를 발표함.

3. 앙골라
 콩고 브라자빌에서 4.7.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7월 미국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앙골라를 방문하여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을 타진함.
 Dos Santos 대통령이 9월 최초로 프랑스 및 포르투갈을 방문함.
 앙골라는 나미비아 독립 촉진을 위하여 쿠바 군 2만 명을 철수하게 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남아공은 11월 앙골라 주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제의함.

4. 잠비아
 모잠비크의 치사노 대통령이 2월 잠비아를 방문함.
 잠비아, 자이르 및 앙골라 3국은 5월 3국을 연결하는 Benguela 전략 철도 재개에 합의함.

5. 지부티
 지부티는 친서방 비동맹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의 국방, 재정 및 기술 지원에 의존함.
 지부티 및 인근 지역의 안정을 목표로 프랑스 군 4천여 명이 지부티에 주둔함.

6. 케냐
 모이 대통령은 6월 일부 개각을 시행함.
 모이 대통령은 3월 미국 등을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루사카에서 남아공에 대항하는 전선국가
6개국 수뇌회담을 개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스와질란드

7. 코모로
 친서방 비동맹 중립주의를 기조로 방위를 프랑스에 의존해 온 코모로는 Mayotte 도서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분쟁 중임.

8. 탄자니아
 Mwinyi 대통령은 3월에 개각을 시행하였으며, 취임 후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
1432

분위기가 조성됨.
 동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잠비아를 방문함.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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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베냉,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및 토고의 1986∼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가봉
 봉고 대통령이 1986.11.9.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7.1월 개각을 시행함.
 봉고 대통령은 2월 소련 및 중국(구 중공), 7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가봉은 경제난에 따라
1987.1월 파리클럽과 외채 상환 일정 재조정에 합의함.

 1985.7월 쿠데타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1987.5월 동 주역들에 대한 사형이 선고됨.

3. 기니비사우
 부통령 주도의 쿠데타 음모가 1987.5월 적발됨.
 비에이라 대통령은 5월 화폐개혁을 포함한 경제, 사회 개혁 조치를 발표함.

4. 말리
 Traore 대통령은 1987.2월 일부 개각을 시행함.
 말리 정부는 1988~90년 3개년 경제구조 개혁을 IMF(국제통화기금) 지원하에 추진하기로 함.

5. 베냉
 아프리카 시사 주간지는 베냉이 경제난에 따라 좌경 사상에서 탈피하여 개방적, 친서방 경향의
대외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보도함.

6. 카메룬
 Paul Biya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호 및 협력 증진, 내정
불간섭 및 엄정 비동맹 중립주의 외교에 기초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합을 추구함.
 카메룬은 1986.7월 이후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착수하여 농촌 개발, 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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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보베르데
 Pereira 대통령은 1987.2월에 모로코, 4월에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를 각각 방문함.
 Chissano 모잠비크 대통령이 5월 카보베르데를 방문하여 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 간의
연대 강화를 추진함.

8. 코트디부아르
1434

 우푸에부와니 대통령 및 외상은 리비아의 차드 침공을 강력히 비난함.
 정부는 1986.2월 1969년 이후 외교관계가 동결된 소련과 복교하는 한편 1986.12월 상주대사가
부임하였으며, 1987.4월에는 니카라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7월에는 프랑스 외무장관, 8월에는 캐나다 외무장관, 그리고 10월에는 일본 외무차관이 각각
방문함.

9. 콩고
 Nguesso 대통령은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 자격으로 1987.2월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함.
 북한 김용섭 외교부부장이 3월에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루마니아 대통령, 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콩고를 방문함.
 Nguesso 대통령은 9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콩고 쿠데타 발생설을 부인함.

10. 토고
 에야데마 대통령은 1987.1월 집권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개각을 시행함.
 토고 정부는 1986.9월 쿠데타 기도 배후로 지목된 가나에 대하여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해 온 바,
1987.2월 동 국경을 재개방함.

자이르 정세

| 87-131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97 / 8 / 1~72(72p)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Mobutu 대통령은 1월 소폭의 내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수상과 외상을 임명하였으며, 11~12월에는
유일 당인 MPR 조직 및 인사를 개편하여 당 운영을 효율화하고, 장악력을 강화함.
 채권단인 IMF(국제통화기금), 파리클럽과의 협상을 통하여 외채 상환 일정 재교섭을 달성하였으나,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987년 연간 인플레율이 100% 이상을 기록함.

 모부투 대통령은 1987년에 해외 순방 활동을 강화하여 2월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및
서독을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차드, 앙골라를 방문하는 한편 9월 퀘벡에서 개최된 불어권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11월에는 스위스를 방문함.
 동 대통령은 4월 콩고, 잠비아, 앙골라 및 모잠비크 4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앙골라-콩고잠비아 3개국을 연결하는 Benguela 철도 복구사업 추진에 합의함.
 콩고는 리비아의 차드 침공에 반대하고, 남아공에 대항하는 전선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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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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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미국 동향. 전3권
V.1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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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1987.3∼7월 중 주요 국제 동향임.
1. 이란·이라크 전쟁이 1980.9월 개전 이후 장기화되면서 페르시아만 항행 선박에 대한 공격이 격화
되고 있으며, 이란이 1987.3월 호르무즈 해협에 중국(구 중공)제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여 쿠웨이
트 등 이라크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킴에 따라 쿠웨이트는 미·소 양국
선박의 국적 대여를 요청함.
1436

2. 미 행정부는 당초 쿠웨이트의 요청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소련이 1987.4월 쿠웨이트에 3척의
유조선을 대여하고 종전협상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등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동향을
보임에 따라 쿠웨이트 유조선 11척에 성조기를 게양시키고 미 해군 함정들로 하여금 동 선박들을
호위하는 문제를 쿠웨이트와 협의하는 한편 주쿠웨이트 미국대사는 4.23. 쿠웨이트 유조선 및 선박
일부에 대한 미 국기 게양 및 호송 제의를 수락함을 쿠웨이트 측에 통보함.
3. 미국 구축함 스타크호가 1987.5월 바레인 동북방 80마일 지점에서 이라크 전투기에 의해 피격되는
한편 소련 상선이 두바이 근해에서 이란 무장선에 의해 피격되었으며, 소련 유조선이 쿠웨이트 근해에서
기뢰 폭발로 손상됨.
4. Reagan 미국 대통령은 1987.5.29. 페르시아만 정세 관련 아래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페르시아만에서의 자유항행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함.
 미국의 페르시아만 지역 주둔은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요함.
 페르시아만에서의 항해, 특히 미 국기 게양 선박의 안전 항해가 보장될 때까지 미국은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며, 유사시 적절한 방위조치를 취할 것임.
 향후 미 국기 게양 선박에 대한 미 군함의 호송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미국은 현재 여사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87.7.20. 이란·이라크 양국의 즉각적 휴전, 양국 군의 점령지로부터의 즉시
철수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미국 동향. 전3권
V.2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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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1987.8∼9월 중 주요 국제 동향임.
1. 미국은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하여 1987.8월 현재 쿠웨이트 유조선 호위를 위해 항공모함 콘스
텔레이션호를 위시한 15척의 전함을 파견하고 있고, 소련도 쿠웨이트에 대한 용선 유조선 3척 호위를
위해 군함 3척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 해군성 담당과장은 최근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해 미 중동함대에 증강된 해군 전력의 일부가
대서양 및 태평양 함대에서 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종래 미 해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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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영국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페르시아만에 증강된 미국 해군력의 대부분은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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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제7함대 및 제3함대)에서 지원한 것이며, 나머지는 대서양 및 지중해 함대(제2함대 및
제6함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2. 영국 유조선 젠틀브리지호가 1987.9.21. 페르시아만 북부에서 이란 쾌속정으로부터 로켓탄 공격을
받아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됨.
 영국 정부는 9.22. 주영국 이란대사대리를 소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함.
 영국 정부는 9.23. 런던 주재 이란 무기조달본부의 폐쇄를 결정함.

3. 미 해군 순양함 자레트호에서 발진한 헬기가 1987.9.21. 바레인 동북방 80km 지점에서 기뢰를 부설
중이던 이란의 기뢰부설함을 직접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9.22. 동 피격 이란 선박을 바레인
연안으로 예인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이란 쾌속정에 대한 경고 사격이 있었음.
 Reagan 미국 대통령은 9.22. 이란 함정 공격이 합법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해외 주재 미국공관에
1급 경계령을 하달함.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9.22.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의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결의안
(598호) 수락을 거부하고, 미국이 이란 선박 공격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4. Weinberger 미 국방장관은 1987.9.24.~28. 페르시아만 주둔 미 함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등 페르시아만 주변국을 방문하여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함.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미국 동향. 전3권
V.3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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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1987.10∼11월 중 주요 국제 동향임.
1. 미 의회(상·하 양원)는 1987.10.6. 원유 등 이란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함.
2. 페르시아만 북부 해상에서 1987.10.9. 미군 정찰용 헬기 3대와 이란 고속정 4척 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이란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2척이 나포되었으며, 1척은 도주함.
1438

 미 국방부는 10.9. 동 충돌이 이란의 선제공격에 대한 미국의 정당방위였다고 밝힘.
 무사비 이란 수상은 10.11. 페르시아만 주둔 미국 군사목표물에 대해 전면전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과 그 유럽 맹방들의 페르시아만 개입에 최후까지 저항하겠다고 공언함.

3. 미국은 이란이 1987.10.16. 미 국기 게양 쿠웨이트 유조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10.19.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란의 석유시추 시설물 및 군사목표물에 대한 포격을 단행한 바, 주요
관련국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이란은 미국에 대한 전면 대응 등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함.
 소련은 미국의 대이란 보복 포격이 군사적 모험주의라고 비난함.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미국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표명함.

4.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1987.10.23. 청문회에서 Weinberger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페르시아만 정책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미 국기 게양 선박의 자유 항해
 동 지역 유류자원에 대한 자유세계의 접근 보장
 이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동 지역 내 온건주의 국가들의 안보 강화
 소련 세력의 침투 저지

5. 미 백악관은 1987.10.26. 대이란 수입 전면 금지 및 일부 품목의 이란 수출을 추가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6. 이란이 1987.11.13. 전국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대이라크 총공세를 준비하고, 페르시아만 항행 제3국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

재일 교민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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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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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87.1월 총영사관 관내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 건물(목조 시멘트 1층) 및
부지 34평에 대해 토지 명의자인 이병태(동 민단 전 부회장)가 1986.12.9.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고함.
2.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6.12월 일본 북해도 상은 신용조합이 불법대출 등의 사유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1987.3월까지 25억 엔의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산 가능성이
 외무부는 1986.12월 정부 차원에서 동 북해도 상은 신용조합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무부에 문의함.
 재일한신협은 1986.12.23. 동경에서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북해도 상은 신용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원을 결정함.

- 1987.1.16.까지 한신협 상위 12개 조합에서 25억 엔을 통지예금 형식으로 북해도 상은에 예치
- 기 지원 10억 엔도 통지예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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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건의함.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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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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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 날인 거부로 인해 야기된 강제 출국 문제 해결을 위한 1986~87년
한·일 양국의 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6.11.자 한국 언론이 일본 정부가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김명식에 대해 체류기간 갱신
신청 시 지문 날인 거부를 이유로 체류 불허 방침을 본인에게 통보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주일본대사관에 관련 사실 파악을 지시함.
1440

2. 주일본대사는 아래 내용을 보고함.
 동인은 1985.9월 외국인 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 시 지문 날인을 거부함.
 일본 법무성은 1986.3월 지문 날인 거부를 이유로 동인에 대한 기간 갱신 보류 및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고지함.
 일본 법무성은 1986.6.16. 동인에 대해 지문 날인 거부 시 체류기간 갱신 불허 방침임을 최종
통보함.

3. 외교부 소병용 아주국장대리는 1986.6.18. 아라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하여 사실상 강제 출국 처지에
있는 동 유학생에 대해 인도적 관점 및 양국 관계를 감안하여 신중한 배려를 요청한 바, 일본 측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 측 요청을 본부에 보고 예정이라고 답함.
4. 외교부는 상기 면담 결과를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지시함.
 주일본대사관 강신무 총영사는 1986.6.17. 일본 법무성 입관국 참사관을 면담하고, 인도적 배려를
요청함.
 유병우 정무과장은 6.18.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함.
 일본 측은 강제출국으로 인한 양국관계 손상을 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출국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을
법무성과 협의 중임을 언급함.

5. 주일본대사는 1987.3.19. 일본 법무성은 당사자가 자진 출국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강제퇴거 등 행정명령이나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출국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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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7 / 14 / 1~191(191p)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제6차 회의가 1987.11.16.
아래와 같이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수석대표) 및 외교·법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2. 의제

3. 회의 결과
 개정 외국인 등록법

- 한국 측은 법무성령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지문 날인 거부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갱신 기간 단축 철회
등을 촉구함.
- 일본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협정 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신청 기간 재설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한국 측의 잠재거주자에 대한 일괄 구제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현행대로 개별적, 인도적 고려에
따른 처리 입장임을 표명함.
 일본 측의 강제퇴거자 인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인도적 이유로 거부함.
 교육 문제

-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및 교토 한국학교의 정규학교 인가를 요청함.
-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 교육 문제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 및 각 지자체의 지도를 촉구할 예정임을
밝힘.
 취업 및 사회복지 문제

- 한국 측은 취업 기회 확대 노력 촉구 및 정주외국인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사회보장을 요청함.
- 일본 측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공무원 임용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한 지속적 노력
경주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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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외국인 등록법, 법적 지위, 사회생활상 처우 등 재일 한국인 문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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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87.11.1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8 / 1 / 1~254(254p)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제6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회의자료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됨.
1. 대표단 활동

1442

 사전 대책 회의, 민단 간부 간담회
 수석대표의 외무성 아주국장 및 법무성 입관국장 면담, 사무차관 예방
 2차에 걸친 회의 및 폐회식, 기자 브리핑

2. 회의 의제
 개정 외국인 등록법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 영주권, 잠재거주자 구제
 사회생활상의 처우: 취업, 교육, 사회복지
 3세 이하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 등

3. 정부 훈령
 지문날인제도의 조기 철폐 관철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철폐
 법적 지위 안정 노력

- 재일한국인의 지위 전반의 문제점 지적 및 기본 방향 제시
- 협정영주권 보장 촉구, 잠재거주자 구제 노력 요청
- 출입국상의 제약 완화 요청
 사회생활상의 처우 개선

- 취업 문호 개방
- 교육 면에서의 배려 요청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수혜 확대
-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자치 선거권 회복 요청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회의, 제2차. 서울, 1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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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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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제2차 한·일 정부 간 회의가 1987.3.5.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관계실무자가 참석함.
 일본 측에서는 다니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법무성, 후생성 관계실무자가
참석함.

한편, 재일본 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안정된 법적 지위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협의함.
 재일본 한국인 및 후손의 생활 실태

- 일본 측은 법무성이 실시한 재일외국인 의식 실태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후손문제는 재일한국인
감소 추세 등 재일한국인 동향을 검토하면서 협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를
설명함.
-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상의 개선점은 인정하나
실제 혜택의 범위가 중요함을 지적함.
 재일본 한국인 후손 문제 협의에 대한 기본 입장

- 지위보장 대상: 한국 측은 일본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모든 한국인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협의를
요청한 바, 일본 측은 협정영주권자 및 그 자손에 한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 보장 내용: 한국 측은 협정영주권의 자동 부여, 강제퇴거 폐지 및 일본인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권익의
포괄적 보장을 요청한 바, 일본 측은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보장 형식: 한국 측은 신협정 체결, 특별법 제정 검토를 요구한 바, 일본 측은 현 단계에서 신협정 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힘.

3. 동 회의 결과와 관련한 정부대표단의 관찰은 아래와 같음.
 일본은 현행 법령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의향을 보임.
 일본은 한국 측 관심을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관망됨.
 당분간 한국 측 기본방침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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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양측은 재일본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생활 실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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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8 / 3 / 1~276(276p)

1. 일본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이 아래 절차를 거쳐 1987.9.4. 중의원 본회의 및 9.18. 참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법은 1년 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됨.
 1987.1월 일본 법무대신이 동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발표
 1987.3월 일본 정부는 각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

2.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음.
1444

 지문 날인 평생 1회
 외국인 등록 증명서 카드화
 등록 갱신 기간

- 5년에서‘5번째 생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로 변경
 지문 날인 거부자의 등록 갱신 기간 단축

- 현행 5년에서‘1년 이상 5년 미만’
으로 변경
 외국인 등록증 작성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분간 지방입국관리국에서도 실시하도록 분담
규정 신설

3.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지문날인 평생1회, 외국인 등록증 카드화는 개선된 사항임.
 개정 내용 중 아래 사항은 문제가 있음.

- 지문날인 거부자의 등록갱신기간 단축, 외국인 등록증 작성을 당분간 지방 입관국에서 분담, 기존의
날인 거부자에 대한 처벌(부칙), 외국인 등록증 지문 전사
 한국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최초 등록 연령 상향 조정(16세에서 20세) 미반영, 강력한 처벌 규정 존속,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존속

4.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9.5. 동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의 중의원 통과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의 논평을
발표함.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은 지문 날인을 평생 1회로 축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카드화하는 등 그간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재일 한국인이 요구해 온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향한 하나의 진전임.
 그러나, 동 개정안에는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완전철폐라는 한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바, 정부로서는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완전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

| 87-1322 |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전2권
V.2 언론보도 및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8 / 4 / 1~133(133p)

일본의 1987.9월 외국인 등록법 개정과 관련한 자료 현황임.
1. 주일본대사관의 1987.1월 관련 보고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 골자(일본어)
 한·일 지문날인제도 대비

- 일본 측 예상 논거 및 대응 자료

 외국인 등록법 개정에 관한 민단중앙본부 명의 법무대신 앞 요망서(일본어)

3. 외국인 등록법 개정과 관련한 일본 언론 보도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 골자, 동 개정안의 문제점 등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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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등록법 개정과 관련한 민단 측 자료

재일본 조선 장학회 실태조사

| 87-132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7-98 / 5 / 1~59(59p)

외무부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해외교포연구소는 주일대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재일조
선장학회’
의 운영 실태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아래 내용의 1987.5.2.~17. 현지 출장 결과
보고서(재일 조선장학회 실태조사)를 외무부에 제출함.
1.대지 및 건물
 규모: 대지 510평, 건물 2동 (동경도 신주쿠 소재 지상 9층 지하 3층 및 동경도 시부야 소재 지상
1446

6층 지하 1층), 시가 약 1천억 엔
 연간 임대료 수입: 약 12억 엔

2. 연혁
 1911.6월 조선총독부가 동경 소재 한국공사관에 유학생 감독부 설치
 1945.8월 해방 이후 재일 한국인 주축으로 운영 (1950년 이래 민단과 조총련 대립)
 1956.7월 일본 문부성 조정안에 따른 조선장학회 재건 대책에 따라 민단 측 3명, 조총련 측 3명,
일본인 3명 등으로 이사회 구성

3. 운영 실태
 재단 소유 건물의 임대료 소득에서 장학금 지급
 1986.12월 재단 내 분규로 긴급 평의원 회의 소집, 민단 측 평의원 결원 2명 보충

4. 조선장학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일대사관의 조치
 1987.3월 민단 측과 회동 후 대책 위원회 구성
 조선장학회 소유 건물 관리를 장학회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 부정 방지책 강구 중

5. 건의 사항
 외무부 또는 문교부의 조선장학회 실무대책 위원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 수립 요망
 민단의 강화

재일본 대한 부인회 방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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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7-98 / 6 / 1~45(45p)

1. 재일대한부인회는 1987.3월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제15기 제3회 회장단 회의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일정 주선을 요청함.
 방문단 인원: 약 70명
 방한 기간: 1987.5.12.~15.
 희망 일정: 청와대 예방, 외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 주최 만찬

2. 외무부는 1987.3월 주일본대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상기 부인회가 배순희 현 회장의 임기 연장
않는 상황에서 부인회의 방한 일정을 주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재일부인회는 1986.4월 전국 부인회 회장단 회의에서 1987.4.30.로 임기가 만료되는 배순희
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하는 특별 추대안을 의결한 바, 민단 측은 규약 위반을 이유로 임기 연장에
반대함.
 부인회의 방한 목적이 전국 회장단 회의 개최임을 감안할 때 민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가
일정을 주선하는 데 신중한 처리가 필요함.

3. 배순희 회장은 1987.4월 회장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재일대한부인회는 1987.5.18. 개최된 제16회
중앙정기대회에서 권병우(고베 부인회장) 신임 회장을 선출함.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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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하여 민단 측과 반목·불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민단 측과 동 임기 문제가 조정되지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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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8 / 7 / 1~118(118p)

1. 대한불교 원효종단은 1987.3월 일본 동경 우천사에 안치되어 있는 한국인 유골 송환을 위해 일본
후생성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희생자 명부를 입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87.6월 대한불교 원효종 앞으로 아래 요지로 회신함.
 일본 후생성이 관리하고 있는 미봉환 유골 1,140주는 연고자가 없는 유골로서 금후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봉환을 지원할 방침이나, 일괄 봉환에 관한 정부 차원의
1448

교섭은 정치, 외교적인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당분간 보류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불교 원효종단의 봉환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정임.

2. 일본 동경 우천사에서 교토 소재 고려사(주지 석태현)로 1987.8월 이관되었던 한국인 유골 1,140주는
일본 후생성의 요청에 따라 1987.10.27. 우천사로 반환됨.
 후생성 측은 아래 이유로 유골을 우천사로 반환하도록 고려사 측에 요청함.

- 고려사에 대한 우천사의 별원 지정이 우천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절차상 적절치 않음.
- 북한 측 유골이 고려사에 안치된 데 대해 조총련 측의 항의가 있음.
 후생성 측과 고려사는 1987.10.25.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유골은 우선 우천사로 반환하되 고려사 위령탑에 동 유골들의 위패를 안치함.
- 후생성은 한국 정부 및 북한 적십자 측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본적지에 따라 봉환함.
- 본적지가 한국인 유골에 대해서는 후생성 측과 한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한국 봉환 또는 고려사 이관
여부를 결정함.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3권 V.1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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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8 / 9 / 1~282(282p)

1. 사할린 교포 송환 관련 1987년 중 재판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제51차 공판(1987.1.27.) 및 제52차 공판(1987.3.18.)

 제53차 공판

- 원고 측은 피고(일본 정부) 측에 대해‘미귀환 일본인 증명서’
가 발급된 한국인 처와 원고와의 법적
지위가 다른지 여부,‘특수한 상황’
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 및‘도항증명서’
관련 개인적, 주관적·객관적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피고(일본 정부) 측은 1개월 후 서면 답변하겠다고 함.

2.‘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의원 간담회’
가 1987.7.17. 결성됨.
 설립 취지

-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적십자 구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활성화함.
 구성 의원단

- 자민당,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사민당 소속 중·참의원 138명으로 구성됨.

3. 외무부는 1987.7.27. 한·일 관계에 관한 당·정 협의회 보고 시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전망, 문제점
및 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전망

- 소련 측이 북한을 의식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 문제 해결의 장기화가 불가피함.
 문제점

- 귀환이 실현되는 경우 고령인 귀환 희망자들의 국내 정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이 필요함.
 대책

- 현실적인 영주귀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가족 및 친족 상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
- 일본 정부를 통한 대소련 교섭을 계속하면서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해서‘미귀환 일본인 증명서’
를 발급해야 하며, 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일본 입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기한·무조건의‘도항증명서’
발급을 요청함.
- 피고(일본 정부) 측은‘ 도항증명서’
는 입국 신청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 사증 대신 발급하는 것으로 입국심사에 응해 개별적으로 심사, 결정 및 발급하는
1449
것이기 때문에 무기한·무조건의‘도항증명서’
는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일본 정부)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처의 경우에
‘특수한 상황’
에 따라‘미귀환 일본인 증명서’
를 발급하였음을 설명함.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3권 V.2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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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8 / 10 / 1~180(180p)

1. 중·소 이산가족회는 1987.8월 사할린 이산가족 재회 및 귀환 실현을 청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외무부는 1987.10월 아래 요지로 회신함.
 정부는 사할린 잔류 동포의 가족 재회 및 귀환 실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한·일 간 각종 협의 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중임.
 금후로도 동 이산가족회의 뜻을 충분히 참작하여 대처하고자 함.

1450

2. 동경에서 1987.11.16.~17. 개최된 일·소 외무차관 회의에서 사할린 한국동포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본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소련이 사할린 한국동포 송환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일·소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함.
 소련 측은 소련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떠날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3.‘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문제’
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아세아정책연구원 주최로 1987.11.24.~25.
서울에서 개최됨.
 동 심포지엄에는 한·일 학계, 정계, 법조계 인사 10명이 참석함.
 외무부차관은 심포지엄 참석자를 위한 오찬을 주최함.
 외무부는 동 심포지엄에 초청된 이가라시 일본 사회당 의원에 대해서는 목적 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최 측으로부터 확고한 보장을 받는 선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함.

필리핀 주재 한국인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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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98 / 14 / 1~38(38p)

1. 필리핀에서 1987.1~2월 중 한국 상사원 납치 기도 첩보가 있었으며, 한국인 살해 협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필리핀대사관은 주재국 관계당국에 필요한 사전 예방 및 한국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함.
2. 외무부는 주필리핀대사관에 대해 선교사, 상사 주재원 등 모든 한국인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필리핀 국민의 감정을 도발하여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함.
1451

요청하는 협박 서한을 발송한 바, 주필리핀대사관은 주재국 외무부 및 군사령부 측에 협박 서한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경비 강화를 요청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필리핀 공산당(추정)은 1987.4월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외국 공관에 신인민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총련계 무역회사의 COCOM 위반 품목 대북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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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언론은 1987.5월 조총련계 무역회사인 동명상사가 COCOM(대공산권수출규제위원회) 규제
품목인 직접회로 등을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함.
2. 주일본대사관 공사는 1987.5.21.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면담하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이
북한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가 관심과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함.
1452

3. 주일본대사관이 주재국 외무성을 통해 탐문한 바에 의하면 북한으로 수출된 품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로 품목 및 대북한 수출액은 아래와 같음.
 오실로스코프: 711만 엔
 전자식 측정용기: 219만 엔
 직접회로: 15만 엔

투자이주 실태 조사 및 정부 소유 농장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출장, 198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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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2.24. 캐나다 투자 이주자의 정착 실태 파악, 아르헨티나와 칠레 소재 한국 정부
소유 농장의 소유권 분쟁 해결 및 동 개발과 농업 이민 송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
국가에 1987.3.8.~26. 경제기획원과 외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결정하는
한편 후속 조치로 1987.5.2. 투자이주 촉진 및 남미 농장 처리문제를 협의함.
1. 아르헨티나 방문(3.16.~21.)
 이민청장을 면담하고 야타마우카 농장(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북방으로 약 1천km 거리의

1453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소재)을 방문하는 한편 주정부 관계 간부 면담, 농장 현지답사 등 일정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가짐.

- 약 2만ha 규모의 동 농장을 1978.8.31. 2백만 달러에 구입한 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해 온 바,
국내 12·12사태로 중단됨.
- 1986.10월 동 농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조사단 파견을 결정함.
 조사단은 주아르헨티나대사, 한국인 농업 이민자 등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을
위한 농업 이주는 어려움에 따라 동 농장 매각 시도가 필요하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상
임대 또는 목축지로의 활용 방안 수립을 건의함.
 조사단은 이민청장 면담 시 농업 이민자의 도시 집중, 불법 입국자 문제, 이민협정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하고, 투자 이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 한국 이민자 및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여 대부분 수도에 거주하면서 봉제업에 종사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2. 칠레 방문(3.21.~26.)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방 173km 거리에 소재한 185ha 규모의 테노 농장을 방문함.

- 정부는 1980.12.29. 동 농장을 536,000달러에 구입하였으나 저당권 문제, 국유농지 상환 부담금 문제
등 분쟁으로 방치되어 옴.
 조사단은 칠레 외무성이 제의한 비자면제협정 일부 수정 문제, 테노 농장 문제 및 불법 체류자
문제를 연계한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결 시 2세대 정도의 농업 이민을 추진하며, 교섭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교포 중 희망자에게 영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함.
 한·칠레 비자면제협정을 악용한 한국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3. 캐나다 방문(3.8.~14.)
 캐나다 정부 관계기관, 대사관 및 투자 이주자와 면담하고, 투자 이주자 정책 실태 등을 파악함.

호주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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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의 1987.1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해외이주 적극 추진 지시에 따라
정부는 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알선업체 다변화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함.
1. 외무부 남미 농장 운영 사업 부진에 따라 1.8. 주호주대사관에 농업 이주 진출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주호주대사는 6.18. 아래와 같이 보고함.
 호주 정부는 남미형의 농업이민정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이민이나
1454

농업 개발계획 참여 형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호주 이민법상으로는 대량 또는 다수 이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합실무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주한 호주대사관과 아래 사항을 협의함.
 호주 투자 이민 희망자가 정부 지정 이주알선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투자 이민 희망자가 호주 비자를 받기 전에 투자액을 전액 송부해야 하는 규정 개정 문제

3. 호주 정부의 은퇴자에 대한 이민 정책에 따른 한국인들의 호주 이민과 관련하여 한국해외개발공사는
3.2. 호주 Price Waterhouse Australia와 은퇴자 이주 알선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3.17. 외무부에
10세대의 이주 알선을 신청하여 옴에 따라 외무부는 3.20. 주시드니총영사에게 관련 은퇴 이주 규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시드니총영사는 호주 정부는 별도의 투자이민제도를 시행 중이며, 은퇴 이주는 노령 부유층의
재산 도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함.

4. 주뉴질랜드대사관은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 이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뉴질랜드 정부의
취업이민제도 자료 및 안내서를 송부함.

파라과이 San Pedro농장 운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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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농업 이주 촉진을 목적으로 1968.4월 파라과이에서 매입한 산페드로농장 한국인
영농과 관련된 내용임.
1. 해외개발공사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205km 북쪽에 위치한 1500ha의 동 농장을 11,000달러에
매입하고, 1969.6월에는 17세대가 농장에 정착하였으나 동 정착 세대가 이탈함에 따라 농장을 폐쇄함.

한국 교민 중 입주 영농자 4세대와 아래와 같이 임차계약을 체결함.
 영농 4세대는 토지 대금, 주택 부대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를 균등하게 채무 부담하여, 매년
분할 상환하도록 함.
 영농 이탈자 발생 시에는 잔존 영농 세대가 인수하도록 조정함.
 1985년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함.

3. 해외개발공사로부터 동 농장 관리를 위임받은 주파라과이대사관은 영농세대의 채무 반환 관련 현황
및 건의를 본부에 보고함.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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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개발공사는 1980.7월 지사를 설치하여 동 농장을 개발해 온 바, 1985.1월 지사 철수에 따라 현지

해외 이주 부조리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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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년 외무부에 한국 이주알선업체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옴.
 미국대사관 총영사는 6.24., 7.2. 및 7.20.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해외이주과장과의 면담 시 한국
이주알선업체의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10.1. 이후 민간 이주알선업체의 수속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이주알선 업무를 준정부기관인 해외개발공사로 단일화할 것을 제의함.

- 1987년 현재 이주알선 업체는 해외개발공사 및 민간 4개사 등 총 5개사임.
1456

 미국대사관 측은 연 3만 건에 달하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신청서 중 약 5퍼센트가 서류 위조,
변조 등 이유로 거부되는 바, 영사과 직원의 업무 상당 부분이 이를 적발하는 데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미국대사관 영사과 직원 수에 있어서 주한대사관이 2번째로 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을 설명함.
 외무부 해외이주과장은 외무부도 이주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3월 이후에 해외이주
알선은 해외개발공사와 민간 3개 업체에만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민간 업체에
대한 이주업무 박탈은 수락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고 상호 협의 강화를 희망함.

2. 외무부는 간담회 개최 및 공문 통보 등의 조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이주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부조리 발생 시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경고하고, 부조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 관리감독체제 구축, 부조리가 주로 발생하는 국내 지방 지사의 축소 내지 폐쇄 및 비리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함.
 이주알선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동 민간업체들을 재단법인화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6.29. 국세청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가능 여부를 조회한 바, 국세청은 면세
여부는 재단 운영의 공익성 여부에 따름을 회신하고, 운영비 사용의 세법상 규정을 통보함.

3. 외무부는 9.23. 한·미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조리 척결을 위한 이주알선업체 지사 자율적 축소,
서류 위·변조 방지책 시행, 부조리 직원 해고 등 정부의 10개 대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미국
총영사는 만족을 표명하고 성실한 집행을 희망함.
4. 외무부는 9.28. 동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이주알선업체들에 통보하고, 9.30. 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비리 척결을 독려함.
 업체들은 비리 발생 시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서해 표류 중공 어선 송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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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비정은 1985.2.2. 서해 대청도 남방 40마일 지점에서 표류 중이던 2척의 중국
(구 중공) 무인 어선을 발견하고 인천으로 예인한 후 외무부에 송환 교섭을 의뢰해 옴.
1. 외무부는 1985.2.9. 주홍콩총영사관에 중국 측과 접촉하여 송환을 교섭할 것을 지시함.
 총영사관은 신화사통신 홍콩지사와 전화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신화사 관계자들은 접촉을 회피하고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총영사관은 해난구조 협력 차원에서 중국 측 소유를 확인한 후에 인도할 것임을 선박 발견 당시

2. 주홍콩 부총영사는 1985.3.15. 리셉션에서 신화사 부사장 조우 계기에 동 건을 언급한 바, 동 부장은
총영사관이 송부해 온 문서를 북경에 송부하였으며, 회신이 있을 경우 알려 주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신화사 외사부 부부장은 5.13. 총영사에게 북경으로부터 회답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언급함.
3. 정부는 동 선박들이 인천항에 장기간 정박하여 침수됨에 따라 1985.11.15. 동 선박들을 폐기 처분
하였으며, 총영사는 신화사 외사부장대리 주최 송별 만찬 시에 동 폐기 조치를 통보함.
4. 홍콩 소재 선박회사는 1987.8.21. 주홍콩총영사관에 중국 측 선주들을 대리하여 동 선박들이 자신들의
소유 선박과 유사함을 알리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정부는 동 선박 폐기 사실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14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원과 함께 중국 측에 통보함.

한·인도간의 복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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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대사는 1983.6.10.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복수사증 체결을 건의
한 바, 외무부는 부내 관계 부서, 법무부, 상공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함.
 법무부는 상용 목적 입국자에 한하여 1년 유효 기간, 2개월 체류 조건을 제시함.
 주한 인도대사관은 7.4. 구상서를 통하여 복수사증 상호 실시를 제의함.

2. 외무부는 아래 검토 의견을 1983.10.14.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인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는
1458

한편 1984.4.2. 주한인도대사관에 구상서로 동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함.
 유효 기간 1년, 1회 입국 시마다 체류 기간 3개월 연장 가능함.

3.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5.8.2. 외무부에 대한 구상서를 통해 인도 측 제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 관련 사항을 협의함.
 인도 측은 체류기간 연간 총 3개월(연장 불가), 사증 발급 권한을 전 공관으로의 확대를 제의한
바, 한국 측 안과 상이함(복수 재입국 허가는 검토 중).
 국가안전기획부는 사증 발급을 양국 주재공관으로 한정하는 한국 측 안을 고수한 반면 상공부
는 인도 측 안을 수용함.
 외무부는 체류기간 제한보다는 기간 연장을 개별적 심사에 의하여 허용하고, 사증 발급 공관을
양국 주재공관으로 한정하며 필요시에는 전 공관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1986.1.20. 주한 인도대사관에 통보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6.6.27. 외무부에 대한 구상서를 통해 총 체류 기간을 3개월로 한정, 복수
사증 발급 대상을 관광객에도 확대 및 발급 공관과 관련하여서는 전 재외공관으로의 확대를
제안함.
 인도 외무성 한국담당관은 1986.7.18. 주인도대사관 관계관에게 인도 측은 이미 한국인에 대한
상용복수 사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문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10.1.부터 인도인에 대해 상응하는 사증 발급을 개시하고 동 사실을 인도 측에
통보한 바, 인도 정부는 사증 발급 공관 확대를 계속 요구함.

4. 인도에 주재하는 한국 상사원들의 장기입국 사증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사 주재원들은 편법으로
단기 사증으로 인도에 입국한 후 장기 체류를 신청하는 등의 사례에 따라 인도 정부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야기함.
 외무부는 1986.4.19. 주인도대사에게 인도 관계 당국의 관련 주의를 환기하고, 주한대사관에도
관련 지침을 하달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일본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및 한국의 동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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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선의 1982∼87년 중 한국 수역 침범 및 선박 나포 현황임.
1. 1982년
 해경은 11.18. 전남 평풍도 근해에 있는 일본 복어 연승 1척을 조사하였으나, 동 어선이 조업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 따라 나포하지 않음.

2. 1983년
70만 원의 벌금 예납 및 어획물(게 450상자) 몰수 후 12.23. 석방함.

3. 1984년
 일본 중의원 농수산위 에토 의원은 6.15. 주일본대사에게 6.13. 대마도의 향기 등대로부터 서북
서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 어업전관수역 침범 사유로 한국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하카마루’
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 바, 6.14. 벌금 30만 원 예납 후 석방됨.

4. 1985년
 해경은 10.15. 경남 성도 남동 11마일 해상에서 일본 어선‘희구환’
을 한국 어업전관수역 침범
혐의로 나포한 바, 동 일본 어선은 10.17. 벌금 50만 원 납부 후 석방됨.

5. 1986년
 일본 외무성은 10.7. 주일본대사관에 한국 경비정에 나포되어 제주항에 정박 중인 일본 어선 제8
다이요마루의 조기 석방을 요청하고, 동 선원 26명이 구라나리 외상의 선거구민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망함.

- 동 일본 어선은 10.6. 제주 서귀포 남방 11마일 해상에서 영해법 위반 혐의로 제주 해경에 의해 나포됨.
- 선장과 어로장을 제외한 선원 24명과 선박 및 어구는 10.11. 조기 석방 및 반환됨.
- 선장 및 어로장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2.2. 석방됨.

6. 1987년
 제주 해경은 4.23. 제주 죽도 남서 해상에서 한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 중이던 일본 쌍끌이
어선 2척을 나포한 바, 주한 일본대사관이 벌금 4,000만 원을 대납함에 따라 동 어선 2척은 4.25.
출항함.

14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해경은 12.21.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주변 영해 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게잡이 어선을 나포하고,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 87-133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99 / 16 / 1~17(17p)

주일본대사는 1986.10월 한·일 간에 실시 중인 제110차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외무부에 문의한 바,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동 문의에 관해 아주국 등과 협의함.
1. 교섭상 필요한 경우 협정의 강제퇴거 관계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일본 측에 제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협정 영주권자 및 법 126호 해당자의 강제퇴거 문제를 현행 강제송환 절충이 아닌 양국 간 법적지위
1460

실무회담에서 다루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3. 귀국 희망자에 관한 종래 인수 관행의 변경 이유 및 근거
4. 국제법상 귀국을 희망하는 자국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침범 및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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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8조 c항은 양국은 상대국 어선의 자국 영해 내 불법 조업 현황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조항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6.12월 이후 매월 한국 어선의 일본 영해 침범 불법 조업 현황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리 감독과 처벌을 요청하여 옴.

나가사키 신문은 동 불법 조업 관련 기사를 보도함.

3.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한국 어선 및 선원에 대한 제재
및 총영사관의 석방 교섭에 관해 보고함.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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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본 지역 5개 현이 주로 대상이며, 동 지역을 관할하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이 주로 관여됨.
 서일본 지역 어업 조합장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불법 조업 단속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걸프만 한국선원 피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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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걸프만에서 운항 중이던 선박들의 피격에 따른 한국 선원들의 사상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내용임.
1. 선박 피격 사건 현황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보급선 Serda호(1987.3.28.)
1462

- UAE 연안에서 이란 전함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격침되었으며, 승선 한국 선원 8명 중 사망 4명, 실종
1명 및 경상 2명의 피해가 발생함.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 World Brasilia호(1987.8.15.)

- UAE 후자라이항에서 보급선에 승선하여 외항에 정박한 동 선박으로 가던 중 보급선이 이란이 부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함에 따라 한국 선원 1명 실종 및 3명이 부상함.
 한국 국적 유조선 Astro Pegasus호(1987.9.1.)

- 성운물산 소속 동 선박은 두바이항 64km 지점에서 정체 미상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으나 선원 피해는
없었음.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World Admiral 호 등 5척(1987.10.5.)

- 이라크 공군기들이 이란 원유 선적장을 공격하던 중 정박 중이던 동 선박 등 5척을 공격하여 한국
선원 1명이 부상함.
 미군의 이란 정유소 공격(1987.10.19.)

- 이란이 10.16. 미국 국기를 게양한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 해군 제3함대
소속 구축함들이 이란 석유시추 시설물을 포격함.
 한국 국적 화물선 현대7호(1987.12.25.)

- 두바이항 북동쪽 30마일 지점에서 이란 쾌속정 공격을 받은바, 미국과 영국 함정 헬기가 선원 20명을
전원 구조함.

2. 정부의 조치
 정부는 피해 선박이 한국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외교적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정부는 1987년 중 걸프만에서 20여 차례 선박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하여 노르웨이, UAE,
일본 등 주요 선적 국가 주재 대사관에 주재국 정부의 외교적 조치 내용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은 9.10. 주한 이란대사대리, 12.28.에는 주한 이란대사를 각각 면담하여
한국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한 바,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측의 항의 각서
접수를 거부함.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관련국 주재 공관 및 관계 부처에 대하여 한국 선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함.

홍콩 여권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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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1997년 주권 이양에 대비한 정부의 홍콩 여권제도에 대한 1983∼87년 중 검토 내용임.
1. 홍콩 CI 소지자에 대한 기항지 상륙 불허가 문제
 주홍콩총영사관은 1983.6월 보안상의 이유로 홍콩 CI 소지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폐지를 건의함.
 외무부는 법무부의 관련 의견을 조회한 바, 법무부는 1983.9월 기항지 상륙 허가 금지에 대한
득실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홍콩 거주 외국인은 회향증 취득이 불가하며, 사증 취득 후 중국 여행이 가능함.
 1997년 이후 시행되는 홍콩 장래협정에 따라 홍콩 특구정부 발행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홍콩거주자의 중국 여행이 가능하게 됨.

3. 홍콩 BNO 여권 효력 인정 문제
 홍콩정청은 1985.12월 정부에 대해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앞서 신여권인 BNO를 시행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주홍콩총영사관은 1997.7.1.자로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이양되므로 현행 BOTC 여권의 BNO
여권으로의 갱신 발급이 불가피하다는 홍콩정청의 견해를 보고함.
 주홍콩총영사관은 1986.4.11. 영국과 중국 간의 BNO 여권상 홍콩 영주권 포기에 관한 합의를
보고함.
 법무부는 1986.6.19.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BNO 여권의 효력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1997.6.30.까지 BNO 여권을 BOTC 여권과 동일하게 인정
- 1997.7.1. 이후 한국, 중국 및 영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내 실정을 보아 결정
 주홍콩총영사관은 타국의 예를 고려하여 1997.7.1. 이후에도 BNO 여권의 효력 인정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87.2.7. 중국과의 외교관계 부재 등을 감안, 추후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임을 통보
- 타국의 경우 BNO 여권 수락국인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이중국적 인정 초래 현실을 인정
 영국은 BNO 여권에 대한 효력 인정이 홍콩의 장래 발전에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수락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함.
 외무부는 영국과의 관계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기한에 대한 유보 없이 BNO 여권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고, 주홍콩총영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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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거주자의 중국(구 중공) 여행 문제

주한 미군부대 취업 필리핀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문제

| 87-134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00 / 3 / 1~68(68p)

1. 라우렐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은 1986.10.10. 한·필리핀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부대
내 필리핀 취업자의 본국 일시 귀국 후 한국 재입국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외무부는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문의하는 한편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필리핀인의 취업 자격
요건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SOFA 관련 피고용인은 주한미군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와 주한미군과의 계약을 위한 초청계약자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로 구별되며, 이 두 범주의 고용원은 공히 한국 국민이어야 함(동 협정 제17
1464

조1항).
 동 협정상 한국 노동시장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기술 소지자에 한하여 제3국인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3국인 고용 및 지위 문제는 국별로 차별대우할 수 없는
문제로 간주됨.

2. 주필리핀대사는 1987.1.10. 동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 외무부가 공한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16. 주한 필리핀대사대리를 초치하여, 아래 한국 측 방침을 밝힌 공한을
전달하는 한편 주필리핀대사에게 공한 사본을 송부함.
 필리핀 취업자로서 SOFA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SOFA 비자 및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효화시키며, 재외공관을 통해 일반 고용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함.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3권 V.1 1-3월

| 87-134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4 / 1~231(231p)

1. 외무부는 1987.2월 전 재외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1987.1.1. 현재 34개 공관 청사, 62개 공관 관저, 46세대 직원주택을 국유화한 바 있으며, 현재
9개 공관 국유화 작업을 진행 중임.
 1987.1.19. 외무부 업무보고 시 재외공관 청사·관저의 연차적 국유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 바,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아래 관련 자료를 보고 바람.

 관저만 국유화된 공관의 경우는 청사 국유화 방안을 중심으로, 청사 및 관저 모두 국유화된
공관은 직원주택 국유화 방안 관계 자료를 보고 바람.

2. 1987.2~3월 기간 중 주시카고총영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부르키나파소
대사관, 주가봉대사관, 주수리남대사관, 주바레인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앵커리지
총영사관, 주카타르대사관, 주모리타니대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모리셔스대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브루나이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주수단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나하영사관, 주파키스탄대
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라이베리아대사관 등이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외
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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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화의 경제적 측면: 임차료 상승률, 부동산 시가 상승률, 부동산 매매 용이도 및 환가성,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임차와 비교 손익 평가, 신축 시 현지 건설업체 활용 여부
- 국유화와 품위유지 측면: 타국 공관 국유화 실태, 적정 임차건물 유무, 현 건물의 위치상 적정성
- 국유화의 정치적 측면: 주재국 정세 안정성, 국유화된 북한 공관 유무, 소유할 만한 부동산 유무, 보안상
필요성
- 국유화의 주재국 법적 측면: 건물·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제세공과금 부과·면세 여부, 신축 경우
건축법상 문제점
- 국유화 필요성 검토
- 현지 실정, 장래 전망 관련 공관 종합판단 의견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3권 V.2 3-4월

| 87-134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5 / 1~214(214p)

1. 외무부는 1987.2월 전 재외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와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국유화의 경제적 측면: 임차료 상승률, 부동산 시가 상승률, 부동산 매매 용이도 및 환가성,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임차와 비교 손익 평가, 신축 시 현지 건설업체 활용 여부
 국유화와 품위유지 측면: 타국 공관 국유화 실태, 적정 임차건물 유무, 현 건물의 위치상 적정성
 국유화의 정치적 측면: 주재국 정세 안정성, 국유화된 북한 공관 유무, 소유할 만한 부동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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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필요성
 국유화의 주재국 법적 측면: 건물·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제세공과금 부과·면세 여부, 신축 경우
건축법상 문제점
 국유화 필요성 검토
 현지 실정, 장래 전망 관련 공관 종합판단 의견

2. 1987.3~4월 기간 중 주일본대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피지대사관,
주센다이총영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카이로총영사관,
주케냐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가나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포르투갈
대사관, 주이태리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아가나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카타르총영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주네팔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주말라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이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3권 V.3 4-10월

| 87-134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6 / 1~177(177p)

1. 외무부는 1987.2월 전 재외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국유화의 경제적 측면: 임차료 상승률, 부동산 시가 상승률, 부동산 매매 용이도 및 환가성,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임차와 비교 손익 평가, 신축 시 현지 건설업체 활용 여부
 국유화의 품위유지 측면: 타국 공관 국유화 실태, 적정 임차건물 유무, 현 건물의 위치상 적정성
 국유화의 정치적 측면: 주재국 정세 안정성, 국유화된 북한 공관 유무, 소유할 만한 부동산 유무,
보안상 필요성
 국유화의 주재국 법적 측면: 건물·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제세공과금 부과·면세 여부, 신축 경우

 현지 실정, 장래 전망 관련 공관 종합판단

2. 1987.4~6월 기간 중 주바그다드총영사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니이가다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페루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시에라리온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니제르대사관, 주아이티대사관
등이 청사·관저의 국유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7월 기존의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보완, 개선하여 시행함.
 매입과정에 관계공관의 공관장 또는 관계관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관여하는 경우 편향된 판단에
치우침으로써 매입과정 또는 매입건물의 적정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당 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 국유화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본부 관계직원을 파견, 점검
- 본부에 국유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

4. 외무부는 1987.9월 재외공관에서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아래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 재외공관에 시달함.
 동 지침에는 신축사업에 관한 일반원칙, 설계감리 용역계약, 설계과업 지시, 시공계약 체결,
감리계약, 준공검사, 자금차입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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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문제점
 국유화 필요성 검토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 87-1345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7 / 1~117(117p)

1.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85.2월 공관 및 관저 신축 이전 관련 아래 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현 공관 청사의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관 청사 및 관저를 신축하는 계획임.
 청사 및 관저를 신축할 대지는 입지조건, 주거환경이 좋은 적절한 지역에 300평 정도의 시유지
불하 가능성 여부를 교섭 중임.

2.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87.3월 국유재산인 현 공관 청사(대지 96평, 건물 200평)를 매각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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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으로 후쿠오카시에서 제공하는 시유매립지 1,500평을 구입하고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건의함.
 부지 매입 계획

- 위치: 후쿠오카시 중앙구 지행지구 매립지(시유매립지)
- 가격: 평당 40만 엔 × 400 = 1.6억 엔
 신축규모 및 소요예산

- 청사(3층): 400평, 평당 50만 엔 × 400 = 2억 엔
- 관저(1층): 100평, 평당 60만 엔 × 100 = 6천만 엔
- 직원주택: 30평 규모 4세대(1억 엔), 25평 규모 4세대(8천만 엔)

3. 외무부는 1987.7월 현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청사(대지 96평, 건물 200평)를 14억 엔 상당에 매각하여
동 자금으로 시유매립지 1,500평(감정액 8억3천만 엔)을 구입하여 청사·관저를 신축하고, 잉여액으로
직원주택(8세대)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의 시유매립지 매입 건의를 승인함.
 부지 매입 계획

- 위치: 후쿠오카시 중앙구 지행지구 매립지(시유매립지)
- 가격: 평당 약 45만 엔 × 1500평 = 6억7천6백만 엔
 신축규모 및 소요예산

- 청사(3층): 400평, 평당 50만 엔 × 400 = 2억 엔
- 관저(1층): 100평, 평당 60만 엔 × 100 = 6천만 엔
- 직원주택(구입): 30평 규모 4세대(1억 엔), 25평 규모 4세대(8천만 엔)
 시기

- 1988년 중 부지 매입 및 공관·관저 건축 완료

4. 1987.8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87.8월 시유매립지 1,500평의 매입 의사를 정식 공한으로 후쿠오카시
측에 제출함.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 87-134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8 / 1~20(20p)

1.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7.4.6.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 85.19평)을
민단에 양여(명의 이전)해 줄 수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가 소유 건물의 노후를 이유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의 신축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점유 국유토지의 매각을 위해 민단에 양여해 줄 수 있는지를 주삿포로총영사관에 문의한
바 있음.

2. 외무부는 주삿포로총영사관의 문의에 대해 1987.4.7. 아래와 같이 회신함.
위해 이를 민단에 양여할 수 없음.
 다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40,41조에 의하면 쌍방의
합의 조건으로 민단 소유 타 재산(대지 또는 건물 등)과 동 국유토지와의 교환은 가능함.

3.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7.4.13.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민단에 양여할
수 없음을 민단 측에 설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1987.5.1. 동 문제에 관한 종합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민단 소유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한 민단 건물 이전 계획은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전 집행부의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문의에 불과한 것으로 민단 전체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었으며,
지난 4.26. 개선된 민단 신집행부는 민단 건물 이전 의사가 당분간 없다고 말하고 있음.
 현 민단 건물은 삿포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교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단 건물 이전에 관련된 제반 내용의
검토는 향후 민단의 공식적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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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국유화된 행정재산인 민단 점유 국유토지의 매각을

주요르단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4권
V.1 1983.1-85.6

| 87-1347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9 / 1~314(314p)

1. 주요르단대사관은 1982년 국고채부담행위예산(1,625,240달러)으로 매입한 부지에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6세대)을 신축키 위한 설계·감리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정일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1983.12월 이에 대한 외무부의 승인을 신청함.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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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석조 3층): 1,100평방미터(333평)
- 관저(석조 2층): 800평방미터(242평)
- 직원주택(6세대): 1,420평방미터(430평)
 신축사업 추진 일정

- 1983년: 설계 감리계약 체결 및 설계 착수
- 1984년: 설계 완료, 착공 및 공사 실시
- 1985년: 완공

2. 외무부는 주요르단대사관이 건의한 설계·감리용역 계약안 일부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1984.1월
수정안이 반영된 주요르단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용역계약(용역비
216,430달러 상당)을 승인함.
3. 외무부는 주요르단대사관이 제출한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설계서를 1984.5월 승인함.
 신축공사 설계 규모

- 부지 규모: 6,243 평방 미터(1,892평)
- 신축 규모: 4,088.65 평방 미터(1,238.9평)

4. 주요르단대사관은 1984.11.24. 주식회사 삼환기업과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시공계약을 체결함.
 계약 목적: 주요르단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공사
 계약 금액: 4,000,000달러

5. 주요르단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공사 착공식이 1985.2.10. 암만 시장, 요르단 외무차관,
외무성 의전장 등 주재국 고위인사, 공관 직원, 시공업체인 삼환기업 임직원, 교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

주요르단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4권
V.2 1985.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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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10 / 1~302(302p)

1. 주요르단대사관은 1985.9월 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공사 진행 중 일부 설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설계변경을 외무부에 건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5.10월 추가 예산 범위(276,000달러)
이내에서의 설계변경을 승인함.
 추가예산 내역(총 276,000달러)

20,000달러
110,000달러
50,000달러
50,000달러
40,000달러
6,000달러

2. 외무부는 주요르단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1986.2월 수영장 및 테니스코트를 포함하지 않는 제2차
설계변경을 승인함.
3. 주요르단대사는 1985.12월 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공사비가 주재국의 타 건물과 비교하여
과다 책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공사비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동 공사비를 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정일엔지니어링에 검토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 결과를 1986.1월 주요르단대사관에
통보함.

- 공사비 단가를 분석, 비교한 바, 주요르단대사관 공사비는 낮은 단가임.
- 삼환기업의 공사비 내역상 이중 계산 사실은 없었음.
- 주재국 내 유사한 건물과의 공사비 비교는 공법 및 재료상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대사관 공사비가
비싸다고 분석하기 어려움.
 외무부는 1986.3월 공관종합건축사 및 그룹가건축연구소에도 공사비 검토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 결과를 접수함.

- 공관종합건축사: 현지 여건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검토는 어려우나, 일반적 검토로서는 설계된
건축물이 통상적인 건축물과 비교하여 설계상 많은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공사비가 고가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그룹가건축연구소: 설계된 건축물이 주재국의 타 건물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건물 외관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사비가 주재국의 타 건물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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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1층 외부창 철책 장치
- 청사 에어컨 설치
- 관저 외부 전층 창문 변경
- 직원주택 설계 변경
- 변전실 및 변압기 설치
-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자동개폐 설치

주요르단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4권
V.4 198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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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0 / 12 / 1~218(218p)

1. 주요르단대사관은 1986.10.26. 삼환기업과 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공사 추가 계약을
체결함.
 동 추가계약서에서는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원 공사(금액 4,000,000달러 상당) 중 일부
삭제한 공사 및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총 공사금액을 4,056,391.91달러로 산정함.

2. 주요르단대사관은 대사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986.11.18. 준공필증을
1472

교부하고, 1986.12.10.~27. 기간 중 신축 건물에 대한 입주를 완료함.
 일부 미비 공사의 마무리 작업은 계속함.

3. 주요르단대사관은 시공사인 삼환기업과 최종 정산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공기 93일을 인정함.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의 일부 냉방시설(47,032달러 상당)은 대사관이 직접 설치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비 4,056,391.91달러 중 39,925.54달러를 삭감하기로 합의함.

- 따라서 주요르단대사관이 삼환기업에 지불하게 될 총 공사비는 당초 합의 금액 4,056,391.91달러에서 냉
방시설 설치비(47,035달러) 및 삭감 합의액(39,925.54달러)을 제외한 3,969,431.37달러임.

주Honolulu(미국) 총영사관 관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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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8-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1 / 2 / 1~221(221p)

1.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79.11월 아래 관저 후보 건물을 물색하여 동 매입을 외무부에 건의한 바,
외무부는 동 건물 매입 추진을 지시함.
 건물 주소

- 701 Palakaua Place, Honolulu, Hawaii
 건물 규모

- 대지: 359평
- 연건평: 167평
- 1962년 건축한 2층 양옥
 매입 가격

- 500,000달러

2. 동 건물 매입을 위한 가계약이 1979.11.19. 주호놀룰루총영사관과 건물주 간에 체결됨.
 계약금

- 5,000달러
 건물 매입 대금(500,000달러)

- 건물 및 토지 가격: 420,000달러
- 개수 비용: 80,000달러

3.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1980.1.8. 관저 매입 대금 잔금 495,000달러를 건물주 측에 지불함에 따라
관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완료됨.

14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건물 구조

주미국대사관 관저 부지 추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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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1 / 3 / 1~166(166p)

1. 주미국대사관은 1985.11월 관저 신축용 대지 확장을 위한 인접 부지 추가 매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매입 추진 부동산

- 위치: 신축 관저 대지 동편 경계선
- 규모: 대지 283.5평, 연건평 103.9평(지상 2층, 지하 1층)
 매입 가격
1474

- 375,000 달러(중개인 수수료, 기타 경비 일체 포함)

2. 외무부는 동 부지 매입 대금이 198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대사관 통합청사 부지
매입 대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하여 동 관저 부지를 매입할 것을 1985.12.3. 지시하였으나,
동 부지 상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1987.2.28.까지 거주
하겠다고 함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됨.
3. 주미국대사관은 신축 관저 부지 후면에 있는 부지의 소유자인 American University를 접촉하여 동
대학으로부터 신축 관저에 접속된 대지 약 900평을 구입하기로 하고 동 부지 매입을 승인하여 줄 것을
1985.12.20.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7.1.16. 동 부지 매입을 최종 승인함.
 매입 부동산

- 위치: 주미국대사관 신축 관저 부지 후면
- 규모: 992.9평
 매입 가격

- 800,000달러
 부대 비용

- 20,000달러

4. 주미국대사관은 1986.4.9. American University와 동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무부가
1986.11월 동 매매를 최종 승인함.
5. 주미국대사관은 1987.4월 동 부지 구입을 위한 국고채 자금 사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차입(1회): 820,000달러
 집행(1987.3.30. 현재): 807,000.25달러
 잔액: 12,999.75달러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전3권
V.3 1986.9월-1987

| 87-135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7-101 / 6 / 1~183(183p)

1. 주미국대사관의 관저 신축에 따라 1986.9.30. 신축 관저로의 이전이 완료됨.
 신축 관저 주소

- 4801 GLENBROOK ROAD, N.W., WASHINGTON, D.C. 20016

2. 주미국대사관은 1986.10.31. 현재 신축 관저 국고채 자금 집행 결과를 1986.11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차입: 6,365,569.50달러

 집행: 5,555,827.40달러

- 1986.7.23.까지 지급액: 5,157,902.01달러
- 금회(1986.7.24.~10.31.) 지급액: 397,925.39달러
 잔액: 809,742.10달러

3. 주미국대사관은 1987.7.31. 현재 신축 관저 국고채 자금 집행 결과를 1987.8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차입: 6,365,569.50달러

- 제1차(1978.1.6.): 993,685.50달러
- 제2차(1984.12.16.): 860,000달러
- 제3차(1985.5.26.): 2,460,000달러
- 제4차(1985.12.13.): 470,000달러
- 제5차(1986.4.15.): 1,581,884달러
 집행: 5,954,699.87달러

- 1986.10.31.까지 총 지급액: 5,555,827.40달러
- 금회(1986.10.31.~1987.7.31.) 지급액: 398,872,23달러
 잔액: 410,869.8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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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1978.1.6.): 993,685.50달러
- 제2차(1984.12.16.): 860,000달러
- 제3차(1985.5.26.): 2,460,000달러
- 제4차(1985.12.13.): 470,000달러
- 제5차(1986.4.15.): 1,581,884달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구 청사의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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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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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4년 구 공관 신관 건물의 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1984.9월 직원 2세대가 동
건물의 1층 및 2층에 각각 입주함.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개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1984.5월 외무부에
건의하여 6월 승인을 받음.
 동 공사를 위한 총 공사비용은 58,860.47달러임.

1476

- 설계비: 2,208.84달러
- 허가수수료: 573.21달러
- 공사비: 54,985.42달러
- 미불금: 1,120달러(하자보증금)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6년 구 공관 본관 건물의 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1986.8월 대사관 공사가
동 건물에 입주함.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개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함에
따라 외무부가 1986.3월 이를 승인함.
 동 공사를 위한 총 예산은 116,760달러임.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7.3월 구 공관 신관 건물을 개축하여 직원주택 2세대용에서 1세대용으로
변경함.

재외공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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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2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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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1∼82년 중 일부 재외공관 폐쇄 조치 관련 사항임.
1. 정부는 주나하영사관 등 7개 공관의 철수 계획에 대해 1981.10.15. 아래와 같이 대통령 재가를 득함.
 철수 대상 공관: 주나하영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주암스테르담총영사관, 주밀라노총영사관,
주마이애미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봄베이총영사관
 기준: 교민 수, 영사 업무량, 통상 증진 기여도, 인접 공관의 업무대행 가능성 등
1477

통보하고, 주재국에 대해 철수 배경을 적절히 설명하도록 지시함.
 공관 폐쇄 관련, 관계법령 개정 및 관계 공관장에 대한 철수 지침 시달
 공식 폐쇄일: 1982.2.28.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행정기구 정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7개 재외공관 폐쇄 방침을 아래와 같이 관계 공관에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및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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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3-1977

생 산 과

중국담당관실/국제기구1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102 / 2 / 1~211(211p)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1973∼77년 중 입장임.
1. 아시아경기연맹(AGF) 및 국제배드민턴연맹(IBF)
 한국은 1973.11.16. 테헤란 개최 AGF 총회 시 중국 가입 및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안에 기권함.

- 참가국 중 찬성 38, 반대 13, 기권 5로 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안 통과
 주대만대사는 1973.12.1. 한국대표의 동 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1478

- 한국의 기권 행사로 주재국 각계의 반발적 반응이 점증
- 양국 관계 호전을 위한 한국의 효과적 방안의 강구 및 동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
 한국은 1974.7.2. 런던 개최 IBF 총회 시 스웨덴의 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 반려안에 찬성함.

- 찬성 42, 반대 6으로 스웨덴안이 통과(중국 가입 좌절)

2. 아시아통신협회(OANA)
 외무부는 1974.6.26. 문화공보부에 OANA에서 대만의 중앙통신 축출 및 중국의 신화사통신 가입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동 협회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임에 유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술적, 비정치적인 국제기구에서의
종래 정부 입장에 준해 결정함.
- 중국의 대표권 문제와 무관한 기술적, 비정치적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대만의 축출에 찬성하지 않음.

3.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AOPU)
 외무부는 1974.5.8. 체신부에 AOPU에서의 대만의 대표권 정지 여부에 관한 사무국의 우편 질의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통보함.

- AOPU가 지역 내 국가 간의 우편업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기술적 기구로 중국 대표권
문제와는 무관한 비정치적인 기구이므로 중국의 가입에는 반대치 않으나, 대만의 축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종래 입장임.
- 상기 입장에 따라 대만의 대표권 정지에 반대함.
 상기안은 찬성 5, 반대 2, 기권 3으로 가결됨.

4.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외무부는 1976.9.21. 체신부에 동 기구 총회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만이 자진 탈퇴한 이상 대표권을 위요한 정치적 논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비회원국으로서 대만의 위성 이용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미국 대표와 긴밀히 협조하고, 미국 입장을
지지함.
 중국은 1977.8.16. 동 기구에 정식 가입함.

 외무부는 1977.5.26. IUGG 한국위원회에 중국의 동 연맹 가입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통보함.

- 중국의 IUGG 가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나, 대만이 축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연맹 규정에 의하면 투표 시 기권할 경우에는 반대로 간주됨에 따라 우편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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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IUGG)

한·멕시코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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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102 / 6 / 1~51(51p)

주한 멕시코대사관이 1982.9.20. 본국 정부에 보고한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4국 순방 결
과 및 한반도통일문제 관련 연구보고서 요지임.
1. 한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한국 대통령의 최초의 아프리카 방문으로서의 의의가 있음.
 한국 대통령은 다음 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아프리카의
1480

자원과 한국의 발전 경험이 더해질 경우 상호이익 증대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힘.

2.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보고서
 현대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해 아래 내용으로 설명함.

- 개관, 19세기 말 일본의 개입, 미·소의 한국 점령, 남북한 분단, 한국전쟁, 분단의 고착화, 통일을 위한
협상, 남북한의 적대관계, 멕시코의 대한반도 정책
 멕시코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문화 면에서의 관계 지속
필요성을 강조함.

한·중공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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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102 / 10 / 1~87(87p)

한국·중국(구 중공) 간의 1982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정부의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
 정부는 1982.1.23. 일본 정부에 신통일방안에 대하여 주중국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정부의 대중국
관계 개선 의향을 중국 측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일본 외무성은 3월 동경 개최 일·중 실무급 회의에서 중국 대표에게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전달함.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
 중국 정부는 1979년 이래 비정치 분야의 교류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함.

- 중국 정부는 1981년 한국 외교관 접촉을 허용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
- 중국인의 한국 방문도 제한하는 등 인적 교류를 제한
-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 참석을 간접적으로 시사
 중국 정부는 1982.8.25.자로 미수교국(한국, 남아공 및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금지함.
 한·중 무역은 홍콩, 일본을 통한 간접무역이 이루어졌으며, 경협 분야에서 홍콩 주재 중국계
상사 등과의 제한적 간접 협력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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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감안하도록 설명함.
 일본 신자유구락부 대표단의 5월 방한 시 총리 및 국회의장은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타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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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태국 간의 1982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인민군 협주단 태국 공연(1.23.∼2.16.)
 공연 행사 개요

- 단원 80명으로 당초 1개월 간 공연 예정이었으나, 관객동원 실패로 공연 기간 단축
 동 협주단의 공연을 통해 북한은 문화, 예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대태국 관계 증진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태국대사는 1월 태국 외교장관 및 차관을 면담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1482

태국 외교장관은 문화 교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함.

2.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태국 비공식 방문(1.22.∼29.)
 법무장관 등 각료 면담

3. 이종옥 수상 태국 방문(2.8.∼11.)
 프렘 수상과 회담 및 산업 시찰
 태국·북한 간 우편통신협정 체결 및 2.10. 양측 관계 장관 간 서명
  

4. 북한 사진 및 책자 전시회 개최(2.18.∼26.)
 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책자, 사진, 그림 등 전시회 개최
 김일성 70회 생일 행사 개최

5. 평양 곡마단 공연(6.25.∼8.4.)
 당초 태국 정부는 공연 불허를 결정을 하였으나, 수입금의 농촌학교 건립자금 기증 조건으로 공연
허가
 예정된 기간보다 연장 공연

6. 태국 문화예술단 북한 방문(6.24.∼7.17.)
 태국 문교성 예술국 부국장 겸 국립극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이 북한에서 공연

7. 태국 무역사절단 북한 방문(9.26.∼10.10.)
 태국 상무성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의 북한 방문을 통해 무역 증진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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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남아 국가 간의 1982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82.1.23. 주필리핀대사의 보고를 토대로 필리핀의 대북한 수교 전제조건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Romulo 외상은 1981.12.15. 이남기 신임 주필리핀대사의 부임 예방 시 Marcos 대통령에게 제출한
미·북한 수교에 관한 각서 내용을 언급함.
 동 각서는 북한과의 수교는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는 내용임.

2. 주유엔대사는 1982.1.29. 박수길 공사가 유엔 주재 Koh 싱가포르대사에게 1982.2월 북한 이종옥
총리의 싱가포르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측이 요청한 북한의 대외 동향, 남북한 대치 상황,
한국의 통일방안 및 남북한 통일방안의 주요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음을 보고함.
3. 주필리핀대사는 1982.3.22.~31.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과학기술각료회의(CAST ASIA II.)에
북한대표의 참가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회의는 한국 등 역내 23개국 및 1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바, 북한대표단 5명도 참석함.
 이정오 과기처장관(수석대표)의 3.23. 기조연설 후 북한도 기조연설을 하였으나,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북한대표단은 기조연설 후 전혀 발언이 없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
 주재국 외무성 정무국장은 북한이 동 회의 참석 기회에 주재국 정부에 대해 어떠한 접근 시도도
없었다고 언급함.

4.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2.11.3. 주재국 외무성 안보차관보 면담 시 북한의 아시아지역 비동맹외상회의
개최 동향 등에 관해 입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평양 주최 아시아지역 비동맹외상회의

-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은 없으며, 11.18. 전후 외상의 자메이카 방문 일정 등으로 인해 12월 초 개최
예정인 동 회의에 외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함.
 허담 외상의 인도네시아 방문 제안

- 허담 외상은 11월 중 인도네시아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 방문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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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할 것
- 북한의 맹방 또는 우방이 대한민국을 승인할 것

- 아직 공식 회답은 통보하지 않았으나, 제3국 국가원수의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이유로 허담 외상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임.
 북한 동향

- 주평양 인도네시아대사 보고에 의하면 북한 내부는 조용한 편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2.11.6. 주재국 외상의 북한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1484

 가잘리 외상은 11.5. 조만간 북경과 평양을 방문할 예정으로 캄보디아 문제 협의가 주 목적이나,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 방문 시 협의한 바에 유념하여 북한 당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언급함.
 외무성 중국과장의 추가 언급

- 가잘리 외상이 홍콩과 북경을 경유하여 11.12.~16.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 방문 주 목적은 캄보디아연정 지원 문제 협의이나, 한반도 통일문제도 논의할 것이며, 김일성, 이종옥,
허담과 면담 예정임.

6.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2.11.24. 주재국 정보기관을 인용하여 북한은 1982.12월 개최를 추진 중인
아주지역 비동맹외상회의와 관련하여 아프간, 캄보디아 등 역내 현안 문제가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이해를 통해 사전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구실로 동 회의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함.
7.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2.12.10. 주재국 외무성 Ignatius 중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가잘리 외상의 북한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방북 일정: 김일성, 이종옥 총리 및 허담 외상(2차)  
 한반도 관련 사항 언급 요지

- 말레이시아 측은 남·북한 간 비공개 접촉 실현을 위한 협조를 제의하고, 한국 측 통일방안(유엔 동시
가입, 남북 교차승인 등)이 한반도의 분단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설명함.
- 북한은 현 단계에서 남북회담은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한국 측 통일
방안을 비난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 및 군사정전위 폐지 등 사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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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982년 중 중미 제국(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벨리즈
및 세인트루시아)과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니카라과
 북한은 니카라과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관계 강화를 추진함.
 북한 이종옥 총리 일행이 1982.3.14. 니카라과를 방문하였으며, 니카라과 대표단이 4월 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함.

 2명의 각료가 1981년 북한을 방문함.
 하원 상공분과위원장이 1982.12월 북한을 방문함.

3. 도미니카연방
 북한은 전 정권과 합의한 외교관계 수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 정권은 이를 부인함.

4.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주재 북한대사가 1982.1.5. 바베이도스를 방문하고 신임장을 제정함.
 외무부는 3.8. 북한 총리 이종옥 및 12월 부주석 강량욱 일행의 바베이도스 방문 가능성에 따라
겸임 공관인 자메이카대사관에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5. 벨리즈
 외무부는 1982.1.30.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의 벨리즈 방문 시 수교 교섭 추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관할 공관인 주영국대사관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6. 세인트루시아
 북한 중앙통신은 외교부 부부장 일행이 1982.2.25. 세인트루시아를 방문하여 수상을 면담하고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11.25. 세인트루시아를 재차 방문하여 수상을 면담하였다고 보도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도미니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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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982년 중 남미 제국(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및 파라과이)과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하여 주가이아나 북한대사는 1982.1월 가이아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북한 대표단의 베네수엘라 방문 현황
1486

- 남미를 순방 중인 북한 외무차관 및 북한·라틴아메리카 우호협회 대표단 일행(2.25.)
- 노동당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소속 요원(3.7.)
- 친선협회 요원(3.20.)
 북한은 쿠바 주재 대사관이 겸임 중으로 카라카스 상주공관 설치를 추진 중임.

2. 아르헨티나
 영국-아르헨티나 간의 Falkland(Malvinas) 영토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5월 영국과 미국을 비난함.
 북한과 아르헨티나는 1973.6월 수교하였으나, 1976.3월 아르헨티나 우익 군사정권 수립으로
1977.6월 단교함.
 북한 동향 관련 주아르헨티나대사 보고

- 북한이 1982.6월 제3국 주재 아르헨티나 공관을 통하여 북한 대표단 접수 및 아르헨티나 인사 방북
요청 등 관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외무성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위험성을 설명함.
- 북한이 상당 규모의 아르헨티나 상품 수입을 조건으로 대표단 파견을 제의할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도
경제 위기 타개 측면에서 호의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국제 결핵 및 호흡기 질환 회의에 참석차 북한 대표가 입국함.

3. 우루과이
 북한은 페루 등 제3국 주재 우루과이대사관을 통하여 우루과이와의 통상, 문화교류 재개를 추진
중으로 주우루과이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면밀히 주시함.
 우루과이 정부는 1966년 북한 공관을 폐쇄한 바 있음.

4. 콜롬비아
 북한 외무차관 일행이 1982.2.15. 입국하였으나, 관계 당국이 사증 없이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강제 출국하도록 조치함.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7월 콜롬비아대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대통령 당선자 및 외상이 거부함.

5. 파라과이
 주파라과이대사는 대통령, 외상 등 고위 인사들에게 북한의 침투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동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14차. 서울,
1982.3.30.-31. 전4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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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82.3.30.∼31. 개최된 제14차 한·미 SCM(연례안보협의회) 개최 관련 주미대사의
주재국 인사 면담 등 준비 경과 및 동 회담 결과임.
1. 주미대사관 활동
 주미대사의 1981.12.29.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면담, SCM 개최 시기, FMS(대외군사판매)
자금 배정 문제 등 협의
 주미대사의 1982.1.13. 미 국방부 차관보 면담, 제18차 미·일 SCM 개최 결과, 한·미 SCM 일정

 주미대사관의 미 국방부 제안 일정 및 의제 보고
 주미대사의 3.22. 미 국무부 차관보 및 3.23. 국방부 부차관보 면담, SCM 및 FMS 차관조건 개선
문제 협의

2. 제14차 SCM 준비 한·미 고위실무회의 개최
 1982.3.15. 국방부 회의실에서 개최, 공동성명 문안 등 협의

3. 제14차 SCM 정부대표단 임명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4명의 대표 임명

4. 제1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 결과
 기간 및 장소: 1982.3.30.∼31. 국방부 회의실
 대표단

- 한국 측: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 14명
- 미국 측: Weinberger 국방장관 등 12명
 회의 결과

- 한국 안전보장의 중요성 재확인
-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 대한국 FMS 차관 조건 개선 확약
-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강화 합의
- 양국 수교 100주년 계기 전통적 안보협력관계 공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14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등 협의
 주미대사의 2.9.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면담, SCM 개최 일자 및 의제 협의
 주미대사관 참사관의 3.3. 미 국무부 한국과장 면담 시 SCM 일정 등 협의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14차. 서울,
1982.3.30.-31. 전4권 V.4 각국반응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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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2.3.30.∼31.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제14차 한·미 SCM(연례안보협의회)
결과 관련 공관 보고 및 외국 언론 반응임.
1. 제14차 SCM에 대한 주요국 반응
 북한 측 반응

-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난, 주한미군 철수 및 핵무기 철거를 요구
1488

 소련 측 반응

- 북한과 유사하게 비난. 미국이 월남 패망 후 세력 확장을 위해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화하고 있음을
비난
 중국(구 중공) 측 반응

- 주한미군 철수 등 종래 입장 반복

2. 제14차 SCM에 대한 외국 언론 보도
 북한

- 중앙통신, 평양방송 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음모라고 비난
 미국

- 공동성명 내용 및 한국 측의 방산품 수출 확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 뉴욕 타임스: Weinberger to press Koreans’right and support for G.I.’
s in 3-day visit
- 워싱턴 포스트: Weinberger leaves South Korea unswerving defence commitment
 일본

- 한·일 간의 현안인 경협 문제에 관한 미 국방장관의 언급 보도, 미국 측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방위 역할 희망 보도
- 산케이 신문: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 증강 및 방위체제 강화 보도
- 아사히 신문: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강 필요성 강조 보도
 소련

- 모스크바 방송: 미국과 한국 간에 한국군 현대화 및 군사협력 등 협의 보도
- 프라우다 신문:‘태평양에서의 모순의 초점’제하 논평 게재
 중국

- 북경방송: 전쟁물자 이양에 관한 협정 서명은 위험한 신호임을 경고
 프랑스

- Le Monde지: 미 국방장관 방한 중 전쟁물자 신속 이양 협정 서명에 관해 보도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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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미국 대통령의 1977년 취임 후 해외 무기판매 제한 조치 관련 사항임.
1.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무기 판매 정책 발표
 카터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약속한 대외 무기판매 감축 공약에 따라 1977.5.19.
재래식 무기 양도 정책에 관한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2. 한국 관련 사항
 미국 정부는 1977.5.2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외무부에 동 무기 수출 제한 정책에 대하여  
통보해 온 바, 한국은 제3 또는 제4 범주에 속하게 됨에 따라 주미대사는 6.6. 국무부 군사정치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에 대하여 일본 수준의 대우를 요청함.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방침에 따라 동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한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무기 제공을 약속함.

- 루시 벤슨 국무부 정무차관은 4.21. 상원 대외원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1978년도 대외군사차관 공여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지상군 감축에 따른 한국군의 전쟁 억지력 증강을 위해 1978년도 전쟁
비축물자를 1977년도 1억2천만 달러에서 2억7천만 달러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함.
- 국방부는 4.25. 의회에 한국에 대한 8천만 달러 상당의 호크 미사일 및 부품 및 6천만 달러 상당의 탱크
부품 판매 동의를 요청함.
- 국방부는 7.13. 의회에 팬텀기 등 전투기 32대, 헬리콥터 51대, C-130 수송기 6대 및 탱크 회수 운반체
등 총 3억 달러 상당의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내역을 통보함.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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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해외판매 총액을 제한하며, 동 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국을 4개 범주로 구별
- 제외 대상국 범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특별한 상황으로 대통령의 예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
·지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정 우호 국가

주한미군 철수(감축) : 한·미국(행정부)간 협의.
전7권 V.7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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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밴스 미 국무장관은 1977.6.29. 미국 아시아협회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관해 연설한 바,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한반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을 거듭 천명하고, 한국의 안전이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긴요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함.
 주한 미 지상군 철수는 신중히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또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하등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함.
1490

2. 외무부 대변인은 1977.7.1. 상기 밴스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함.
 미국 국무장관이 안보 공약을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다짐한 것을
환영함.
 주한 미 지상군 철수의 단계적 이행 및 한국의 방위능력 증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한 제반 보완조치가 확실히 수반될 것임을 표명한 것임.
 북한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인식하고, 양국의 건설적인
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함.

3. 하비브 미국 국무차관은 1977.7.10.~13. 방한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외무부장관을
면담한 바, 동 차관은 7.13. 공항에서의 이한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방한 목적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 고위층에 대한 예방 및 면담은 예외적인 것임을 언급함.
4.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977.7.25.~26. 서울
 양측 참석자

- 한국 측: 서종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외교, 국방 관계관
- 미국 측: 브라운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협의 내용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 추이 및 동북아 안보 정세 검토
- 미국은 미 지상군 철수 계획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대한 안보 공약 준수 재천명
- 양측은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제반 보완 조치에 대해 협의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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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4.4.26. 경제기획원,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내무부, 보사부, 문화공보부
및 노동청 등 관계부처에 SOFA(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명부(1973.10.1. 발간)를 수정, 재발간 예정임을 통보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동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는 소관 명단을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74.8.14. 아래 요지의 내부 건의를 통해 면세 물품의 불법 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 한국
결정함.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5.29.자 서한을 통해 동 위원회 미국 측 위원 3명을 추가하고,
1명을 철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 측 위원 구성 재조정을 제의함.
 현재 합동위원회 대표단 구성은 미국 측 6명(간사 제외), 한국 측 10명으로 동 대표단 중 분과
위원장 겸임위원은 미국 측 3명, 한국 측 9명인 점을 감안하여 상기 미국 측 요청을 수락함.
 5.2. 제94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5.6. 신설된 면세 물품의 불법 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분과위원회와 합동
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동 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미국 측에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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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위원장인 관세청 감시국장을 한국 측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미국 측에 제의하기로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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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한 한·미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의 1967∼75년
중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67.12.21. 법무부에 미군용 수송선에 의한 정치망어장 피해보상 조치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 바, 법무부는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23조1항에 따라 상금 동 협정상 관계규정 적용은 불가하나,
법무부 송무과와 미군 소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산청과 협조 중임을 회신함.
1492

2. 외무부는 1968.9.9. 법무부에 미군 사병의 채무 이행 전 출국 관련 아래 미국 측 대표의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한·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68.9.6. 법원의 채무이행 명령을 당사자가 통고받지 못하여
동인의 사유동산을 인도하는 데 협조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상기인의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는
확인증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측 대표에게 발송
 법무부는 1968.9.30. 외무부에 동 조항(제23조9항)의 시행 절차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할 경우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

3. 외무부는 1970.11.26. 한국 국민과 미군 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문제점

- 주한미군 또는 고용원과 한국 국민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SOFA협정 제23조9항에 의거하여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
- 동 판결의 집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청구권분과위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금 미합의
 주요 미합의점

- 공시 송달방법의 인정 여부: 한국 측은 인정, 미국 측은 불인정
- 봉급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한국 측은 인정, 미국 측은 불인정
- 연락사무소장의 책임: 한국 측은 소송 종결 전 출국자의 채무에 대한 연락사무소장의 책임 인정, 미국
측은 불인정
- 문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연락사무소에서 피송달인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

4. 법무부는 1971.5.19. 외무부에 SOFA협정 시행 절차와 관련하여 1970.6.18.자 제51차 한·미 합동
위원회로부터 체결 과제를 부여받은 SOFA협정 제23조 제5~7항에 대한 개정 절차 내용 및 관련 서식에
대한 합의 사항을 통보함.

5. 외무부는 1975.5.19. 한·미 합동위원회 제62차 회의 시 합의된 한·미 청구권 배상 절차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공무집행 중 민간인에 대한 피해배상 심의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처리(결정 전치주의)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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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 관할 구역 지방검찰청에 배상 신청
-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서 공무집행 여부, 과실 여부 및 배상금액 결정 후 법무부에 이송
- 법무부에서 결정 사실을 미국 측에 통지
- 미국 측은 소청사무소(Claims office)에서 별도 조사 후 이의가 없으면 합의 서명
- 이의가 있는 경우 한·미 실무자회의에서 조정하며, 동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관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정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 87-1368 |

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109 / 1 / 1~43(43p)

SOFA(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의 민사 소송 업무 및 집행 절차에 관한 협정 제23조 규정 관련
사항임.
1. 시행 절차 협의
 제32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968.11.7. SOFA 제23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민사재판권 분과
1494

위원회에 시행절차 제정에 관한 과제를 부여하여 교섭에 착수함.
 1982.9월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의 관련 사항 문의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부는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손해배상 처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1982.11.4.
외무부에 주한미군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 집행 중 또는 비공무 집행 중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처리 실태 관련 사항을 문의함.
 법무부는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1967.3월 제정), 동 시행령(1982.2월
제정)상 배상업무 처리 지침(1982.7.1. 시행)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일본 측에 회신함.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 87-1369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안보담당관실

MF번호

2017-109 / 10 / 1~136(136p)

1. 위장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주한미군 차량의 통행료 면제 문제와 관련한 1970년 중 검토 경과임.
 외무부는 5.12. 아래 요지의 의견을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 통보함.

- 최근 도로공사는 주한미군 헌병참모에 대한 서한을 통해 위장 번호판을 부착한 미군 차량의 통행료
면제는 사전 허가를 요함을 지적하고, 4.1.이후 동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 중인 바, 여사한 조치는
SOFA협정 제10조2항 규정에 저촉되므로 시정 조치가 필요함.
- 조약의 해석 및 체결권은 외무부 직제 제7조에 의거하여 외무부 조약과 소관사항임.
 외무부는 6.13. 위장 번호판을 부착한 미군 수사용 차량 리스트를 건설부에 통보함.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적십자사, United Service Organization 등의 소속차량은
임의의 면허감찰을 부착, 운행 중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양국 대표 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여사한 차량의 등록면허는 제28차 합동위원회(1968.7.3.)에서
합의한 바 있는 주한미군 요원 사유차량 면허 및 등록절차에 따르며,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면허감찰을 부착하기로 합의함.
 동 내용을 등록절차 시행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차량 중 임의의 면허
감찰을 부착,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3. SOFA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검토 경과는 아래와 같음.
 교통부는 1971.11.18. 외무부에 주한미군 Flying Club의 미국 국적 항공기(N번호)를 이용한 국내
비행이 SOFA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항공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외무부는 1972.2.18. 교통부에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상기 Flying Club은 SOFA 제1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세출자금기관의 하나로 해석되나, 동 클럽의
항공기와 탑승원은 SOFA협정 제2~6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밖의 한국의 영토 내 및 영공에서 한국의
항공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됨.
- 동 클럽 항공기의 표식에 관하여는 SOFA협정 제24조2항에 따라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부착해야 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국 표식을 주한미군 소속의
표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외무부는 1972.2.23. 교통부에 동 항공기의 표식에 관해 미국 측이 아래와 같이 알려 왔음을
통보함.

- 항공기 기체 양측에 미 국기 표식
- 기체 하부 표식: The Property of the U.S. Government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71.6.8. 교통부에 주한미군 차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1495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국내 취업문제

| 87-1370 |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안보담당관실

MF번호

2017-110 / 11 / 1~16(16p)

외국 주둔 미군 및 동 가족 등의 주재국 내 취업 사례에 관한 1979년 중 조사 내용임.
1. 외무부는 1979.11.10. 주일본 및 주독일 대사관에 주재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주둔군 지위 협정상
의 신분을 가진 미군 및 가족의 주재국 내 취업 사례에 관한 조사를 지시함.
 주일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1496

-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군에 대해 특전과 면제를 부여
- 미군 및 가족의 지위는 사례별로 판단, 일본 내 취업 여부에 관한 자료는 없음.
 주독일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군 가족은 노동적령 이상인 경우 취업이 가능
- 노동청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취업 시 소득세 등 지불 의무

페루 군사·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 87-1371 |

생산연도

1981-198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11 / 10 / 1~30(30p)

페루 군사·안보 관계 인사의 1981∼82년 중 방한 현황임.
1. Ludwig Essenwanger Sanchez 국가정보부장이 1981.7.27.~30. 아래와 같이 방한함.
 방한 경위

-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정보협력 문제 협의차 대만 방문 후 귀로 방한 희망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초청
 면담 시 언급 요망 사항(외무부 미주국 작성 자료)

2. 외무부는 1982.10.28. 주페루대사관에 정부 초청으로 9.28.~10.3. 방한한 바 있는 Orlando Marchesi
Mateo 페루 공군정보참모부장의 방한 결과에 관한 관계기관 작성 보고서를 송부하고, 양국 간 관계
증진 등을 위해 동 인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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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특사의 1981.6월 페루 방문 시 Belaunde 대통령 및 정부요인들의 환대에 사의 표명
- 페루 대통령 주재 회의 시 대북한 수교 반대를 건의하여 준 데 대해 사의 표명
- 한반도 정세와 한국 대통령의 1.12. 제의 및 6.5. 제의 설명
- 페루 측이 대북한 수교를 고려하지 않을 것을 당부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전8권.
V.6 1982.9월-11.10.

| 87-1372 |

생산연도

1981-198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111 / 13 / 1~237(237p)

1. 영국 브라이튼에서 1982.7.12.~24. 개최된 IWC(국제포경위원회) 제34차 총회는 상업 목적의 포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포경 규제협약 부표 제10조 (e)항을 신설하는 안을 채택하는 한편 1986년
연안어기 및 1985/86년 원양어기부터 동 금지를 결정함.
2. 외무부는 1982.11월‘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금지 결정에 대한 대책 검토안’
을 아래 요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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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경국(9개국)의 관련 동향

- 일본, 페루, 노르웨이, 소련 등 4개국은 이의 제기
- 스페인, 브라질, 칠레의 이의 제기 가능성은 희박
- 한국, 아이슬란드는 이의 제기 여부 검토 중
 미국 입장

- IWC 결정사항 불이행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경제수역 내 어획 쿼터 감축 등 국내법상 제재 조치
검토
 고려 사항

- 국내 포경업계의 반발
- 미국의 강력한 압력 (이의 제기 유보 요청)
- 한국 수산업에서 포경업의 비중 미미
 대책

- 현 단계에서 이의 제기 유보
- 여타 포경국 동향, 이의 제기 국가에 대한 미국 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한국의 대미 협상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이의 제기 여부 최종 결정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전8권.
V.7 1982.11.11.-12월

| 87-1373 |

생산연도

1981-198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7-111 / 14 / 1~203(203p)

IWC(국제포경위원회)의 1982.7월 상업포경 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 및 주요 포경국 동향 등을 종합·분석하여 1982.12월 아래
요지의 대책을 작성함.
1. 이의 제기 유보(또는 포기) 시 대미 어획 쿼터 증량, 기타 전업 지원 대책 등 대가 교섭

3. 대미 교섭 타결 시 이의 철회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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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 제기 시한(1983.2.2.) 내 대미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일단 조건부 이의 제기 후 대미 교섭 지속

Alliance Francaise(알리앙스 프랑세즈)

| 87-1374 |

생산연도

1980-1982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12 / 4 / 1~74(74p)

주한 프랑스문화원 및 Alliance Francaise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1981∼82년 중 검토 경과임.
1. 서울 AF의 법적 지위 및 과세 문제
 프랑스 정부는 1981.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회의에서 동 기관에 대하여
문화기관의 지위를 요청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한국 측은 기존 지위 포기 조건하에 인정함을
답변함.
1500

- AF는 1964.12.31.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사설 강습소로 등록하였으며, 1965.2월에는 외무부에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등록한 바 있음.
- 정부 내에서도 문교부는 AF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 단체를 문화협정상의 문화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재단화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는 AF 측이 지위 변경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
 외무부는 동 기관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하여 1981.12월 국세청에 문의한 바, 국세청은 AF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거 5년분도
소급하여 과세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982.3월 한국 국적 강사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함.

2. 부산 AF 설치 문제
 프랑스 정부는 제6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에 문화원 설치를 제의한 데 이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2.3.29.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하여 부산 명예영사관 자리에 문화원 분원
설치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문화원은 비엔나 협약 제12조가 규정한 외교 공관이 아닌 양국 문화협정에 의거한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문공부와 협의를 거쳐 1982.9.21. 공한을
통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문화원 분원 설치에 동의하며, 문화원의 기능 및 특권·면제는 양국
간 문화협정에 의거함을 통보함.
 프랑스 측은 또한 부산에 설치된 AF도 서울 모델에 따라 개원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외무부는
서울 AF의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임.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
문제

| 87-1375 |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조약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12 / 5 / 1~39(39p)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81.3.24. 조약국에 국세청이 한·프랑스 문화협정에 따라 설립된 불어 교습
기관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한·독일 문화협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기관 괴테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해 왔음을 통보하고, 동 기관들의 납세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국내법과 동 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조약국은 1981.4.28. 아래 요지의
의견을 정보문화국에 회신함.
 동 협정상의 면세규정은 본국 정부가 파견한 교수 또는 강사의 본국으로부터의 지급 보수에 대한
면제는 협정문상의 면세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실제로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경우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관계 당국의
인가정원을 초과하여 여타 일반 어학강습소와 같은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래 의도된 비영리 문화기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괴테학원의 경우도 1969.12.16. 체결된 한·독 괴테학원 설립협정의 기간 만료로 현재 실효하였고,
현실적으로 선진 제국에서 괴테학원 및 동 구성원은 특별한 대우 없이 일반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후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면세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 관계협정에 예정된 범위 이상의 면세 혜택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따라서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라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인세법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 기관 및 동 구성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외무부는 1981.11.6. 국세청에 괴테학원에 대한 과세 문제 관련 10.21.~22. 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독
문화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아래 내용 및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대한 과세문제는 1981.12월 중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함.
 괴테학원은 1970.5.16. 체결된 한·독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인정함.
 단, 수강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동 과세를
위해 한국 관계당국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적 문제는 주한 독일대사관과
한국 관계당국 간 협의하도록 함.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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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세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창출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주한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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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지위 및 활동 관련 1981∼82년 중 한국·영국 간 협의
내용임.
1. 한국 영어교사 재훈련
 주한 영국대사는 1981.12.23. 외무부 제1차관보를 예방하고 자국 정부가 영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한국 영어교사 재교육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하고, 동 사업
1502

시행에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동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후 대통령비서실장 및 문교부장관이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국 측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함.
 문교부와 영국문화원은 1982~83년 중 한국 교사 80명에 대한 훈련 시행에 합의함.

2. 영국문화원의 지위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2.9.7. 외무부에 1982.4월 체결된 한·영 문화협정의 영국 측 시행 기관으로
영국문화원을 지정하여 통보함.
 외무부는 문화원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타 국가에서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동 영국 측
제의를 수락함.

1982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82.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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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 생사류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측과 1982년 중 2차에 걸친 비공식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1980년 쿼터 합의량 이행 문제 및 1981년 쿼터량 결정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1982.7.28.~30. 동경 개최 한·일 생사류회담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양측 대표단

2. 정부 훈령(기본 지침)
 한·일 생사류 교역문제를 단일품목에 대한 교섭사항으로 국한하지 않고, 양국 간 교역관계
일반 특히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시정 방안의 일환으로 협의함.
 금번 회담 중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한국 측 최종안에 양측 입장이 근접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담을 1982.8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여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교섭을 추진함.
 세부 지침

- 1980년도분 생사 합의량 수출: 일본 측이 기 수입 공고한 생사 합의량을 1982.12월까지 전량 수입
하도록 촉구
- 1981년 및 82년도 물량: 금번 회담에서 생사, 견연사는 1981년 및 82년, 견직물은 1982년 및 83년도
물량을 동시 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량에 대한 양측 입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사,
견연사는 1981년도, 견직물은 1982년도분만 타결
- 물량 동시 타결 시 생사는 1981년 및 82년도 합계 16,725표(1표는 60㎏), 견연사는 1981년 및 82년도
합계 12,600표, 견직물은 1982년 및 83년도 물량은 제1안을 합계 1,400만㎡, 제2안을 1,380만㎡, 제3안을
1,360만㎡로 제시

3. 동 회담 결과 양측은 1981년 및 82년도 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 물량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생사 및 견연사

- 1981년도 생사는 8,400표, 이행 시기는 1983.6월말까지
- 1981년도 견연사는 6,300표, 이행 시기는 1982.12월말까지
- 1982년도 생사는 1980년도 물량의 70~80% 수준, 1983.7월 이후 조기 시행
- 1982년도 견연사는 1980년도 물량의 70~80% 수준, 1983.6월말까지 시행
 견직물

- 1981년도 물량은 680만㎡ (기 수출실적 확인)
- 1982년도 물량은 670만㎡ (오시마츠무기의 한도량은 36,500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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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주일대사관 이상진 공사(수석대표) 외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관계관 등 12명
 일본 측: 기우치 외무성 아시아국장 외 외무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관계관 등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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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7.11월 유럽지역 주재 공관에 정부의 평화외교정책과 무기거래에 관한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외교상 마찰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수품 수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 군수품목별 대주재국 수출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A 품목: 소구경화기
 B 품목: 대구경화기, 수류탄, 지뢰
 C 품목: 경비정
1504

 D 품목: 일반 군 장비(군복, 헬멧, 낙하산, 통신장비 등)

2. 상기 지시에 대한 유럽지역 주재 11개 공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전 품목 수출이 가능한 국가

- 노르웨이
 전 품목 수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국가

-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일부 품목 수출이 가능한 국가

- 오스트리아, 독일: 일반 군 장비(D)
- 터키: 소구경화기(A), 대구경화기(B), 경비정(C)
- 그리스: 소구경화기(A), 대구경화기(B), 일반 군 장비(D)

대싱가포르 군수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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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사의 1982년 중 대싱가포르 방산품 수출 경과임.
1. 외무부는 1982.5.3. 주싱가포르대사관에 방산품 수출 관련 아래와 같이 지시함.
 골든벨상사(주)는 국방부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 주재국에 대한 지뢰 수출을 추진 중으로 동
수출을 위해서는 동 품목이 미국의 기술원조를 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라 주재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동 품목을 제3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서를

줄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본건을 주재국 측과 교섭하고, 결과 보고 바람.

2. 주싱가포르대사관은 1982.5.10. 현지 주재 한국화약 지사로 하여금 구매 상담을 추진하여 온 주재국
국방성 담당관에게 보증서 양식을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성이 외무성과 협조하여 현지 주재 미
국대사관에 불판매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 미주국은 1982.7.2. 경제국에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동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상기 지뢰 수출
(transfer)을 승인하였다고 알려 왔음을 통보함.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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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게 되어 있음.
 국방부는 주재국 정부가 현지 미국대사관에 제3국 불판매보증서를 조속 제출하여 주도록 교섭하여

각국의 대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승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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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2.7월 캄보디아 연립정부 수립 및 지원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캄보디아 연정 결성

- 시아누크, 키우삼판, 손산 등 반베트남(구 월남) 캄보디아 저항 3세력 대표는 1982.7.11.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의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연립정부 구성을 선포
- 베트남으로부터의 캄보디아 해방 및 주권 독립, 캄보디아 문제 국제회의 선언 및 유엔 결의 구현 목적
 주요국 반응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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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연정은 손산, 시아누크 등 비공산세력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동 연정에 대해 새로운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국가는 없으며, 종전과 같이 비공산세력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수준
- 연정 구성 각파의 성격상 동 연정이 실체로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입장임에 따라 관망적인
입장
- 연정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은 배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연정 수립에 의해 대베트남 국제적 압력행사 강화를 통한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진
 북한의 입장

- 북한은 민주캄보디아 연정을 지지(1982.7.13. 김일성 명의 시아누크 수반에 대한 축전 발송)
- 연정 지지로 시아누크를 앞세워 대태국 및 ASEAN 접근 강화 및 시아누크의 비동맹회의 참석 유도를
통한 북한 입장 지지를 의도
 정부 입장 및 대책

- 연정의 장래는 불투명하며, 또한 베트남전 참전국으로서 연정 지원에는 신중히 대처
- ASEAN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캄보디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공정한 ASEAN 입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
견지
- 원칙적으로 연정을 승인하며, 연정 지원은 관련국의 동향 및 국제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결정
- 북한의 대ASEAN 영향력 확장 억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캄보디아 관계 개선 기반 조성을 기대

2. 주한 미국대사관 Blackmore 참사관은 1982.8.31. 외무부 최동진 아주국장을 면담하여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미국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미국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군사 원조는 고려하지 않음.

- 원조 문제는 ASEAN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원조 대상은 시아누크와 손산 등 비공산파에 한정함.
- 한국 정부도 원조 시 ASEAN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를 희망함.
 동 연정의 승인 문제는 어느 나라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최 국장은 정부는 현재 동 연정의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원조는 ASEAN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인 측면에서 손산파에 제공할 용의가 있으나, 시아누크에 대해서는 동 수반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표명함.

생산연도
생 산 과
MF번호

15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부록

주요 외교일지
| 1987년 |
1.1.

 ·캐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한
양해각서 발효(외무부고시 128호)

1.4.-6.

주동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그레나다 방문

1.8.-15.

William Gleysteen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1.9.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해운협정 서명(미발효)

1.9.-12.

현홍주 및 김학준 민정당의원 미국 방문

1.9.-14.

K. Ahwoi 가나 국세·경제사범 수사조정관 방한

1.11.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편지 북한방송으로 공개
- 1.27. 통일각에서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군사회담 개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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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7.

제26차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Bangkok)
- 수석대표: 이장춘 주싱가포르대사

1.12.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시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 개최 재촉구
-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시 정치·군사회담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천명

1.12.-14.

제79차 세계보건기구(WHO)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1.12.-14.

한·미 경제협의회 무역소위원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Peter Al-Gyer 통상대표부(USTR) 부대표

1.14.

한국 측 남북회담 수석대표, 대북한 성명 발표
- 북한 측에 기존 대화 무조건 우선 재개 촉구
-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회담 조속 호응 촉구

1.14.-17.

엘살바도르 정부사절단 방한
- 단장: Rodriguez 대통령 제1보좌관

1.16.-18.

William J. Coyne 미국 하원의원 방한

1.17.-21.

Raul Lago 우루과이 내무차관 방한

1.18.

손장래 제8대 주말레이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1.18.-21.

미국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Don Bonker 하원 국제무역소위원장

1.18.-22.

Murlidas Dulloo 모리셔스 농수산장관 방한

1.18.-2.6.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바티칸)

1971
1.18.-2.6.

오재희 외무부차관 구주 순방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바티칸)
-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수행차

1.19.-21.

한·구주공동체(EC) 철강협상(Brussels)

1.20.-23.

Aymeri De Montesquiou 프랑스 하원의원 방한

1.20.-23.

Masefield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 방한

1.20.-26.

 8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
제
위원회(UNESCO/IPDC) 회의(Paris)
- 수석대표: 윤억섭 주불대사

1.20.-2.8.

북한 어선 청진호 망명사건(김만철 망명사건)
- 1.20. 일본 쓰루가항 기착(제3국 망명 의사 표명)
- 2.7. Taipei(중국) 도착(아국으로 망명 결정)
- 2.8. 서울 도착

최영철 국회 부의장 미국 방문

1.23.-28.

David Blackmore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방한

1.24.-2.5.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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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1.26.~2.9.), 벨리즈(1.29.~31.) 방문
- 단장: 장선섭 외무부 미주국장

1.28.
1.28.-2.11.

한·바레인 간의 문화협정 서명(1987.3.18. 발효, 조약 917호)
제11차 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ASOSAI) 이사회(Bangkok)
- 수석대표: 황영시 감사원장

1.29.-2.1.

세계경제협의회(EMF)(Davos, 스위스)
- 나웅배 상공부장관 참석

1.29.-2.2.

Alexander Haig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1.29.-2.6.

한·독 의회의원 통일문제 워크숍 대표단 독일 방문
- 단장: 권정달 민정당 의원

1.30.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 서한 발송
- 기존 대화 재개 및 최고책임자 회담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
- 팀스피릿 '87 훈련 계획 취소 주장

1.30.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1987.3.1. 발효, 외무부고시 129호)

2.1.

한·오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발효(조약 916호)

2.1.-10.

Anagnostopoulos 그리스 국회의원 방한

2.1.-12.

이재형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뉴질랜드, 호주, 태국)

2.2.-5.

Hylton 자메이카 항만청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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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9.

2.2.-6.

독일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Ulrich Steger Hessen주 경제기술성 장관

2.2.-3.6.

제2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단파방송 주관청 회의(Geneva)
- 수석대표: 안종구 주제네바공사

2.3.-10.

Martha H. Collins 미국 Kentucky 주지사 방한

2.8.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해 발효(제17조 2항 유보)

2.9.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수석대표회의(Geneva)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GATT 규정 및 MTN 협정 그룹의 공동의장(MTN 담당)으로 피선(2.9.)

2.9.-11.

한·스웨덴 섬유협상(서울)
- 수석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국장/Stanislaw Patek 외무성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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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Gareth J. Evans 호주 자원에너지성장관 방한

2.10.

태국·한 의원친선협회 창립

2.10.-13.

Heinz Eyrich 독일 Baden-Württemberg주 법무장관 방한

2.11.-12.

Malcolm Wallop 미국 상원의원 방한

2.11.-14.

Jeffrey Gaynor 미국 Fulbright 위원회 위원 방한

2.11.-15.

스위스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Pierre Neuchatel주 경제장관

2.12.-21.

1987년도 아주·미주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최광수 외무부장관 주재

2.14.

한국,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남북대화 관련 회신 발송
-	북한 측이 정치·군사회담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기존 대화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을 비현실적인 문제라고 주장함은 부당
-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 수자원 공동조사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 조속
호응 촉구

2.15.-18.

이시영 주세네갈대사 겸임국 감비아 방문

2.16.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 개설

2.17.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 단장: 김동영 신민당 의원

2.17.-2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 조직회의(New York)
- 수석대표: 박근 주유엔대사

2.17.-3.1.

이재환 국회 사무총장 구주의회(European Parliament) 방문

2.18.

Eric P. Ho 홍콩 상공장관 방한

1971
 세기 체육장관 오스트리아, 그리스 및 동구 순방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
유고슬라비아)

2.20.

제7차 한·뉴질랜드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2.21.-28.

캐나다 Ontario주 통상사절단 방한

2.22.-3.14.

이철승 국회의원 미국 및 일본 방문

2.23.

Hans-Peter Erismann 제3대 주한 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2.23.

Yunus Gucel 제8대 주한 터키대사 신임장 제정

2.23.

Ricardo Galan Mendes 초대 주한 멕시코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23.

신기복 주Cairo(이집트) 총영사 위임장 수여

2.23.-27.

Hugh L. Shearer 자메이카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2.23.-28.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2.25.-28.

Daniel Johnson 캐나다 Quebec주 상공장관 방한

2.26.-3.15.

관민 구매사절단 미국, 캐나다 방문
- 단장: 나웅배 상공부장관

2.27.

박희도 육군참모총장 콜롬비아 방문

2.27.-28.

Edward Rowny 미국 대통령 군축문제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2.28.

<1983.3.1.자> 대한민국의 특정 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종료

3.1.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29호)

3.3.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남북대화 관련 서한 발송
- 정치·군사 회담 개최와 동시에 기존 대화 재개 가능 표명
-	정치·군사 회담이 개최되면 분위기 조성 문제로서 금강산댐 건설문제도 토의 가능 제시
- 정치·군사 회담은 최고 당국자회담 개최 분위기 조성 기능

3.3.-6.

제1차 다자간 무역협정(MTN) 회의(Geneva)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3.3.-7.
3.3.-8.

권익현 한·일 의원연맹 회장 일본 방문
프랑스 하원 생산교역위원회 사절단 방한
- 단장: Pierre Weisenhorn 부위원장

3.3.-8.

Manfred Edward 동독 체육부장관 겸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방한

3.4.-6.

William Clark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3.4.-8.

김수한 신민당 부총재 일본 방문

3.5.

제2차 재일한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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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5.

3.5.-6.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 일본 방문

3.5.-7.

Peter Viggers 영국 하원의원 겸 북아일랜드부 정무차관 방한

3.6.

George Shultz 미국 국무부장관 방한

3.6.

Gaston Sigur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 Shultz 국무장관 수행차

3.6.-7.

1987년도 제1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3.7.-21.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동남아 순방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아시아 과학기술장관회의 설치 제의차

3.9.

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개설

3.9.-10.

한·일 대륙붕실무자회의(서울)

1512 3.9.-14.

3.9.-17.

Geoffrey E. Pattie 영국 상공부 정보기술담당 국무부장관 방한
오재희 외무부차관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 방문
- 제6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참석차

3.10.

한·미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발효(조약 914호)

3.10.

한·중화민국 신발류 회담(Taipei)

3.10.-11.

제2차 한·불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Claude Martin 외무부 아주국장

3.11.-14.

구매사절단 캐나다 방문
- 단장: 나웅배 상공부장관

3.11.-17.

김옥선 국회의원 미국 방문

3.12.

황영재 제5대 주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3.13.-17.

Jacques Douffiaques 프랑스 교통장관 방한

3.14.

김정길 국회의원 미국 방문

3.15.-20.

일본 경제교류촉진단 방한
- 단장: 마쓰오 다이이치로 일·한 시장협의회장

3.16.

H. R. Overholt 미국 육군 법무감 방한

3.16.-17.

한·말레이시아 해운회담(Kuala Lumpur)

3.16.-18.

박희도 육군참모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3.17.

최웅 제3대 주파키스탄대사 신임장 제정

3.17.

한국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남북대화 관련 회신 발송
- 남북총리회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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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1.

제14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Paris)
- 수석대표: 김현곤 주불공사

3.18.

Cesar Manriquez Bravo 제4대 주한 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3.18.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개설

3.18.

Chithambaranatan Mahendran 초대 주한 스리랑카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18.

한·바레인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917호)

3.18.

Edgar Sanchez Matarrita 제2대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3.18.-20.

오스트리아 무역사절단 방한
- 단장: Bruno Breinschmid 극동지부장

3.19.

한·말레이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Kuala Lumpur)
- 수석대표: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3.19.-24.

김해선 제7대 주우루과이대사 신임장 제정
1987년도 구주(유엔, 제네바대표부 포함) 및 중동,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최광수 외무부장관 주재

3.20.

최종익 제5대 주파나마대사 신임장 제정

3.20.

주한 브루나이대사관 개설

3.20.-4.16.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신국제경제질서(NIEO) 실무위원회(New York)

3.22.

장만순 제6대 주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

3.22.-23.

제6차 한·영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오재희 외무부차관/T. Renton 외무성 군축·국방담당 국무상

3.22.-24.

제5차 세계통상장관회의(Taupo, 뉴질랜드)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

3.22.-24.

Timothy Renton 영국 외무성 군축·국방담당 국무상 방한
- 제6차 한·영 정책협의회 참석차

3.22.-27.

나웅배 상공부장관 뉴질랜드 및 호주 방문

3.23.-25.

제28차 미주개발은행(IDB) 총회(Miami)
- 정영의 재무부차관 옵서버로 참석

3.23.-4.1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유엔회의(Geneva)
- 수석대표: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3.24.

주북예멘대사관 개설

3.24.

최광수 외무부장관‘중공과의 비정치적 교류 증대’
공식 발언(관훈 토론회)

3.24.-26.

한·일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유직형 교통부 항공국장/데라시마 운수성 국제관광운수국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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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3.24.-27.

Olat Rydh 스웨덴 산업차관 방한

3.25.-30.

Olusanys 나이지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 방한

3.26.-28.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앤티가바부다 방문

3.27.-28.

제4차 한·일 산업기술협력실무자회의(동경)

3.28.

중공 외교부 대변인 <1987.3.24.자> 최광수 외무부장관 제의 거부

3.28.

한·일 간의 1985년도 일본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918호)

3.29.-4.3.

S. Jarrett 주유엔 라이베리아대사 방한

3.30.

제36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서울)
- 수석대표: 손제석 문교부장관

3.30.
1514 3.30.-4.1.

북한, 정무원총리 명의 남북대화 관련 서한 발송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방문

3.30.-4.1.

제2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서울)

3.30.-4.3.

 7차 세계관광기구(WTO)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및 남아프리카지역위원회
제
합동회의(Kathmandu, 네팔)
- 수석대표: 정재식 주네팔 1등서기관

3.30.-4.10.

제6차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Vienna)
- 수석대표: 김영정 국회의원

3.30.-4.16.

 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5회기 회의(Kingston,
국
자메이카)
- 수석대표: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

3.31.-4.2.

Herman De Croo 벨기에 대외통상장관 겸 체신장관 방한
- 제10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참석차

3.31.-4.4.
4.1.

Coffi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동경 상주) 방한
제13차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강진구 위원장/Croo Groothaert 위원장

4.1.
4.1.-2.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Int'l Lead and Zinc Study Group) 가입
제4차 한·미 에너지실무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최진석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4.1.-2.

재10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Herman De Croo 대외통상장관 겸 체신부장관

4.1.-3.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도미니카연방 방문

4.1.-8.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특별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해욱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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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벨기에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미발효)

4.2.

한·덴마크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30호)

4.2.-3.

한·일 대륙붕 실무자회의(동경)

4.2.-4.

Guirandon 코트디부아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방한

4.2.-11.

Nasant R. Kowariker 인도 과학기술차관 방한

4.3.-5.

Chavez 코스타리카 정보안전국 부국장 방한

4.5.-10.

De Barish 주유엔 코스타리카 차석대사 방한

4.5.-10.

T. A. White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장 방한
- 산업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설(4.9.)

4.6.
4.6.-9.

Ulrich Geisendoerfer 독일 경제차관 방한
Abderemane Ahmed Abdallah 코모로 대통령 방한

4.6.-9.

Kafe Said 코모로 외무장관 방한
- Abderemane 대통령 수행차

4.6.-10.

제1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Canberra)
- 수석대표: 장영철 관세청장

4.6.-13.

제19차 공동식품규격화 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The Hague)
- 수석대표: 김일환 서도화학 대표

4.7.

안재석 제13대 주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4.7.-10.

Arif Sevket Bilgin 터키 국회부의장 방한

4.7.-12.

정인용 재무부장관 미국 방문
- 제28차 IMF/IC 및 제31차 IBRD/DC 참석차

4.8.

권병현 제5대 주버마대사 신임장 제정

4.8.

Joseph Pairin Kitangan 말레이시아 Sabah주 수상 방한

4.8.-9.

국제사회주의연맹(SI) 집행이사회(Rome)

4.8.-10.

Michael Howard 영국 통상부 정무차관 방한

4.8.-11.

Peter Emery 영국 하원의원 방한

4.8.-12.

Roberto Carpio Nicolle 과테말라 부통령 방한
- 한·과테말라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4.9.)

4.8.-12.
4.8.-13.

Guy Charbonneau 캐나다 상원의장 방한
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M. K. Yoko Wattoo 재무경제협력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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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코모로 공동성명 발표(4.9.)

4.8.-13.

N. Mohamad Kahn 파키스탄 철도청장관 방한

4.9.

한·과테말라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미발효)

4.9.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서울사무소 개설

4.9.-10.

 28차 국제통화기금/잠정위원회(IMF/IC) 및 제31차 국제부흥개발은행/개발위원회
제
(IBRD/DC)(Washington, D.C.)
-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부장관

4.9.-15.

Mubarak Mahdi 수단 공업성장관 방한

4.10.

한국 국무총리 명의의 남북대화 관련 회신 발송
- 기존 대화 재개 촉구 및 회담 일자 제의: 수자원회담(5.6.), 경제회담(5.12.)

4.10.-13.

미국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Robert H. Michel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1516 4.10.-13.

William Chappelle 미국 하원 군사소위원회 위원장 방한

4.10.-19.

Evans 미국 상원의원 보좌관 방한

4.11.-13.

Schwarz Schilling 독일 체신장관 방한

4.11.-14.

Winchilsea Lord 영국 상원의원 방한

4.11.-15.

Karpinsky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4.12.-15.

Gay Rockefello 미국 상원의원 방한

4.13.

 ·파키스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한
(1987.10.20. 발효, 조약 942호)

4.13.-16.

William O. Roth 및 Don Nickles 미국 상원의원 방한

4.13.-16.

Sifis Valirakis 그리스 문화성 체육담당차관 방한

4.13.-16.

Earl Hutto 및 James V. Hansen 미국 하원의원 방한

4.13.-17.

Pompeyo Marquez 베네수엘라 상원 제2부의장 방한

4.13.-17.

Manuel Esquivel 벨리즈 수상 방한
- 4.14. 외교관계 수립 문서 서명
- 4.17. 경제협력협정 서명

4.13.-17.

Dean Oliver Barrow 벨리즈 외무·경제개발장관 방한
- Esquivel 수상 수행차

4.14.

한·벨리즈 외교관계 수립

4.14.-16.

Mervyn M. Dymally 미국 하원의원 방한

4.14.-23.

실무교섭단 중동 순방(이집트, 이라크, 모로코)
- 단장: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 비동맹 특별각료회의(평양 개최 예정) 아국 지지교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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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9.

허문도 특사(국토통일원장관) 중동 순방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튀니지)
- 비동맹 특별각료회의(평양 개최 예정) 아국 지지 교섭차

4.15.

한·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협정 서명, 발효(조약 919호)

4.15.-18.

Ricardo Acevedo Peralta 엘살바도르 외무장관 방한

4.15.-19.

Stephen J. Solarz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방한

4.16.

이정수 제8대 주 코트디부아르대사 신임장 제정

4.16.

김승호 제5대 주중앙아프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4.17.

한·벨리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1987.9.18. 발효, 조약 938호)

4.17.-18.

Edolphus Towns 미국 하원의원 방한

4.17.-18.

Edward Rowny 미국 특사(대통령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4.17.-5.3.

강경식 특사(민정당 의원) 아주 순방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1517

4.17.-5.5.

 재희 특사(민정당 의원) 서부아프리카 순방 (나이지리아, 가봉, 카메룬, 세네갈,
남
코트디부아르)
- 비동맹 특별각료회의(평양 개최 예정) 아국 지지 교섭차

4.17.-5.7.
4.18.-21.

김용철 대법원장 아주 순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피지, 일본)
Malcolm Boldrige 미국 상무장관 방한
- 제12차 한·미 상공장관 회담 참석차

4.19.-24.

최광수 외무부장관 태국 방문
- 제43차 ESCAP 총회 참석차

4.19.-24.

A. S. Csman 주유엔 소말리아대사 방한

4.20.

Daniel Coens 벨기에 문교장관 방한

4.20.-21.

제12차 한·미 상공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M. Baldrige 상무장관

4.20.-22.

제19차 한·일 민간합동 경제위원회(제주)
- 수석대표: 박태준 한·일 경제협의회장/스기우라 미스케 일·한 경제협회장

4.20.-25.

소말리아 정부사절단 방한
- 단장: A. E. Nur 외무부 아주국장

4.20.-25.

Roberto Asiain 우루과이 하원의원 방한

4.20.-26.

제6차 77그룹 각료회의(Havana, 쿠바)
- 수석대표: 구충회 외무부 본부대사

4.21.-24.

한·나이지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La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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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맹 특별각료회의(평양 개최 예정) 아국 지지 교섭차

4.21.-26.

제9차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AARRO) 총회(Amman, 요르단)
- 수석대표: 유종탁 농림수산부차관

4.21.-30.

 43차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 <ESCAP 창립 40주년 기념
제
총회>(Bangkok)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 4.22. 한·ESCAP 협력기금 창설 의지 표명

4.21.-5.2.

국회의원단 니카라과 방문
- 제77차 IPU 총회 참석차
- 단장: 권정달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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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김영섭 제6대 주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4.22.

안세훈 제4대 주쿠웨이트대사 신임장 제정

4.22.

탁나현 제9대 주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4.22.-24.

제10차 한·네덜란드 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Baron van Voorst tot Voorst 경제성 부차관보

4.22.-27.

Jassim Mohamed Bually 바레인 외무성 경제국장 방한

4.22.-27.

최동진 주케냐대사 겸임국 스와질란드 방문

4.22.-29.

Leemans 벨기에 상원의장 및 Jean Defraigne 하원의장 방한

4.23.

야나이 신이치 제8대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4.23.

Gaston E. Ayoroa S 초대 주한 볼리비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4.23.

Abdul Kareem Mohamed Alamri 초대 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4.23.-28.

Justus ole Tipis 케냐 대통령실 국무장관 방한

4.23.-5.12.

정관용 특사(총무처장관) 중남미 순방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나마)
- 비동맹 특별각료회의(평양 개최 예정) 아국 지지 교섭차

4.24.

북한 정무원 대변인, 남북대화 거부 성명 발표

4.24.-29.

가브릴린 소련 체육성부차관 방한

4.25.

Michael Smith 미국 통상대표부 부대표 방한

4.25.-28.

정인용 재무부장관 일본 방문
- 제20차 ADB 총회 참석차

4.26.-30.

Yusuf Wakali Sada 주한 나이지리아대사(동경 상주) 방한

4.26.-5.2.

Luis Enrique Jaimes 아르헨티나 농수산청 어업담당차관 방한

4.26.-5.11.

이기백 국방부장관 미국 방문
- 제1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4.27.

한국 정부 대변인,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 촉구 성명 발표

1971
4.27.

김경철 제4대 주바티칸대사 신임장 제정

4.27.

이상열 제3대 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4.27.

제15차 국제항만협회(IAPH) 총회(서울)
- 수석대표: 정연세 해운항만청장

4.27.-29.

제2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오사카)
-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부장관

4.27.-5.2.

최광수 외무부장관 구주공동체(EC) 및 벨기에 방문
- 제4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 참석차

4.27.-5.2.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 방한
- 단장: Nurettin Ersin 자문위원

4.27.-5.2.

제77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Managua, 니카라과)
- 수석대표: 권정달 국회 내무위원장

유종하 제9대 주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4.28.-29.

제4차 한·미 소련 관계 실무자회의(Washington, D.C.)

4.28.-5.1.

Edward Zacca 자메이카 대법원장 방한

4.28.-5.13.

제26차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법률위원회(Montreal)

4.29.-30.

제4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Brussels)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De Clercq 대외담당 집행위원

4.29.-5.2.

L. Dawa Tsering 부탄 외무장관 방한

4.29.-5.2.

미쓰바야시 야타로 일본 과학기술청장관 방한

4.30.

<1949년도> 한·미 간의 소포우편협정 종료(외무부고시 132호)

4.30.

<1961년도> 한·미 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종료(외무부고시 133호)

4.30.-5.3.

제20차 세계반공연맹(WACL) 총회
- 수석대표: 박원근 한국반공연맹 이사

5.1.-12.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 Geneva 방문(제40차 WHO 총회 참석차)

5.2.-4.

김용철 대법원장 일본 방문

5.2.-4.

Rajana 가이아나 대통령실 경제조정관 방한

5.3.-5.

구라나리 다다시 일본 외상 방한
- 제2차 한·일 외상회담 참석차

5.3.-11.

B. W. Hammad 주유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표부 고문 방한

5.4.

 ·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한
(1987.5.6. 발효, 외무부고시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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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5.4.

제2차 한·일 외무장관 회담(서울)
- 최광수 외무부장관/구라나리 다다시 외상

5.4.-5.
5.4.-8.

유종하 주벨기에대사 겸임국 룩셈부르크 방문
제14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준비회의(Rio de Janeiro, 브라질)
- 수석대표: 박부열 외무부 조약심의관

5.4.-8.

타마스 아얀 헝가리 체육성차관 겸 국제역도연맹사무총장 방한

5.4.-15.

제13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Monte Carlo, 모로코)
- 수석대표: 김문선 교통부 수로국장

5.4.-16.

제40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

5.4.-29.

제10차 세계기상기구(WM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안종구 주제네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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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

유종하 주벨기에대사 겸임국 룩셈부르크 신임장 제정
제9차 한·미 군사위원회(MCM)(Washington, D.C.)
- 수석대표: 오자복 합참의장/William Cronc 합참의장

5.5.-8.

Abdul Karion Koroma 시에라리온 외무장관 방한

5.5.-12.

제9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Istanbul, 터키)

5.6.

한·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외무부고시 131호)

5.6.-7.

제1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기백 국방부장관/Caspar Weinberger 국방장관
- 한·미 탄약 현대화 협정 서명

5.6.-17.

한·미 해운 협의회(Washington, D.C.)

5.7.-8.

제5차 한·불 경제협력 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Francios David 경제재무부 대외경제협력청장

5.7.-9.

김동호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적도기니 방문

5.9.-12.

Kenneth Dadzie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방한

5.9.-13.

Abraham Tamir 이스라엘 외무차관 방한

5.10.-13.

이시영 주세네갈대사 겸임국 감비아 방문

5.10.-15.

이대순 체신부장관 미국 방문
- 제7차 세계통신회의 참석차

5.11.-13.

1987년도 제2차 한·일 어업실무위원회(동경)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심의관

5.11.-15.

제4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신두병 외무부 정보문화국장/Man Mohan Singh 교육문화성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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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0.

제10차 남극광물자원협약 특별협의회의(Monte Video, 우루과이)
- 수석대표: 박부열 외무부 조약심의관

5.13.

윤억섭 제6대 주네덜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5.13.

김현진 주피지대사 겸임국 투발루 신임장 제정

5.13.

신정섭 제11대 주독대사 신임장 제정

5.13.-15.

한·미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 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Hughes 국무부 정치군사 부차관보
- 양해각서 서명

5.13.-15.

제7차 세계통신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대순 체신부장관

아베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방한

5.17.-19.

Narayan Datt Tiwari 인도 외무장관 방한

5.17.-21.

Rinche 구주의회·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5.17.-21.

제36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총회(오사카)
- 수석대표: 이계익 한국관광공사 사장

5.18.
5.18.-19.

 ·미 간의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한
(조약 923호)
한·이탈리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국제경제국장/Graziclla Simbolloti 주한 이탈리아대사

5.18.-21.

제20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San Francisco)
- 수석대표: 구평회 PBEC 한국위원회 위원장

5.18.-22.

박영수 특사(대통령 비서실장) 자이르 국민혁명운동당(MPR) 창설 20주년 기념식 참석

5.18.-22.

제55차 국제수역국(IOE) 총회
- 수석대표: 권찬수 농림수산부 건축위생과장

5.18.-22.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특별총회(Luanda, 앙골라)
- 수석대표: 최동진 주케냐대사

5.18.-23.
5.18.-6.10.

심기철 주그리스대사 겸임국 사이프러스 방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방한
- 단장: N. Hubert 아시아국 부국장

5.19.

 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및 1928.11.28.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국
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21호)

5.19.-21.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방문

5.19.-30.

차규헌 교통부장관 구주 순방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5.20.

Francois Heisbourg 영국 차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소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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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8.

5.20.

 ·미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한
(1987.10.27. 발효, 외무부고시 144호)

5.20.-22.

Wickhams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5.22.

한·가나 간의 문화협정 서명, 발효(조약 920호)

5.25.

제4차 한·일 고위외교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무라다 료헤이 외무성 외무심의관

5.25.-27.

제2차 한·일 동북아시아 정세 연구회의(서울)
- 수석대표: 박쌍용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킨야 니이세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장

5.25.-30.

Ian Martin 국제사면위원회(AI) 사무총장 방한

5.26.

월프리도 A. 레이스 필리핀 관광성차관 방한

5.26.

이한기 국무총리 서리 취임(1987.5.26.~1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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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라과이 친선협회 창립
- 초대 회장: 이성근 배재대학장

5.26.-29.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스페인 방문
- 단장: 정시채 의원

5.26.-6.19.

제4차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New York)
- 수석대표: 박근 주유엔대사(교체수석대표: 채의석 주UN 차석대사)

5.27.

제1차 한·브라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Rio de Janeiro)
- 수석대표: 신봉식 전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5.28.
5.30.-6.6.

Abel R. Caballero Alvarez 스페인 교통·통신장관 방한
관민 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 단장: 장선섭 외무부 미주국장

5.31.

신정섭 제11대 주독대사 신임장 제정

5.31.-6.5.

Bjorck Anders 스웨덴 국회의원 방한

6.1.-3.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소속의원 방한
- 단장: 다나부 중의원 의원

6.1.-5.

한·홍콩 세관협력회의(서울)

6.2.-5.

일본 자민당 청년대표단 방한

6.3.-24.

제7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이헌기 노동부장관 옵서버로 참석

6.4.-13.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Michael Majewski 라스베이거스시 개발 부국장

6.5.

Sylven Christer 제3대 주한 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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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Diatta Joseph 주한 니제르대사 신임장 제정(유엔 상주)

6.5.

Saiyid Ahmad Mahmood 초대 주한 방글라데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6.5.-6.

Mensah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보 방한

6.5.-10.

B. A. T. Balewa 나이지리아 외무차관보 방한

6.6.-13.

Pengiran Ismail 브루나이 국가개발성장관 방한

6.7.-11.

하마노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6.8.

최배식 제4대 주오만대사 신임장 제정

6.8.-11.

제13차 세계식량이사회(WFC) 각료회의(북경)
- 수석대표: 조규일 농림수산부 양정국장

6.8.-12.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 6.12. 공동성명 발표

U Ye Goung 버마 외무장관 방한
- U San Yu 대통령 수행차

6.8.-12.

유엔 팔레스타인문제 아시아지역 세미나(New Delhi)
- 신동원 주인도대사 참석

6.8.-13.

제10차 한·일 수자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명 건설부 수자원국장

6.9.-11.
6.9.-13.

제23차 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기금(AFDB/AFDF) 총회(Cairo, 이집트)
아르헨티나 관민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Eduardo Cesar Angeloz 코르도바 주지사

6.9.-13.
6.10.-16.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평양)
헝가리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방한
- 단장: 타마스 티모르

6.10.-16.

아르헨티나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Carlos Vidal 상무위원장

6.11.
6.11.-12.

주한 스페인 사무관실 개설
제13차 한·독 경제실무자회담(서울)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국제경제국장/Hans Schuessler 경제성 양자협력국장

6.11.-12.

한·호주 어업회담(Canberra)
- 수석대표: 송영식 주호주공사

6.11.-15.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엘살바도르 방문

6.11.-17.

사공일 재무부장관 중국 방문
- 제20차 한·중 각료회담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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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6.12.

주Orhus(덴마크) 명예총영사관 개설

6.12.-15.

Camillo Allialis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비공식 방한

6.12.-16.

제20차 한·중 경제각료회담(Taipei)
- 수석대표: 사공일 재무부장관/Lee Ta-Hai(이달해) 경제국장
- 6.16. 공동성명 발표

6.14.-18.
6.15.

Goeds Chalk 수리남 중앙은행장 방한
제7차 한·스위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Zurich)
- 수석대표: 김석원 위원장

6.15.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사절단 방한
- 단장: Robert Helmic 위원장

6.15.-16.

한·뉴질랜드 어업회담(Wellington)
- 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국장

1524

6.15.-1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Tjipanas, 인도네시아)
- 수석대표: 조성옥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6.15.-19.

Terry Branstad 미국 Iowa 주지사 방한

6.15.-26.

제39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Burnmouth, 영국)
- 수석대표: 김균현 국립수산진흥원장

6.16.-17.

가토 전 일본 방위청장관 방한

6.16.-17.

유종하 주벨기에대사 겸임국 룩셈부르크 방문

6.16.-18.

Allan Wagner Tizon 페루 외무장관 방한

6.16.-20.

제8차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정채진 산림청장/Soeddjarwo 임업성 장관
- 6.20. 임업 협력협정 서명

6.17.-21.

George Lianis 주한 그리스대사(동경 상주) 방한

6.17.-22.

Thomas Bestman 라이베리아 외무차관보 방한

6.17.-29.

유종하 주벨기에대사 구주의회 방문

6.18.-19.

1987년도 제2차 한·일 생사류 회담(동경)
- 수석대표: 황규정 주일 경제참사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6.19.-25.

최동진 주케냐대사 겸임국 모리셔스 방문

6.20.

한·인도네시아 간의 임업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7.7.20. 발효,
조약 927호)

6.20.-24.

Edward J. Derwinski 미국 국무성 안보지원 및 과학기술담당차관 방한

6.21.-23.

William R. Graham Jr.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정책담당 고문 방한

6.21.-28.

Mohabir 전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장관 방한

6.22.

 ·이라크 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바그다드 소재
한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서명(1987.8.21. 발효, 조약 928호)

6.22.-26.

제69/70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Ottawa)
- 수석대표: 이동호 재무부 제1차관보

6.23.

제29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Manila)
- 수석대표: 박필수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6.23.-25.
6.23.-7.9.

Gaston J. Sigur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1987년도 제2차 유엔경제이사회(ECOSOC)(Geneva)
- 수석대표: 이종무 주제네바공사

6.24.

한우석 제9대 주불대사 신임장 제정

6.24.-30.

오재희 외무부차관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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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폐기에 관한
세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25호)

6.25.

 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핵
관한 조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26호)

6.25.

미국 하원 인권소위원회, 대한국 민주화 촉구 결의안 통과

6.25.-26.

제5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유욱종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6.25.-26.

한·미 무역실무위원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Peter Al-Gyer 통상대표부(USTR) 동아시아·태평양담당관

6.25.-27.
6.25.-30.

최동진 주케냐대사 겸임국 보츠와나 방문
세계여성대회(소련)
- 수석대표: 홍숙자 세계여성협의회장

6.26.
6.26.-7.2.

알렉산드르 시페르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방한
미국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Robert Orr 인디애나 주지사

6.27.

미국 상원 대한국 민주화 결의안 통과

6.27.-7.1.

제1차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회담(Kuala Lumpur)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Tengku Tan Sri Razaleigh Hamzah 상공장관

6.27.-7.5.
6.27.-7.9.

이태섭 과학기술처장관 태국, 중국 방문
관민합동 경제사절단 동남아 순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 단장: 나웅배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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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참석차

6.28.-7.1.

A. Probst 독일 연방 연구기술성차관 방한

6.29.

이규일 초대 주북예멘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6.29.-30.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오재희 외무부차관/Wallis Allen 국무성 경제담당차관

6.29.-7.3.

강영식 수산청장 중국 방문

6.30.

Rogerio Bolanos 콜롬비아 상원 제1부의장 방한

6.30.-7.3.

James Kelly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방한

6.30.-7.4.

Richard V. Allen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통령 고문 방한

6.30.-7.6.

Gyanendra Bir Bikrm Shah 네팔 제1왕제 방한

6.30.-7.6.

Upadhyaya Shatlendra Kumar 네팔 외무 겸 토지개혁장관 방한
- Gyanendra 제1왕제 수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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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983.4.28.자> 한·미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종료

7.1.

 시아·태평양우편연합 헌장 총칙, 아시아·태평양우편협약 동 최종의정서 및
아
시행규칙,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135호)

7.1.

 ·미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한
소급발효(1987.8.7. 각서교환, 외무부고시 140호)

7.1.

 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 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대
각서교환 소급발효(1987.10.13. 각서교환, 외무부고시 143호)

7.1.-3.

오재희 외무부차관 과테말라 방문

7.1.-4.

제3차 한·필리핀 통상장관 회담(Manila)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Jose Concepcion 상공장관

7.1.-5.

Basendwah 주유엔 북예멘대사 방한

7.1.-5.

V. Zakaria 브루나이 외무차관 방한

7.2.

 ·독 간의 국립 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36호)

7.2.

한·독 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 137호)

7.2.

 ·독 간의 국립 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 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38호)

7.2.

한·독 간의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39호)

7.3.-7.

A. Girgre 에티오피아 농림차관 방한

7.5.-8.

제2차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Jakarta)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Rachmat Saleh 통상장관

7.5.-9.
7.5.-20.

Bagbeni A. Nzegeya 주유엔 자이르대사 방한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 남미 순방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자원공동위원회 참석차

7.6.-7.

한·미 항공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

7.6.-9.
7.6.-14.

Sanoesi 인도네시아 검찰군사령관 방한
콜롬비아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Enrique Penalosa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7.7.-10.

제2차 한·페루 자원공동위원회(Lima)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Roger Arevalo 관광성차관

Ada 미국령 괌 지사 방한

7.8.-15.

염보현 서울시장 유고슬라비아, 독일 방문

7.8.-21.

최기덕 철도청장 캐나다, 스페인 및 중국 순방

7.9.

Shamshad Ahmad 제2대 주한 파키스탄대사 신임장 제정

7.9.

Mohamed Abdul Koddos Alwazir 주한 북예멘대사 신임장 제정(동경 상주)

7.9.

정경훈 초대 주모리셔스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7.9.

Hubert de la Fortelle 제8대 주한 프랑스대사 신임장 제정

7.9.

Pengiran Dato Haji Idris 초대 주한 브루나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7.9.-11.

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7.9.-14.

Julio Garrett Aillon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7.9.-14.

김경원 주미국대사 겸임국 바하마 방문

7.9.-8.3.

제7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Geneva)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7.10.

주아일랜드대사관 개설

7.11.-15.

Foglietta 미국 하원의원 방한

7.12.

한·카타르 간의 문화협력협정 서명(1988.6.1. 발효, 조약 951호)

7.12.-15.

Kasem 태국 외무부 사무차관 방한

7.13.

제3차 한·일 외무부 구주국장 협의회(서울)
-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7.13.

김정렬 제19대 국무총리 취임(1987.7.13.~1988.2.)

7.13.

북한 외교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창설 재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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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

7.13.-14.

제4차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Bogota)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

7.13.-17.
7.14.-15.

B. D. Austin 호주 퀸즐랜드 광업장관 방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Lausanne, 스위스)
- 수석대표: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7.15.
7.15.-16.

아바차 나이지리아 육군참모총장 방한
1987년도 제3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7.16.

James Webb 미국 해군성장관 방한

7.18.-24.

Bakary Traore 말리 체육문화장관 방한

7.20.

한·인도네시아 간의 임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27호)

1528 7.20.-21.

한·일 외무부 유엔국장 협의회(서울)
-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나카히라 노보루 유엔국장

7.20.-8.14.

제20차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총회(Vienna)
- 수석대표: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

7.21.
7.21.-24.

프라판 태국 공군사령관 방한
세계보건기구(WHO) AIDS에 관한 각료회의(Sidney)
- 수석대표: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

7.22.

제7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Geneva)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7.22.-25.

Mualia 서사모아 문교체육장관 방한

7.22.-28.

최광수 외무부장관 제네바 방문
- 제7차 UNCTAD 총회 참석차

7.24.-28.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방문

7.26.-27.

김이명 주스리랑카대사 겸임국 몰디브 방문

7.26.-8.1.

소련 NOC 올림픽조사단 방한

7.27.

한·일 외무장관 회담(Geneva)
- 최광수 외무부장관/구라나리 다다시 외상

7.27.-29.

구보다 일본 외무성 참사관 방한

7.27.-8.21.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5회기 속개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채의석 주유엔 차석대사

7.29.

제25차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수석대표: 유창순 회장/하세가와 이사장

7.29.

 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에 정부간 기구로서의 지위를
아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서명(1987.8.29. 발효, 외무부고시 141호)

7.29.-8.4.

Sandra Christoph 미국 통상대표부(USTR) 부대표보 방한

7.30.-8.2.

Serrano 과테말라 야당 당수 방한

8.3.

한·모리셔스 간 문화협정 서명(1991.4.8. 발효, 조약 1047호)

8.3.

외무부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성명 발표
- 8.6. 및 8.28. 북한,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 개최 제의

K. Mara 전 피지 수상 방한

8.3.-7.

Carrion 에콰도르 대법원장 방한

8.4.-22.

 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연방 방문

8.5.-8.

통상대표단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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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8.6.
8.6.-7.

권인혁 초대 주아이티상주대사 신임장 제정(베네수엘라 상주)
1987년도 제4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8.6.-13.

Martha Collins 미국 Kentucky 주지사 방한

8.7.

 ·미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한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0호)

8.9.-14.

Charry Samper 주제네바 콜롬비아대사 방한

8.9.-30.

특별사절단 동남아 순방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 단장: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 제28차 비동맹정상회담 아국 지지 교섭차

8.10.-14.
8.10.-14.

Errol M. Anderson 자메이카 국가안보장관 방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수단, 이집트 방문
- 단장: 김정남 의원

8.10.-14.

Richard C. Holbrooke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8.10.-15.

Thomas Remengesau 팔라우 부통령 비공식 방한

8.10.-9.4.

제3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8.12.-14.

야마시타 도쿠오 일본 총무청장관 방한

8.12.-14.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이집트 방문
- 단장: 김정남 민정당 의원
- 주한 이집트대표부(총영사관) 설치 교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8.3.-7.

8.13.-16.
8.14.-31.

Florio 및 Torricelli 미국 하원의원 방한
최창락 특사(동력자원 장관) 북예멘 및 아프리카 순방 (세네갈, 라이베리아, 가나)
- 제42차 유엔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8.15.-9.3.

이종률 특사(정무제1장관) 중미 순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 제42차 유엔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8.16.-19.
8.17.-20.

Monjordino 마카오 경제·재정 및 관광장관 방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단 방한
- 단장: Carl Smith 수석 전문위원

8.17.-21.

Ciro Humboldt Barrero 볼리비아 상원의장 방한

8.18.-20.

극동지역 부정무역방지회의(서울)
- 한국, 미국, 홍콩,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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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abhorn Valailaks 태국 공주 방한

8.20.-30.

제16차 태평양 과학대회(서울)

8.21.

 ·이라크 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Baghdad 소재
한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28호)

8.21.-10.6.

노신영 전 국무총리 북미(미국, 캐나다) 및 영국, 홍콩 순방

8.23.-26.

Humayan Rasheed Choudhury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 제2차 한·방글라데시 합동위원회 참석차

8.23.-9.3.

박수길 외무부장관 특사(외무부 제1차관보) 동남아 순방(호주,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 제42차 유엔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8.24.

뱅슨 스웨덴 육군참모총장 방한

8.24.

김동호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차드 방문

8.24.-25.

제2차 한·방글라데시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H. R. Choudhury 외무장관

8.24.-28.

Desire Delano Bouterse 수리남 정부수반 겸 군총사령관 비공식 방한

8.25.

Sandra D. O'Connor 미국 대법원 판사 방한

8.25.-27.

조상호 체육부장관 이란 방문 (케냐 및 우간다 방문 전)

8.25.-9.1.

실무교섭단 뉴질랜드, 피지 방문
- 단장: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제42차 유엔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8.26.

최광수 외무부장관 유엔 나미비아의 날 기념메시지 발표

8.26.-27.

제10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Washington, D.C.)

8.26.-29.

이시영 주세네갈대사 겸임국 감비아 방문

8.28.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29호)

8.28.

 한 외교부 대변인 3자 외무장관 회담을 위한 차관급 예비회담 개최(9.23.,
북
판문점) 통보

8.28.-31.

국회 건설위원회 대표단 리비아 방문
- 단장: 김정균 의원

8.28.-9.1.
8.27.-9.7.

Kolone Va'ai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조상호 체육부장관 이란 방문 (케냐 및 우간다 방문)
- 제42차 유엔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8.29.

 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에 정부간 기구로서의 지위를
아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141호)

8.29.-9.1.

Boucher 미국 하원의원 방한

8.30.-9.2.

Alan Cranston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방한
경제협력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 단장: 장선섭 주미공사

8.31.

한·일 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931호)

8.31.

E. Torress 미국 하원의원 방한

8.31.

 ·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부록 개정에
한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930호)

8.31.-9.4.

Robert Urbain 벨기에 국회의원 방한

8.31.-9.4.

Alfredo Conete 주유엔 파라과이대사 방한

8.31.-9.8.

미국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Charles E. Grassley 상원의원

9.1.-3.

제6차 한·인도 무역회담(New Delhi)
- 수석대표: 유덕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Ravi Sawhney 상공차관

9.1.-4.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부장관 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헌기 노동부장관

9.1.-4.

마쯔오카 일본 노동성 정무차관 방한
-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 참석차

9.1.-4.

S. K. Jain 세계노동기구(ILO) 부국장 방한
-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 참석차

9.1.-5.

Kenneth Dam 전 미국 국무차관 방한

9.1.-5.

Ramesh Nath Pandey 네팔 노동·관광장관 방한

9.1.-5.

섬유수출개발도상국기구(ITCB) 전체회의(Macao)
- 수석대표: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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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차리오 바즈라 부카 태국 외무차관 방한

9.2.-4.

Carl Gustaf 16세 스웨덴 국왕 비공식 방한

9.3.

Giorgio De Giuseppe 이탈리아 상원부의장 방한

9.3.-6.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 제9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참석차

9.3.-11.

Charles S. Rhyne 법을 통한 세계평화본부(WPTCL) 회장 방한
-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참석차

9.4.-5.

제9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Jakarta)
- 수석대표: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Surboto 광업에너지성장관

9.5.-9.
9.6.-11.

Marut Bunnag 태국 문교장관 방한
Buschbom, Helmut 독일 하원의원 방한
-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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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서울)

9.6.-13.

Zeidler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장 방한

9.7.

박쌍용 제26대 외무부차관 취임(1987.9.7.~1988.3.4.)

9.7.-8.

1987년도 제5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동경)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9.7.-10.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 일본 방문 (인도네시아 및 일본 방문의 일환)

9.7.-12.

<국제연합 77그룹 주관> 제6차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 조정위원회
(Havana, 쿠바)
- 수석대표: 허승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9.8.
9.8.-11.

제6차 한·인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New Delhi)
제31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이사회(Rome)
- 수석대표: 신구범 주이탈리아 농무관

9.8.-12.
9.8.-14.

Richard Armitage 미국 국방성 국제안보담당차관보 방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미국 방문
- 제7차 한·미 정책협의회 참석차

9.8.-14.

제38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회의(북경)

9.8.-18.

Virgilio Barco Vorgas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9.8.-18.

Rafael Samudio Molina 콜롬비아 국방장관 방한 (Barco 대통령 수행차)

9.8.-18.

Carlos Espinosa 콜롬비아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Barco 대통령 수행차)

9.9.

모하메드 하디 네자드 호세이니안 이란 석유성 건설담당차관 방한

9.9.-15.

Nguyen Trung 베트남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방한
- KDI/UNIDO 공동주최 세미나 참석차

9.10.
9.10.-11.

Abdallah Ahmed Nassuf 코모로 국회 제1부의장 방한
제7차 한·미 정책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Solomon 국무성 정책기획실장

9.10.-14.

Taher N. Masri 요르단 외무장관 방한

9.10.-16.

Permanand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부 정무국장 방한

9.10.-26.

제40차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지역 총회 및 제7차 동남아지역 보건상 회의(평양)

9.11.

 ·미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89.5.11. 발효,
한
조약 976호)

9.11.

주루안다대사관 재개설

9.11.

한·루안다 외교관계 정상화
- 1963.3.21. 외교관계 수립
- 1975.5.31. 외교관계 정지

9.12.

제15차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서울)
- 수석대표: 권익현 회장/후쿠다 다케오 회장

9.12.-14.

일본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후쿠다 다케오 일·한 의원연맹 회장
- 제15차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9.13.-15.
9.13.-16.

Gaston J. Sigur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Karolos Papoulia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 9.16.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9.13.-17.

Yadav P. Pant 네팔 수산자원성장관 방한

9.13.-19.

노태우 민정당 총재 미국 및 일본 방문

9.14.

세계에너지회의(WEC) 국제집행이사회(IEC) 연차 총회(서울)

9.14.-19.

인도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Alagh 경제기획위원회 위원

9.14.-21.

Seaga 자메이카수상 부인 방한

9.15.-17.

R. Beteta 멕시코 석유공사총재 방한

9.15.-20.

한·불 과학기술협력회의(Paris)
- 수석대표: 박긍식 과학기술처장관

9.15.-27.

박긍식 과학기술처장관 구주 순방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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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8.22. 개설
- 1975.5.31. 폐쇄

9.15.-12.21.

제42차 국제연합 총회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9.16.

한·그리스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1994.4.30. 발효, 조약 1219호)

9.16.-19.

박찬종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장기욱 의원 일본 방문

9.16.-20.

김윤환 대통령 비서실장 기시 노부스께 전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

9.16.-20.

유창순 한·일 협력위원회장 일본 방문

9.17.-10.4.

최광수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 제42차 유엔총회 및 제3차 한·미 외무장관 회담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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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한·벨리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38호)

9.18.

북미지역 명예영사 회의(Washington, D.C.)

9.18.-23.

Gerald S. Merrithew 캐나다 임업·광업담당 무임소장관 방한

9.21.

이정남 초대 주스와질란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9.21.-22.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8국 자문단(CG18) 회의(Geneva)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9.21.-24.
9.21.-25.

제15차 한·일 의원연맹 총회(서울)
제31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박긍식 과학기술처장관
- 1987~89년도 이사국으로 피선

9.21.-25.

일본 국회의원단 방한
- 제15차 한·일 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 단장: 야노 준야 중의원 의원 겸 공명당 위원장

9.21.-26.
9.21.-30.

영국 통상사절단 방한
제9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총회(Geneva)
- 한국, Paris 동맹 집행위원국 및 조정위원국에 피선

9.22.
9.22.

북한 세계관광기구(WTO) 가입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 회담(New York)
- 최광수 외무부장관/Mochtar 외무장관

9.22.-10.1.

제7차 세계관광기구(WTO) 총회(Madrid)
- 수석대표: 김창갑 교통부차관

9.23.

한·일 외무장관 회담(New York)
- 최광수 외무부장관/구라나리 다다시 외상

9.23.

한·말레이시아 외무장관 회담(New York)
- 최광수 외무부장관/Datak Rais Yatim 외무장관

9.23.-25.

제2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AFPPD)(북경)
- 수석대표: 권중동 의원

9.23.-26.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연맹 대표단 방한
- 단장: 이시이 하지메 의원

9.24.

한·부탄 외교관계 수립
- New York에서 수교합의문서 서명

9.24.

제3차 한·미 외무장관 회담(New York)
- 최광수 외무부장관/George Shultz 국무부장관

 ·미 간의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각서교환, 발효
한
(조약 939호)

9.24.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협력 기금설립에 관한
한
한·ESCAP 간의 양해각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142호)

9.24.

한·미 간의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서명, 발효(조약 940호)

9.24.-25.

제7차 한·영 경제협의회(London)
- 수석대표: 홍순영 제2차관보/John A. Cooke 상공차관보

9.24.-27.

박영철 주Agana(Guam, 미국) 총영사 팔라우 독립기념식 참석

9.24.-30.

Kurt Mosbakk 노르웨이 상무해운성장관 방한

9.24.-10.3.

사공일 재무부장관 미국 방문
- 제42차 IMF/IBRD 총회 참석차

9.25.

한·소말리아 외교관계 수립
- New York에서 수교합의문서 서명

9.26.-30.

T. C. Kadzanira 말라위 대통령 영부인 방한

9.26.-10.16.

Richard Walker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9.28.

Julio Cesar Moreno Leon 베네수엘라·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9.28.

한·이라크 외무장관 회담(New York)
- 최광수 외무부장관/Tareq Aziz 부수상 겸 외상

9.28.

한·미 유자망 어업회담 개최(서울)

9.28.-30.

77그룹 외무장관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9.28.-10.3.

Ali 파푸아뉴기니 정보부장 방한

9.29.

Patricio Carvijal Prado 칠레 국방장관 방한 (국군의 날 행사 참석차)

9.29.-10.1.

제42차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IMF/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사공일 재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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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9.30.-10.15.

제7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헌기 노동부장관

10.1.

1971.7.24.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33호)

10.1.

 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권에 대한 1971.7.24.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무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34호)

10.1.

 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7.24.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일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35호)

10.1.

세계저작권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936호)

10.1.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941호)

10.2.

이용훈 제9대 주칠레대사 임명

10.2.

최상진 제6대 주핀란드대사 임명

1536 10.5.

제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오사카)
- 수석대표: 나웅배 상공부장관

10.5.-9.

제12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총회(Buenos Aires)

10.8.-12.

유치송 민한당 총재 일본 방문

10.1.

 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
음
(조약 937호)

10.10.-13.

Gerald Ford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0.11.

Dankward Buwitt 독일 서베를린 시의원 방한

10.12.

한·말레이시아 투자보장협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개최(서울)

10.12.

제2차 한·말레이시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실무회의(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Ahmad 상공부 제1차관보
- 협정문 가서명

10.12.-13.

제9차 아시아과학협력회의(ASCA) 회의(Kuala Lumpur)
- 수석대표: 권원기 과학기술처장관

10.12.-16.
10.12.-17.

Robert A. K. Runcie 영국 성공회 대주교 방한
국제의원연맹(IPU) 사무총장 회의(Bangkok)
- 수석대표: 이재환 국회 사무총장

10.12.-17.

제7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41차 이사회(Bangkok)
- 수석대표: 권정달 민정당 의원

10.13.

찰리브 비타아콤 태국 전매청장 방한

10.13.-14.

1987년도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10.13.-15.

제5차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총회(London)

10.13.-23.

Ted Kloth 미국 국무부 한국과 국내정치담당관 방한

10.14.

Joe F. Harris 미국 Georgia 주지사 방한

10.14.-25.

오명 체신부장관 스위스 방문

10.15.

Dung Up Bang(등업방) 중공 장애자 복지기금회장 방한 용의 표시

10.15.

한·볼리비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및 제1차 합동회의(서울)

10.15.

한·미 Pipeline Produvts 회담 실무자 회의(서울)

10.15.

김현곤 제6대 주자이르대사 신임장 제정

10.15.-16.

제14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Canberra)

10.15.-16.

제20차 한·일 무역회담(동경)
- 수석대표: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후지다 마사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H. M. Djamany 중앙아프리카 문화공보차관 방한

10.15.-22.

Haryati 인도네시아 문화청장 방한

10.15.-22.

야나기야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0.15.-26.

Nguyen Xuan Oanh 베트남 정부 경제고문 방한 (대한항공 초청)

10.16.

이창수 제8대 주호주대사 임명

10.17.

제24차 아시아방송연맹(ABU) 총회(서울)
- 정구호 KBS 사장, 이사 피선

10.17.-22.

Michael Getler 미국 Washington Post지 외신부 국장 방한

10.17.-23.

Tony Interlande 미국 국무성 한국과 경제담당관 방한

10.17.-27.

최광수 외무부장관 서구 순방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10.18.

동독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방한
- 단장: 뢰더부 위원장

10.18.-21.

Percy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방한

10.18.-22.

J. L. Correa 페루 수산장관 방한

10.19.

Salah Ali Taha 수단 국회의원 겸 UMMA당 원내총무 방한

10.19.

정부, 피지 임시정부 승인

10.19.-23.

Herald Brown 전 미국 국방부장관 방한

10.19.-25.

서명원 문교부장관 프랑스 방문
- 제24차 UNESCO 총회 참석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0.15.-21.

1537

10.19.-30.

제24차 세계식량계획/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WFP/CFA) 회의(Rome)
- 수석대표: 박명준 주이탈리아대사

10.20.

John MacAlister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장 방한

10.20.

 ·파키스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한
발효(조약 942호)

10.20.

한·미 간의 특수강 협정 체결

10.20.-22.

한·노르웨이 제2차 섬유협상

10.20.-25.

Sam 미국 주재 아이티대사 방한

10.20.-11.21. 제24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Paris)
- 수석대표: 서명원 문교부장관
- 10.31. 집행위원국으로 피선(임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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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2.
10.21.-23.

다나부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 방한
1987년도 제7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10.22.

독일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Matthias Wissmann 하원의원

10.22.-23.

미국 Oregon주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Neil Goldschmidt 주지사

10.26.

이해순 제3대 주모리타니대사 임명

10.26.

Pathe Diallo 기니 청년·체육부장관 겸 NOC위원장 방한

10.26.-27.

제3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서울)

10.26.-27.

제6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Hobart, 호주)
- 한국, 임기 2년의 부의장국으로 선출

10.26.-28.

Mokolo Wa Mpombo 자이르 공공사업 및 국토개발장관 방한

10.27.

 ·미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한
발효(외무부고시 144호)

10.28.

오재희 제11대 주영대사 신임장 수여

10.28.

Richard P. Broinowsk 제9대 주한 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10.28.

독일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Hermann J. Unland 하원 경제위원장

10.28.

한·일 수산청장회의(서울)

10.28.

김봉규 제4대 주스리랑카대사 신임장 제정

10.28.

Martins Ferreira, Moacyr Moreira 제6대 주한 브라질대사 신임장 제정

10.28.

Ivan Dias 제6대 주한 로마교황청대사 신임장 제정

10.28.-29.

제7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Brussels)

10.28.-30.

Richard Oman 캐나다 Alberta주 고용문제담당장관 방한

10.28.-31.

제2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광물에너지협의체(PECC/MEF) 총회(서울)

10.28.-11.1.

John Waihee 미국 Hawaii 주지사 방한

10.28.-11.3.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상 방한
- 주한 이집트총영사관 개설 합의

10.29.
10.29.-30.

앰브로스 미국 육군성차관 방한
Qi Ming Cong 중공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한
- PECC 광물에너지협의체 총회 참석차

제1차 한·호주 정책협의회(서울)

10.29.-31.

Michael Armacost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0.30.

제4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특허법 규정 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Geneva)
- 수석대표: 박홍식 특허청 차장

10.31.

도재승 주레바논 1등서기관 귀환
- 1986.1.31. Beirut에서 피랍

10.31.-11.3.

Tommy Thompson 미국 Wisconsin 주지사 방한

11.1.

More 미국 West Virginia 주지사 방한

11.2.

한·구주공동체(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11.2.

Christopher S. Bond 미국 상원의원 방한

11.2.

일본 정부, 민홍구(전 북한군 하사) 가석방

11.2.-3.

한·태국 해운회담 개최(서울)

11.2.-5.

제6차 한·독 문화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전순규 외무부 정보문화국장/Eberle, Holger H. 외무성 공사

11.2.-5.

Robert Orr 미국 Indiana 주지사 방한

11.2.-6.

제2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국장 회의(Bangkok)

11.2.-6.

Montoya 미국 상원의원 방한

11.2.-13.

제16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국제 지불에 관한 실무위원회(Vienna)

11.3.-4.

한·미 섬유쿼터협상회담(서울)

11.5.

제17차 구주국가올림픽위원회(AENOC) 총회(Sophia, 불가리아)
- 김옥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옵서버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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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0.

11.5.
11.5.-16.

1971.7.24. Paris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통고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145호)
제14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Rio de Janeiro, 브라질)
- 수석대표: 오윤경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11.6.

한·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외무부고시 147호)

11.6.-9.

불가리아 NOC 대표단 방한

11.6.-13.

김주호 농수산부장관 이탈리아 방문
- 제24차 FAO 총회 참석차

11.7.

박태준 특사(포항제철 회장) 다케시다 노보루 일본 수상 취임식 참석

11.7.-14.

박쌍용 외무부차관 태국 방문
- 제2차 UNIDO 총회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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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6.

제24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총회(Rome)
- 수석대표: 김주호 농수산부장관
- 11.24. 한국, 이사국으로 피선(임기 2년)

11.8.-11.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Bagdhad)
- 수석대표: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Mohammed Fadhil Hussein 주택성 장관

11.9.

 o Ke Yip(호계립) 중공 당 정치국 상임위원, 북한의 동의 시 한국과의 직접교역
H
용의 시사

11.9.

한·독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 약정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146호)

11.9.

탁나현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초대 벨리즈 신임장 제정

11.9.-11.

Roy Romer 미국 Colorado 주지사 방한

11.9.-13.

제2차 국제연합공업개발회의(UNIDO) 총회(Bangkok)
- 수석대표: 박쌍용 외무부차관
- 11.12. 한국, 이사국으로 피선(임기 4년)

11.9.-16.

제17차 미주기구(OAS) 총회
- 수석대표: 김경원 주미대사

11.9.-20.

제15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London)
- 수석대표: 황규진 해운항만청 차장

11.10.

Anne 영국 공주(국제승마연맹 회장) 방한

11.10.

미국 Las Vegas 시장 방한

11.10.

필리핀 진출 한일개발 소속 근로자 2명 Luzon 섬에서 피랍
- 1988.2.6. 석방

11.10.-14.

Derwinski, Edward 미국 국무부 안보지원 및 과학기술담당차관 방한

11.11.-12.

제4차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서울)

11.11.-14.

James H. Billington 미국 의회 도서관장 방한

11.11.-27.

 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민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연방 방문

11.12.-13.

제2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Cheu Tai Soo 외무부 정무2국장

11.13.

김이명 제15대 주Hong Kong 총영사 부임

11.13.-15.

William Salire 미국 New York Times지 논설위원 방한

11.13.-19.

Ahmed Fathi bin Shatwan 리비아 공업부장관 방한

11.14.

한·우루과이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조약 943호)

11.14.-16.

Celestin 아이티 상공장관 방한

11.15.

제26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회(Rio de Janeiro)

11.15.-21.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 단장: 박용학 한·일 시장협의회장

11.15.-29.

손권호 총무처차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멕시코 순방

11.16.

제6차 재일한인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회의(동경)
- 수석대표: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후지다 기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11.16.
11.16.-17.

이시다 일본 공명당 부위원장 방한
제2차 한·오스트리아 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Gerhard Waas 경제성 대외무역국장

11.16.-19.

Juan Antonio Samaranch Torell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방한

11.17.

W. P. Schmitt 독일 하원의원 방한

11.17.-19.

제2차 한·수리남 합동위원회(Paramaribo)
- 수석대표: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Henri A. M. Guda 외무부 순회대사

11.18.

Willfried Penner 독일 사민당 원내총무 방한

11.19.

오채기 제4대 주나이지리아대사 임명

11.20.

한우석 주프랑스대사, 겸임국 코모로 신임장 제정

11.20.

Jean-Marie Noirfalisse 제7대 주한 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11.20.-21.

제4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서울)

11.20.-22.

Feulner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Institution) 총재 방한

11.21.-25.

G. H. Shein Baum 콜롬보플랜(Colombo Plan) 사무총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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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11.21.-12.1.

한·미 어업 현안교섭단 미국 방문
- 단장: 강영식 수산청장

11.22.-28.

Torrijos 파나마 항만청장 방한

11.22.-26.

Carlos Rivera Bianchin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방한

11.23.-27.

제56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Nice, 프랑스)

11.24.-27.

미국 하원 군사위원단 방한
- 단장: Beverly Byron 의원

11.25.
11.25.-27.

한·소말리아 경제실무회담(서울)
제2차 한·요르단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Ziad M. Fariz 외무성 기획차관

11.26.-27.

제3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Jean C. McCloskey 외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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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8.

Abdillahi Said Osman 주유엔 소말리아대사 방한

11.26.-28.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상 방한

11.27.

 ·불 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 연구 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서명, 발효
한
(외무부고시 148호)

11.28.

고창수 제7대 주에티오피아대사 신임장 제정

11.29.

강석재 주이라크총영사 대한항공 858기 추락사건으로 순직

11.2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테러사건
- 11.29. KAL 858기 버마 영공에서 실종
-	11.30.~12.8.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태국 방문 (현지조사차)
-	12.1.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하치야 신이치 및 하치야 마유미의 KAL기 폭파 혐의 발표
(신이치 음독자살, 마유미 미수)
-	12.5. 정부, 바레인 정부에 KAL기 폭파 용의자로서 마유미의 신병 인도 및 신이치의
사체 인수 요청
-	12.7.~15. 박수길 외무부장관 특사(제1차관보) 바레인 방문 (신병 인도 및 사체 인수 교섭차)
- 12.8.~11.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버마 방문 (현지 조사차)
-	12.9. Mubarak 바레인 외무장관 및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마유미의 신병 인도 및
신이치의 사체 인수 원칙 합의
- 12.15. 마유미 및 신이치의 사체 서울 도착

11.30.-12.2.

Richard L. Walker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11.30.-12.3.

1987년도 특별 재외공관장 회의
- 최광수 외무부장관 주재

11.30.-12.11.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태국 및 버마 방문
-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사건 현지 조사차

12.1.

 ·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한
위한 협약 발효(조약 932호)

12.1.

 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 간의 부속약정 소급발효
대
(1987.12.10. 서명, 외무부고시 149호)

12.1.

문기열 제4대 주자메이카대사 신임장 제정

12.1.-4.

제43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최상섭 외무부 본부대사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1988년도 총회 부의장 피선

12.1.-4.
12.1.-4.

한·호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회담(Canberra)
제32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이사회(Rome)
- 수석대표: 서기원 농업협동조합 조사부장

Richard Allen 전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12.7.-9.

한·캐나다 항공회담(Ottawa)
- 수석대표: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Gher Son 외무성 항공협상 수석담당관

12.7.-15.

박수길 외무부장관 특사(제1차관보) 바레인 방문
- 대한항공 858기 추락사건 용의자 마유미 및 신이치 신병 인도 교섭차

12.8.

김태지 제5대 주인도대사 신임장 제정

12.8.-9.

한·미 전략물자 기술수출 통제 실무자회의(서울)

12.8.-11.

77그룹 상공회의소 회의(Rio de Janeiro)
- 수석대표: 김정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역

12.9.-10.

제20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서울)

12.9.-14.

제9차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ICSEAF) 회의(Madrid)

12.10.

 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 간의 부속약정 서명
대
(1987.12.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12.13.-18.

Brian Atwood 미국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방한

12.15.

Budapest(헝가리) KOTRA 사무소 설치

12.15.-17.

UN 주관 팔레스타인 문제 중남미지역 세미나(Havana)

12.16.

Abel I. Guobadia 초대 주한 나이지리아상주대사 부임

12.16.

주한 나이지리아대사관 개설

12.16.

Rowny 미국 특사(대통령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12.16.-19.

William Clark 미국 동아시아·태평양담당부차관보 방한

12.20.

아베 신타로 일본 특사(자민당 간사장),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대통령 당선 축하차 방한
- 다케시다 수상 친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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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2.21.

주엘살바도르대사관 개설

12.22.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개설

12.21.-23.

한·네덜란드 해운회담(The Haig)

12.22.-30.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 태국 및 서남아 방문(버마, 인도)

12.23.-24.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수상(일·한 의원연맹 회장) 방한
-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대통령 당선 축하차

1544

12.24.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한국에 대하여
핵
발효(조약 946호)

12.25.

한국 화물선 현대7호(현대상선 소속)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 해군에 의해 피격

12.27.

소련 NOC 올림픽 조사단 방한

12.31.

주소말리아대사관 개설

12.31.

강신성 초대 주 소말리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2.31.

1987년도 국제사탕협정 서명

12.31.

아국 최초의 남극기지(King George 섬) 건설

1971

| 1987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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