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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1960년대 한국의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교섭 연구
신 재 준

  본고는 1960년대 청구권자금의 사용과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를 둘러싼 한일 두 
정부의 교섭과정을 살펴보았다. 한일회담·협정으로 담지 못했던 양국의 상이한 입장
이 교섭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경제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20세기 전반, 35년간의 식민통치로 고통을 주고/받았던 양국은 패전/해방 후 꼭 
20년 만인 1965년, 제 조약·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마당의 그것은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직시하고 
적절히 청산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국은 과거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좁히지 못한 채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일협정은 어떻든 과거를 매듭지은 현대한일
관계의 출발점이었지만 동시에 14년간의 지난한 회담에서 이미 익숙히 보았던, 해묵
고 낯익은 갈등의 두 번째 시작점이기도 했다.
  대일청구권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에서 연유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을 
다룬 청구권회담·협정은 양국이 식민지지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된다. 그렇지만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
할 것을 희망’하여 유·무상자금 및 상업차관을 공여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은 역설적으
로 이 문제를 양국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불만과 아쉬움에도 불구, 국교 재개는 1950년대까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경제교류
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도, 탈도 많았지만 여하튼 청구권자금은 협정대로 
10년간 집행되었고 상업차관은 그 이상의 규모와 속도로 도입되었다. 1970년 전후
로는 일본자본의 직·합작투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구권자금과 대일경제협력은 
막 2차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본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추진하며 고도성장의 초
입에 들어섰던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종잣돈이 되었다.
  본고가 주목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학계의 연구경향이나 사회적 평가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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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협정 체결까지의 그것과는 판이하다는 점이었다. 즉 위에 언급했듯 회담·협
정에 대해서는 식민지지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 과정 즉 역사적 측
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고 평가도 그러한 기반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수교 후 청구권자금을 위시해 양국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금 집행 및 
교류의 결과·실적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관련 개설서들이 한일회
담은 과거사 청산에 미흡한 한계가 있었지만 청구권자금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딘지 개운치 않은 설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본고는 수교 전후의 한일경제관계가 청구권회담·협정과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
다. 즉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란 용어가 상징하듯 회담에서 과거사 인식을 좁히지 못
한 것은 비단 회담장에서의 대립으로 끝나지 않았다. 회담 이후 양국의 실제 교류, 
청구권자금 집행 및 무역협상 등에서도 인식의 상위는 잠재했고, 여러 형태의 대립
으로 계속 분출되었다.
  요컨대 본고는 회담·협정으로 담지 못했던 양국의 상이한 인식과 입장이 경제교섭·
교류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
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청구권의 역사성을 관철하지 못한 회담·협정의 결과가 교류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국면에서 대
일경제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
업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국교‘정상화’의 의미를 곱씹어보고자 했다.
  수교 전, 1960년부터 1965년까지를 범위로 한 본문 二장에서는 우선 경제협력의 
논리에 따라 양국이 자금의 명목은 뒤로 한 채 금액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문
제를 해결한 과정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불완전한 합의였고, 김종필-오히
라 정치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대립이 계속되었음을 세목교섭과 자본재 연불교섭을 
통해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이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를 논의에 끌어들인 맥
락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강조하고자 한 첫 번째 논지는 세목교섭의 의미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
은 청구권자금의 액수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김-오히라 합의에서 분석을 끝냈다. 이
후의 교섭은 경제협력의 세부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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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은 용어 그대로 단순한 세부절차에 대한 협상은 아니었다. 세목교섭의 주요 쟁점
은 실시계획의 작성주체, 계약의 효력발생, 구매방식과 주체 등으로 실상 자금 사용
의 주도권을 다툰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금의 성격을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단
순한 경제협력으로 볼 것인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김-오히라 회담에서 명목을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있었다.
  둘째, 자본재 연불교섭의 의미이다. 먼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정부가 처음에는 ‘先
수교 後경제협력’원칙을 표방했지만 이면에선, 특히 1963년 이후 선의의 민간자본은 
도입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고 적극적인 대일교섭을 벌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연불로 도입하는 자본재들이 김-오히라 합의의 3항(민간상업차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교섭과정에서 불거진 양국의 대립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수교 전에도 가능
하다고 함으로써 시작된 연불도입 논의가 그 성격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생각으로 
최종단계 논의의 진전을 막은 것은 극히 역설적이다. 동시에 소위 경제협력 방식의 
청구권 해결구조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잘 드러냈다.
  셋째, 정부가 진정한 경제협력은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를 끌
어들인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다. 애초 경제협력이란 개념이 청구권 문제를 봉쇄-타
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것을 무역 문제로 옮겨가고자 한 것은 한국
의 의지이자 맥락이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수교 후 양국 경제교섭의 현안이 된다. 
특히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동상이몽이 경제교
류에 반영되는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를 범위로 한 三장에서는 한국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구상
과 초년도 집행교섭, 그리고 무역관계에서 불균형 개선 요구에 맞서 일본이 새로 환
경정비 이슈를 들고 나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수교 후에도 
양국의 대립이 거듭되었고, 한일협정 체결이 곧 국교‘정상화’인지, 그것은 특정 시점
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첫째, 청구권자금 교섭에서는 우선 정부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총액과 내용이 교섭
과정에서 삭감 및 수정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세목교섭에서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제한했던 요소들이 실제 자금 집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사용상의 
제약은 실시계획 합의 후 집행과정까지 이어져 결과적으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였던 조기사용계획이 실패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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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은 비단 일본정부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정부가 세목교섭의 성과로 자부
했던 조달청 구매를 어기고, 유상자금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 대표적
이다. 더하여 청구권자금백서의 통계가 자금의 조기사용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는 
형태로 포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둘째, 무역관계에서는 일본이 공업소유권과 조세협정 체결을 역제안하면서 불균형 
개선의 과제가 다시 지연되고 논의가 공전했음을 살펴보았다. 소위 환경정비 문제는 
대한 경제활동의 발판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서는 양국이 서로 상대의 선 조처
를 촉구하며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양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마지막 1968년부터 197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四장에서는 청구권자금과 무역관계 
교섭 모두 논의의 성격이 다소간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1970년 전후 한
일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국제정세를 반영한 안보관계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경제의 내적인 동인과 경제교섭 그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청구권교섭은 한국정부가 줄곧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조기사용계획이 
3차년도 전후까지 거듭 관철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집행 초
기와 중기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실차관 문제의 대두에 따라 정부가 일본자본의 투자만큼은 허용하지 않겠
다던 기존 입장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나아가 적극 요구하는 편으로 선회한 것은 앞
선 시기의 현안, 즉 한국의 무역불균형 개선과 일본의 환경정비 요구의 희비를 갈라
놓았다.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정비 쟁점들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던 반
면 무역불균형은 계속되었고, 외려 고착되었다.
  더욱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재편에 따라 산업이전·분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
고, 이 과정에서 자연 무역역조의 단기 시정이란 과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다. 이것은 곧 논의의 성격이 1960년대 초, 한국정부가 무역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의 그것과는 달라짐을 의미한다. 한국정부가 선택한 1970년대 대일경제협력방안 
또한 이러한 기조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수교 후 1960년대 중반, 무역불균형 개선과 환경정비를 앞세운 양국의 
다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정부는 호혜균형무역을 확립하기 위해 교섭을 
전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의존체제라는 귀결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
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섭역량은 차치하더라도 균형무역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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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 또는 의지 여하를 향후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이 기간의 교섭은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설령 
여론에 떠밀린 교섭이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수교 후 한동안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일본과의 전면적인 경제교류는 거부하고자 했다. 이것이 산업분업 논의
에 뛰어드는 관민의 시차를 만들었다.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분업체제의 토대
가 마련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몇 년간 유보된 기간
이 있었음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산업 분업을 통한 대일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선택함으로써 빠른 
공업화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대일무역역조는 고질적인 문제로 뿌리 깊이 고착되었
다. 양국 경제는 1990-2000년대 이후 수평적 관계로 도약했지만 무역관계의 역조
는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이 점에서 경제성장은 지름길을 걸었을지언정 대일의존 
산업구조의 극복이란 과제는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야 했고, 지금도 돌고 있는 것이
다.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할 때, 그것은 비
단 자금의 액수나 명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청구권회담·협정에서 봉합하지 못했
던 양국 정부의 상이한 인식은 자금 집행 및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었던 무역 문
제에서 거듭된 충돌과 대립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양국은 청구권회담 때와 마찬가
지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그 같은 인식의 대립을 뒤로 물려버렸다. 무역불균형 개선
의 성과 없이 한국경제의 대일지향체제가 확립된 것은 이 흐름의 귀결이었다. 청구
권자금과 그것이 매개한 이 시기 한일경제교류의 의미는 이러한 지점에서부터 찾아
야 한다.

주제어 : 한일국교정상화, 한일관계, 한일경제관계, 한일회담, 한일청구권회담, 한
일경제협력, 대일청구권자금, 무역, 차관, 투자
학  번 : 201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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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제기

  20세기 한국사에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다. 세기 전반에는 일제의 조선 
병합과 식민통치로 고통을 주고받았고, 1945년 해방과 꼭 20년 후 한일기본조약 체
결을 거친 후반에는 미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냉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정치경제
사회 제 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지금도 줄잡아 1천만 명의 양국민이 매년 
서로 오가는 등 양국의 우호관계는 외견상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민지 지배/피지배관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방국까지, 극단을 오간 대일관
계는 한국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을 크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이분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식민지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잘 알
려졌듯 한일 양국은 1951년부터 무려 14년간 지속된 한일회담을 통해 과거사 청산
을 시도했다. 그 합의의 결과물이 기본조약과 제 협정이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마당의 그것은 공통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직시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국은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국교를 ‘정상화’
했다.
  회담 의제의 하나였던 대일청구권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에서 연유하는 문
제이다. 따라서 그것을 다룬 청구권회담·협정은 양국이 식민지지배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였다. 그렇지만 “청구권에 관한 문제
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1)하여 유·무상 자금 및 상업차관을 공여
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의 하나의 상징
으로 만들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이 같은 해결양상을 비판했고,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으로도 널리 공유되었다.
1)「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12.18, 조약 제172호)(관보 제4225호). 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 청구
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일
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 3억弗과 동등한 일본 円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2억弗’을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 제공함으
로써 양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했다.



2

  불만과 아쉬움에도 불구, 다른 한편 한일회담의 타결은 1950년대까지 극히 제한적
이었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도, 탈도 많았지만 여하튼 청구권자
금은 협정대로 10년간 집행되었고 상업차관은 그 이상의 규모와 속도로 도입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자본의 직·합작투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구권자금을 
앞세운 대일‘경제협력’은 막 2차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본격적인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고도성장의 초입에 들어섰던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종잣돈이 되었
다. 이것은 전자, 즉 한일회담·협정의 긍정적 측면이다.
  ‘협력’이 가져온 경제적 기여는 궁극적으로 지배와 종속·의존, 또 수직적이라고 평
가되었던 양국관계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이 단시일 내 정치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큼 성숙·성장하면서 양국은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대등한 
수평관계로 진입했고,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등의 체제·가치를 공유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이것은 상호 지속적인 우호·협력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자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공유까지도 긍정적으로 전망케 하는 밑거름이다.2)
  이렇듯 성과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기적으로 부침하는 양국관계는 마냥 
낙관하기에는 불안정하다. 과거사를 둘러싼 대립요소가 마치 화약통처럼 관계의 기
저에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상이한 역사인식에서 비롯한 잠재
적 갈등이 안정적인 상호관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속적인 
유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이제껏 성취해온 것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갈등의 근원, 
부침의 바닥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한일관계의 본격적
인 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60년대를 살펴보는 것은 역사 자체로는 물론 현재적 의
의도 적지 않다.
  1965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을 두고 흔히 국교‘정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본고는 1960년대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교섭을 분석하면서 바로 이 
‘정상화’라는 용어·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단절되었
던 국가간관계의 재개란 차원에서는 정치·외교적으로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사의 적절한 청산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2) 오코노기 마사오, 2008〈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로〉(장달중·오
코노기 마사오 외 공저《전후 한일관계의 전개》아연출판부); 이원덕, 2015〈한일관계 
‘1965년 체제’, 50년의 궤적〉(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공저《한일관계사 1965-2015》1
(정치), 역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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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1965년에 과연 양국은 관계를 ‘정상화’했는가?
  이 같은 문제의식은 경제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위에 서술했듯 자본 확보가 경제성
장의 관건이었던 때, 일본으로부터의 자본도입의 경제적 의의·기여는 부인할 수 없
다. 포항종합제철 건설을 비롯한 각종 기술협력과 민간교류도 마찬가지이다. 단 이것
들은 경제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의 역사적 의의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이 시기 교류의 안팎을 고루 들여다봐야 한다.
  그간 주로 분석되었던 자본·기술협력의 외형과 실적이 경제교류의 밖이라면 그러
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섭·협상과정은 안에 해당한다. 더욱 양국관계에서 이 
안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청구권회담·협정에서 발원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회담·협정은 식민지기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를 봉합하지 못한 불완전한 타
협이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은 1965년 이후는 물론 그전부터 이미 
여러 현안에서 제각각의 형태로 흘러나왔다.
  요컨대 이 시기 양국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회담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달리 보면 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회담 타결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1965년 
전후, 또 회담 안팎의 교섭양상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차적
으로는 청구권의 역사성을 관철하지 못한 회담·협정의 결과가 교류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국면에서 대일경제관계가 어
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도 있
다. 이를 통해 국교‘정상화’의 의미를 곱씹어보고자 한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현대한일관계를 연구했다.3) 그 중에서도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과정, 즉 한일회담은 다수가 주목했던 주제이다.4) 다카사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3) 현대한일관계 연구를 폭넓게 살펴보면 ‘분단, 한국전쟁과 일본’,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일

본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주요 주제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과 각각의 연구사에 대해
서는 정용욱, 2005〈해방 후 한일관계 연구동향 – 현대 ‘한일관계사’의 역사인식〉(한일관계
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경인문화사), 참고.

비슷한 맥락에서 시기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한일관계 연구들을 구분-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시기별로는 1945-51년(해방 후 한일회담 개시 전까지로 세부주제로는 양국의 분리, 대일강
화조약 참가 여부 등), 1951-65년(한일회담 시기로 청구권·어업(선박)·재일조선인 법적지
위·문화재·기본관계와 같은 회담의 개별 의제들과 의제별 쟁점, 재일조선인 북송, 양국의 반
대운동, 미국의 역할 등), 1965년 이후(국교정상화 이후로 경제협력, 안보관계 등)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 역사교과서 및 역사인식, 한일회담 미해결 문제(일본군 위안부 및 징병·징
용 등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인) 등도 중요한 주제이다.

4) 高崎宗司 저, 김영진 역, 1998《검증 한일회담》청수서원(일본어 원저는 1996); 이원덕, 
1996《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서울대학교출판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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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전반을 다룬 연구를 수행했다. 이원덕은 일본 전후처리외교의 사례라는 관점에
서 정권별 회담 대응양상을 분석했고, 장박진은 회담의 구조적 측면과 전개과정을 
통해 과거사 청산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한편 박진희는 미 국무부 문서를 적극 활용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회담 및 
대일정책을 검토했다. 그는 특히 한일회담을 일종의 강화회담으로서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전제로 생각했던 한국과 단지 개별국가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협상
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인식이 크게 달랐고, 이것이 회담 장기화의 기본원인임을 지
적했다. 이 같은 인식의 대립양상은 1960년대, 수교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경제관계에서 유독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실
증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고의 범위와 직결되는 1960년대 경제관계의 경우 크게 청구권자금에 관한 연구
와 경제관계 일반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우선 수교 전 청구권
회담·협정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5) 과거사 청산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볼 때, 

진희, 2008《한일회담 –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선인; 장박진, 2009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 한일회담이라는 역설》논형; 吉澤文寿, 
2015(a)《日韓会談 1965》東京 : 高文硏.

회담의 대체적인 윤곽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 이 연구들과 달리 각각의 개별의제를 분석한 연
구들도 있다. 또 미국의 개입·관여 문제도 한일회담 연구의 한 줄기를 이룬다. 李鍾元, 1994
〈韓日会談とアメリカ-‘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国際政治》105 : 東京; ―――, 2011
〈日韓会談の政治決着と米国〉(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 共編《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
化》1, 東京 : 法政大学出版局); ―――, 2015〈전후 한일관계와 미국〉(이원덕·기미야 다다
시 외 공저, 앞 책); 박태균, 2005〈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131; ―――, 2010〈한일협정 반대운동시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국
민대 일본학연구소 편(a)《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1(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선인); 이동준, 2010〈한일청구권교섭과 ‘미국해석’〉(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b)《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등을 참고.

5)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한일교섭 - 청구권문제 연구》선인(일
본어 원저는 2003); 吉澤文寿, 2015(b)《戦後日韓関係 : 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東京 : 
クレイン(원저는 2005); 장박진, 2010〈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b), 위 책); ―――, 2014《미완의 청산 –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역사공간; 木宮正史, 2011〈韓国の対日導入資金の最大化と最適化〉(李鍾元·木宮
正史·浅野豊美 共編, 위 책); 유의상, 2016《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 대일청구권 교섭과정
의 복원》역사공간. 단 유의상의 시각은 다르다. 외교관 출신인 그는 청구권협정에 비판적인 
선행 연구들을 당위론적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비판하고, 상대가 있는 외교교섭이라는 현실
적 측면을 감안해 성과와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미야는 청구권회담 중 유·
무상자금이 아닌 민간상업차관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청구권 문제를 다루되 ‘회담’이 아닌, 합의된 ‘협정’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다수 있다. 
김창록, 2005〈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성격-법적 관점에서의 접근〉(한일관
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앞 책); ―――, 2010〈1965년 한일조약과 한국인 개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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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 문제의 적절한 해결 대신 냉전반공·경제의 논리가 그 자리를 어물쩍 대체
한 청구권협정은 기실 불충분한 데가 많고 불만족스러운 협정이다. 이는 많은 연구
들이 공유하는 인식으로 이를테면 오오타와 요시자와, 장박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60년대 회담 교섭과정을 세밀히 드러냈다. 특히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청구권자금 명목의 변화과정이었다. 주지하듯 한국정부는 애초 배상의 의미를 포함
한 것으로 간주한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그들이 주
장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경제협력이었다. 자금의 명목이 ‘배상’에서 
‘청구권’, 다시 ‘청구권 및 경제협력’6)으로 바뀌는 과정은 한일 양국이 식민지관계의 
청산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되었다. 다만 더 많은 논의들을 끌
어내기 위해서는 분석의 시공간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시간적으로는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정치회담(1962.11) 이후의 청구권교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졌듯 정치회담에서 양측은 유·무상자금의 액수와 같은 
청구권 해결대강에 합의했다. 자금의 명목을 불문에 부친 이른바 경제협력 방식이었
다. 때문에 정치회담은 으레 문제해결의 전기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도 
여기서 분석을 끝냈다. 그렇지만 교섭은 그 후로도 2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
의 細目교섭은 그간 별달리 주목 받지 못했지만 실상 청구권자금인지 아니면 경제협
력자금인지, 자금의 성격과도 연결된 논의를 엿볼 수 있다.7)
  회담은 청구권 단독명목을 관철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경제교류
를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자에 주목할 경우 김-오히라 회담은 문제의 한 귀
결이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반대로 경제관계가 본격화하는 기점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회담 이후 양국이 회담 안팎에서 수출신용의 일종인 자본재 延拂거래를 

리〉(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b), 위 책); 도시환, 2012〈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
점에 대한 재검토〉(도시환 외 공저《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1, 동북아역사재단); 장박
진, 2015〈개인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공저, 앞 책); 太
田修, 2016〈〈日韓財産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論を批判する〉(吉澤文寿 編《五〇年目の日
韓つながり直し : 日韓請求権協定から考える》東京 : 社会評論社).

6)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란 명칭 자체도 양국이 주장한 바를 나열한 것일 뿐, 극히 불완전한 
표현이다. 김종필-오히라 회담부터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양국은 유·무상자금의 명목을 명
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7) 세목교섭을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로 이이범, 2015〈대일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 협상에 
관한 연구〉《일본연구》23을 참고. 단 이 글은 몇몇 부분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세목교섭의 쟁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 그것을 생산물 종류 하나로 서술한 것이나 자금 
도입실적과 원화자금 확보에 대한 필자의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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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교류를 모색했던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 교섭을 가능케 한 것은 김-오
히라 ‘합의’라는 점, 그리고 역설적으로 ‘합의’의 허술한 구조가 교섭의 발목을 잡았
다는 점에서 청구권교섭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1950-60년대 한일회담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냉전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
고 양국 대립의 민낯을 마주봄으로써 회담의 역사성을 견지하고자 노력했다. 이 점
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문제의식과 서술기조에도 공감한다. 단 양국의 경제교섭
은 회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가 1965년을 계기로 일거에 사그라진 것도 
아니다. 이들은 교섭양상에 대한 분석을 1965년 이후로까지 확장해야 할 과제를 남
겼다.
  청구권자금에 관한 두 번째 부류로는 수교 후 자금의 집행양상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8) 이들은 대개 청구권자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녔다. 예컨대 박동철은 자금의 내용과 성격을 살
펴봄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과 구조, 한일경제관계의 형성과정까지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고, 조수종은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냉철히 돌아봐
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원의 문제의식도 비슷하다.
  이 연구들은 청구권자금을 검토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집행개요, 즉 연도별·분야별 
집행실적을 잘 정리했다. 또 일련의 통계자료를 통해 이를테면 무역 수출입구조나 
자본·경상수지 등의 측면에서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늠해볼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금은 양국 경제관계의 일부분일 뿐 그것이 전체를 설명해주
는 것은 아니다.9) 더욱 자금의 외형 분석은 정부가 이미 했던 작업이다.10) 이제는 
정부가 제시한 테두리를 넘어 어떤 차별적인 像을 제시할 수 있을지, 또 정부 설명

8) 박동철, 1995〈청구권협정1 – 한일 국교정상화와 청구권 자금〉(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
정을 다시 본다》경인문화사); 조수종, 1996〈대일청구권자금이 초기 한국경제의 발전에 미
친 영향〉《한국동서경제연구》7; 김정식, 2000〈대일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대외
경제연구》09; 조성원, 2015〈대일청구권자금과 한국 경제개발〉(김도형 외 공저《한일관계
사 1965-2015》2(경제), 역사공간). 김정식의 맥락은 약간 다르다. 김정식은 아시아 각국
과 한국에 지불된 청구권자금 규모 및 활용방법을 분석해 미래 북한이 받게 될 청구권자금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9) 청구권자금 5억$의 사용에 대한 평가가 같은 기간 한국에 들어온 일본자본 전체, 그리고 여
기에 무역을 포함한 경제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까지 다른 두 층위와 서로 같지 않다는 지적
도 같은 맥락이다. 배무기, 1976〈한일경협 10년의 결산〉《월간중앙》127쪽.

10) 경제기획원, 1976《청구권자금백서》. 청구권자금 사용실적에 관한 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책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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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틈은 없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단계이다.
  관련해 청구권자금의 도입과 집행을 분석한 정대훈의 연구는 단지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들의 공백을 일정 정도 메웠다.11) 매년
도 실시계획을 통해 집행상의 특징을 검출하려 한 것은 위에 언급한 차별적인 像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본고는 크게 두 지점에서 그의 주장과 생
각을 달리 한다.
  하나는 한국정부가 자금 집행의 자율성을 가졌다는 평가이다. 그는 자금을 포항제
철 건설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을 자율성으로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도 일부 
서술했듯이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자금 사용속도에 제동을 걸었고, 더욱 실시계획의 
내용에도 집요하다 할 만큼 관여했다. 이것은 반대로 한국정부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의 내용만이 
아닌,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대일교섭과정을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협정에 따르면 자금은 매년도 도입할 물자·용역의 종류·금액을 적은 실시계획에 따
라 집행된다. 실시계획은 한국정부가 작성해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도록 규
정했다. 그런데 양국이 첫 해 실시계획에 합의한 것은 1966년 4월 말일이었다. 비준
일(1965.12.18)로부터는 약 5개월, 협정 체결일(1965.6.22)부터 따지면 10개월 늦
었다. 이것은 회담이 타결된 뒤에도 자금집행의 앞길이 여전히 순탄치 않았음을 의
미한다.12)
  다른 하나는 포항제철로의 자금 전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는 
별개의 사업이었던 청구권자금과 포항제철의 결합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국정부의 
집념과 자율성이 촉매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자체는 틀리지 않은 지적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사용구상과 대조하면 약간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즉 처음 정부가 
자금을 농수산 및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주로 투입하고자 계획했었

11) 정대훈, 2011〈대일청구권자금의 도입과 포항제철의 건설〉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정대훈은 자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집행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여지가 비교
적 넓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종의 표본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정부가 ①자금을 사용하는 데 일정한 자율성을 가졌고, ②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도입 후반기 포항제철 건설에 청구권자금을 집중적
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2) “전후피해배상인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이 의도하는 자본을 도입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자
금사용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까다롭고 인색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당대의 비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상곤, 1969.10〈한일경협의 점검〉《아세아》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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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감안하면 자금 전용은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와 별개로 애초 구상으로부터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사용구상 확정과정을 다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후자, 즉 경제관계 일반을 다룬 연구들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큰 틀
에서 양국관계를 개관한 글들이 있다.13)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경제관계를 거시
적으로 조망하면서 시기구분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최상용은 해방 후 
1965년, 1965년부터 1980년대 중반 및 그 이후로 크게 삼분하고 각 국면의 흐름을 
좇았다. 두 번째 시기는 정부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양국 무역
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시기로 파악했다. 아베는 1960-70년대를 한 시기로 보고 
이어 1980년대부터는 약 10년 단위로 구분했다.
  선행 연구들의 시기구분에는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대개 1965년을 
분기점으로 본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1960-70년대 나아가 1980년대까지 냉전기 
전체를 하나의 시기로 묶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향은 한일관계에 대해 
금후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정치외
교와 별개로 적어도 경제관계에 관한 한 적절한 구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교 
전 교섭과정에서 이미 차관의 일종인 자본재 연불거래가 논의된다든지, 이후의 핵심 
쟁점인 무역 문제가 제기되었던 양상은 1965년 전후를 별개라기보다 연속적으로 봐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관련하여 위의 문제제기와 비슷하게, 수교와 관계‘정상화’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니
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사의 정당한 청산 여부와 별개로 경제관계만 
보더라도 미해결 현안이 여전히 산적했다. 오히려 1966년 3월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조세협정·공업소유권협정 등 한일협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
의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이 과정은 1965년 이전 못지않게 험난했다. 따라서 
국교정상화는 시점이 아닌 과정으로서, 적어도 1960년대 전체를 한 시기로 아우르는 
호흡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14)

13) 최상용·이원덕·이면우 공저, 1998《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손열, 2005〈한일
경제관계의 쟁점, 과제, 전망-정치경제적 관점〉(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앞 책); 
김도형, 2015〈한국 경제발전과 한일 경제관계의 전개〉(김도형 외 공저, 앞 책); 아베 마
코토, 2015〈일본의 대한 경제협력〉(김도형 외 공저, 같은 책). 한편 나가노는 식민지기 유
산,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 청구권자금과 포항제철 등 주요 주제별로 경제관계를 살펴보았
다. 永野愼一郞, 2009《상호 의존의 한일경제관계》이른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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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민간의 경제교류도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15) 기무라와 야나기마치는 공통적
으로 간사이 지방 일본 및 재일동포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日韓経済協会를 주목해 
대략의 활동양상을 정리했다. 류상영은 이 협회의 協会報 등을 활용해 일본 재계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재계가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선구적이
고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으며, 교류를 통해 경제발전 모델 및 정책이념 등에 대한 
공유와 학습이 이뤄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 시기 양국 경제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적극적인 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특히 한국 대자본의 내·외자 조달활동을 분석한 이정은의 최근 연구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는 ‘국가주도’ 산업화 시기, ‘민간’재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그로 인한 
관민 상호작용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주요 외자조달선의 하나였던 대일차관교섭양상
도 잘 보여준다. 다만 대자본의 활동이 외자에서 내자로 옮겨가는 구도에 초점을 맞
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관에서 투자로의 전이과정은 부각되지 않는다.16) 본고는 
정부교섭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에서 1960년대 후반 투자·분업 논의의 대두과정을 주
목하고 그 의미를 찾을 것이다. 정부/민간 논의의 시차도 지적하고자 한다.

14) 일본 중의원에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한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한일정상
화’ 노력은 이제부터”(《한국일보》1965.11.13)라고 평한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이다.

15) 木村昌人, 1989〈日本の対韓民間経済外交 - 国交正常化をめぐる関西財界の動き〉《国際政
治》92 : 東京; 류상영, 2003〈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간 경제외교
를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24(2); 柳町功, 2005〈전후 일한 경제관계 형성에 있
어서 양국 재계인의 역할〉《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6; 이정은, 2017〈박정희 정권 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과 금융기관 진출 연구(1960~1973년)〉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국의 공식·비공식 접촉채널과 인적관계, 그 유산에 주목한 연구들도 이 범주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희, 2002〈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일인맥'의 형성과 역할〉《역사문
제연구》9; 김웅기, 2008〈일본의 대한 '배상 비즈니스'를 둘러싼 한일 '만주인맥'의 결합과 
역할〉《정신문화연구》31(3); 안소영, 2011〈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한국정치외교사논총》33(1); 강상중·현무암 저, 이목 역, 
2012《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책과 함께, 등을 참고.

16) 한편 한일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포항제철 건설을 위시해 개별 산업 또는 특
정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많다. 류상영, 2011〈박정희 시대 한일경
제관계와 포항제철 :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일본연구논총》33; 최우
영, 2011〈한일국교정상화와 민간상업차관〉(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박정희 시대 한일관
계의 재조명》선인); 박영구, 2013〈1960년대 중반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사업을 둘러싼 한
국과 일본의 전략〉《한국과 국제정치》29(4); ―――, 2013,〈한국 종합제철 건설과 일
본〉《한국민족문화》47; 주익종, 2017〈한국 종합제철소 추진과정 재고-외자조달 문제를 
중심으로-〉《경제사학》65; 배석만, 2018〈1969년 포항제철 건설비 조달을 위한 한일 교
섭 과정과 박태준의 역할〉《경제사학》66; 김도형 외 공저, 2015, 앞 책에 실린 산업기술·
투자·인적 교류에 관한 여러 글들 및 기타 다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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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비교적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교류, 특히 한국정부의 대일경제협력정책을 보
다 깊이 파고든 연구들이 이뤄졌다.17) 이현진은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다룬 선
행 연구들이 경제 내부의 자체 모순이나 구조, 경제(협력)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
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한 채 다소 결과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
서 한일협정 체결 후에도 청구권자금 사용에 관한 경제협력 논의는 순탄하지 않았고, 
이견과 대립이 개발계획의 순조로운 진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협정 체결과 그 경제성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후의 경협 논의를 보다 세밀
히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또 그는 다수의 정부문서
를 적극 활용해 양국의 입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제기를 보
완하기 위해 분석범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청구권자금의 집행과정
이다. 그는 자금의 실시계획교섭을 선구적으로 분석했는데 이것을 계획에 합의한 후 
집행과정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의 맥락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무역 문제의 논의
과정이다. 그는 1960년대 후반 경제협력의 논리를 분석하면서 점차 지역안보의 맥락
을 포함한 정치적 차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적절한 분석이지만 이 
시기 경협의 논리 변화는 비단 정치안보적 성격의 개입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대일투자가 허용되고 장기적 안목에서 양국의 산업 이전·분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
는 변동을 겪었다. 1960년대 초에 등장한 무역불균형 교섭의 전개양상은 청구권과 
연계되었던 이 시기 ‘경제협력’의 성격과 맥락 변화를 조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와 관련해 넷째, 1970년 전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양국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이 있다.18) 경제적 측면에서는 1968년 ‘안보위기’ 이후의 이른바 안보경협관계에 대
17) 이현진, 2010〈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과정〉《사림》35; ―――, 

2011〈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위 책); 
―――, 2013〈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논의구조의 변화양상 - 정·재계 경제협력회
의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74;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2005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일본으로부터의 학습 : 1960-70년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일본비
평》12.

18) 尹德敏, 2001〈日米沖縄返還交涉と韓国外交〉慶應義塾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　博士論文; 빅
터 차, 김일영·문순보 역, 2004《적대적 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문학과지
성사; 木宮正史, 2008〈한국 외교의 동학: 1970년을 전후로 한 변화를 중심으로〉(장달중·
오코노기 마사오 외 공저, 앞 책); ―――, 2011〈박정희 정권과 한일관계 : 냉전인식을 둘
러싼 공감과 괴리 사이에서〉(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위 책); 倉田秀也, 2008〈한국의 국
방산업과 한미일관계: ‘한국조항’ 후의 안전보장관계의 재조정〉(장달중·오코노기 마사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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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이 눈에 띈다.19) 최경원은 간첩 침투와 같은 북한의 간접침략 및 1970-71
년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 지역적 연대감이 발생했고 이것이 
경협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이 관계가 
對美동맹에 좌우된 것이 아닌, 양국 자체의 정세분석과 정책공방·조정을 거쳐 형성되
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기를 한일관계의 일정한 변용 또는 심화 국면으로 
본다. 이들을 통해 관계가 정치적으로도 보다 깊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본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단 본고는 교
섭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제관계 자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즉 
경제 내적인 변화의 動因으로서 부실차관 문제의 분출과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외
자정책의 전환, 대일경제협력 구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1965년 이후 
경제관계의 질적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미야의 연구를 언급해두고자 한다.20) 위에서 경제교섭을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국면에서 대일경제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기미야는 한일회담이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된 것은 한국의 발전전략으로서 내포적 
공업화보다 수출지향형 공업화가 바람직하다는 미국의 냉전 인식을 양국이 수용했기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비교우위에 따른 한일분업체제 합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는 적절한 지적일 것이다. 단 합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과 그것이 정부 

공저, 위 책); 이완범, 2010〈1970년대 전반기 한ㆍ일 외교갈등〉(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현대 정치와 일본》2, 선인); 최희식, 2011〈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조양현, 2011〈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
일관계 : 오키나와(沖繩)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남기정, 2011〈중일국교
정상화와 한일관계 : 지연된 갈등〉(최희식·조양현·남기정 글은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위 
책에 수록); 劉仙姬, 2012《朴正熙の対日・対米外交》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19) 姜先姬, 2002〈韓国における日本の経済協力 -馬山輸出自由貿易地域を巡る日韓経済協力
-〉《現代社会文化硏究》23 : 新潟; 崔慶原, 2012.10〈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 分断体
制下の『安保危機』への対応，1968年〉《国際政治》170; ―――, 2014《冷戰期日韓安全保
障関係の形成》東京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鄭敬娥, 2015〈60年代後半の韓国の安保情勢と日
韓経済協力 - 1967～69年の日韓定期閣僚会議を中心に〉《大分大学教育福祉科学部研究紀
要》37(2) : 大分. 안보경협은 1980년대 전두환-나카소네 정권기의 양국관계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기실 이쪽이 一感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20) 기미야 다다시, 2008《박정희 정부의 선택》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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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실행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데는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섭과정을 지켜보면 분업 논의는 수교 직후부
터 시작된 것이 아닌, 서로의 요구를 두고 일정한 대치기간을 거친 후 1960년대 후
반부터 본격화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차와 그것의 역사적 의미가 분업체제라는 
귀결만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2. 논문의 구성과 자료

  본고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960년대 한국의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교섭
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청구권자금과 ②무역불균형, 두 현안을 둘러싼 정
부 차원의 교섭과정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청구권회담·협정에서 봉합하지 못했
던 경제관계 제 쟁점에 대한 동상이몽과 그로 인한 대립이 수교 전후 어떻게 반복되
고, 교섭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의 두 축은 청구권자금과 무역 문제이다. 그리고 이 둘을 포괄하기 위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란 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에 걸쳐 제공된 무상 3억$, 유상 2억$의 청구권자금은 회담 타결의 상징이다. 또 집
행과정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경제교섭의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러나 배상에 준하는 
특수한 성격의 자금으로 생각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것을 경제협력자금으로 규
정했다. 자금의 성격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던 만큼 사용절차를 규정하거나 집행
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다른 하나의 축인 ‘경제협력’에서는 무역, 더 구체적으로 양국의 무역불균형 개선 
교섭을 살펴볼 것이다. 사실 경제협력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무상 또는 증여의 성
격이 강한 자본·기술 이전을 일컫는 원조와 상업상의 직접투자 및 수출신용 등을 아
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경
제협력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흐름으로 취급하고 크게 정부 경협과 민간 경협으
로, 다시 증여와 차관, 해외투자자금과 수출신용 등으로 세분화했다.21) 일본정부도 
21) 국제경제연구원, 1977《국제경제 30년사》3(경제협력), 4, 15-16쪽. 더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2국 이상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통의 경제적 제 목적을 추구
하고자 협정 또는 기구를 통해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성태현, 1985〈한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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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랐다.22)
  본고가 경제협력의 일반적 용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무역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과 그 교섭은 청구권자금과 함께 중요한 경제 현안의 하나였다. 1965년 이후 양국은 
각료회의·무역회담 등 여러 층위의 회의체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제 현안을 다
뤘는데 그때마다 통상무역은 고정 의제였다. 청구권자금과 무역이 당대 경제관계의 
두 축이었던 자본거래와 通商거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은 대일교섭을 통해 궁극적
으로 양국 경제관계의 일단을 엿보고자 하는 본고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대신 또 다
른 현안이었던 상업차관은 필요에 따라 언급하고자 했다.
  둘째, 무역은 얼핏 경제협력과 별개로 생각되지만 무역을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청구권과 연결된 ‘경제협력’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
력’은 한일수교를 상징하는 일종의 화두였다.23)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강조가 두드
러졌다. 그렇지만 이때 ‘협력’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혹 ‘협력’의 외피를 쓴 ‘침략’은 
아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협력을 바라보는 여러 의혹과 곱지 않은 시선은 당
시에도 성행했다.24) 다시 말해 ‘경제협력’이란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당대 경제관
계의 성격을 담보하지 않는다.

제협력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7쪽.
22) 통산성은 자국 경제협력 실적을 정리하면서 정부간 경협은 무상제공(배상, 기술협력, 국제

기관에 대한 증여)과 유상대부, 민간 경협은 延拂신용과 해외투자로 각각 구분했다. 通商産
業省 編, 1966《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東京 : 通商産業調査会, 38-44쪽. 외무성도 비슷
하게 정부 경협은 증여(배상, 무상경제협력, 기술협력), 대부,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로, 민간 
경협은 연불과 직접투자,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로 구분했다.〈最近5年間の海外経済協力事業
の実績と昭和46年度計画〉(1971.2, 外務省 経済協力局)《일본원조정책관계자료》(국가기록
원 소장).

수교 즈음 한 민간단체 역시 경제협력의 종류로 배상(원조), 정부/민간 차관, 해외직접투자(주
식·채권 취득, 직접사업), 각종 기술협력을 들었다.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한일경제협
력의 방향과 그 배경》한국생산성본부.

23) 비준서 교환식에서 일본의 시이나 외상은 양국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선린우호관계
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의 우호적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결
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린의식에 입각한 한일 양국 
상호협력체제”의 강화를 주문했고, “침략이 아니라 협력”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이
익”을 요청했다.〈비준서 교환식전에서의 椎名대신의 인사〉(1965.12.18);〈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1965.12.18)《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5권(V.3 비준서 교환)》(외교사료관 소장), 387-389, 390-396쪽.

24) 예컨대 洪性囿, 1965.6〈協力か、侵蝕か〉《コリア評論》7(57); 유인호, 1973.11〈경제협
력인가, 경제원조인가〉《세대》11(124), 그 외에 수많은 글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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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과 그것이 매개한 경제관계의 실제를 한 걸음 물러서 비판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서는 무역불균형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어떤 교섭과정을 거치는지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처음 경협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논리로 등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변형을 
가하고자 했다. 즉 진정한 경협은 곧 균형무역이라는 논리를 들어 고질적인 무역역
조 시정으로 논의의 물꼬를 돌리고자 했다. 이는 곧 이때 제기된 무역 이슈를 청구
권 문제의 직간접적인 파생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한국정부의 관점에
서는 그랬다.
  수교 후의 구도는 또 다르다. 일본은 무역 문제해결에 대항하는 이슈, 즉 투자를 
위한 환경정비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일본이 소위 환경정비를 무역 확대균형의 선
행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양국은 거듭 팽팽히 맞섰다. 자연 불균형 개선은 지연되었다. 
이 두 번째 국면은 1960년대 후반 다시금 변화한다. 이때는 부실차관 문제의 대두로 
인한 외자정책 전환의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구조가 공업 중심으로 빠
르게 재편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산업분업으로 교섭의 중점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
처럼 균일하지 않았던 각 국면별 논의구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경제협력 교섭의 
특징을 음미하는 데 유익하다.25)
  맥락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이 작업은 곧 1960-70년대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 여부가 화두이자 논의의 초점이었던 당대 일련의 연구들과 차
별지점을 만들어준다.26) 주로 일본자본의 대한진출과정과 의도·구상 등에 집중했던 
선행 연구들은 종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떠나 한일관계를 일본 중심으로 매우 불균

25) 한 걸음 더 나가면 당대 경제협력의 국제적 맥락 또한 다양했다. 예컨대 경제 선진국 간의 
경협과 후진국 간의 경협이 달랐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운위된 경협 역시 같지 않았다. 
후자의 주된 범주는 후진국 개발과 소위 남북문제였다. 이창열, 1968《신국제경제론》법문
사, 386-388쪽. 경제발전수준이 현격히 달랐다는 점에서 한일경협은 후자에 속했다. 자연 
이를 세계적인 무역·자본 자유화 과정에서 남북문제의 일부로 확장해 읽을 여지도 있다. 한
국정부도 각료회의 등에서 무역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것이 남북문제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6) 주로 1990년대 이전 연구들로 김종현, 1972〈한일경제협력에 관한 연구〉《아세아연구》
47; 한일관계연구회, 1983〈60년대 한일경제관계의 구조〉(김성환·김정원·허버트 빅스 외
《1960년대》거름)(일본어 원문은 1975); 유인호, 1984《한일관계 100년의 현장》일월서
각; 안림, 1985《한국경제와 내외독점자본》성균관대학교출판부; 정도영, 1985〈한일경제관
계의 전개 : 1965-85〉《사회과학》24(1); 이해수, 1992〈한일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10; 전기호, 1997〈한국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대일종속화〉《경제연구》
13(1)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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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서술했다. 한국의 입장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자연 경제교섭·관계의 흐름도 
일방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않았다. ‘관계’임에도 양국의 상호작용을 찾아보기 어려
웠다. 본고는 양국이 각자의 관심사를 두고 밀고 당기며 줄다리기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주요한 시간적 범위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이다. 1960년을 분석의 기
점으로 삼는 것은 무엇보다 1960년 이후의 양국 경제관계는 이전과 달리 미국원조
가 매개하지 않는 보다 직접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
국은 한미일 삼각체제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한일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그
렇지만 관여의 범위는 분명 달랐다. 예컨대 1950년대 한일무역의 상당 부분은 미국
의 원조를 재원으로 했다. 때문에 한국이 몇 차례 대일무역을 중단했을 때 미국은 
제3자가 아닌, 자동적으로 이해당사자였다. 그에 비해 1960년대 청구권자금의 사용
이나 무역교섭의 양상은 말 그대로 한일 ‘양국’관계에 가깝다.
  청구권의 경우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정치적 타결방안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것
이 1960년부터라는 점에서 1950년대와 구분할 수 있다. 또 냉전기 내내 양국관계를 
뒷받침한 협력이란 논리의 등장도 1950년대와 중요한 차이이다. 무역불균형 개선 교
섭구도가 협력의 맥락을 전유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협력의 실체가 무엇인지와 
별개로 주목할 만하다. 다른 한편 1960년대는 무역규모면에서 대폭적인 확대경향을 
보이고, 자본거래 접촉면이 확대되는 등 경제관계의 양적·질적 변화가 수반된다. 요
컨대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1950년대와 구분
할 수 있다.
  분석의 종점으로 삼은 1970년 전후는 1966년부터 시작한 2차 경제개발계획이 목
표를 초과 달성하고, 수출주도 공업화정책이 자리를 잡는 등 경제 외형상 상당한 성
과가 있던 시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간 급속한 성장우선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낳음에 따라 경제구조 전환 등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자본거래
에서는 1960년대 중반 성황을 이뤘던 차관을 지나 점차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이 이 시점이다.27) 특히 수교 직후만 하더라도 일본의 투자는 불허하겠다는 것이 정
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대일관계에서 유독 두드
27) 참고로 해방 후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의 변화과정은 원조시대, 원조가 차관으로 

대체되어가는 시대, 원조의 종식과 더불어 차관 및 외국인투자가 대종을 점하는 시대로 구
분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 1982《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경제기획원 20년사》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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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다.28)
  청구권의 경우 자금 사용개시 후 한국정부의 최우선과제였던 조기사용 목표가 일
본정부의 거듭된 거부로 차츰 퇴색된다. 이것은 자금 사용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과 1969년 포항종합제철 건설로의 전용이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
로 자금 사용교섭의 분기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업화의 신장에 따라 양국의 장기 산
업분업·구조조정 논의가 중요해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투자 허용과 밀
접히 관련된 변화인 동시에 무역불균형의 즉각 개선 요구가 얼마간 무뎌지고, 후순
위로 밀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1960년대 초, 한국이 제기했던 경제협력의 내용과 목
표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협력’을 매개로 시작된 1960년대 경제교섭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우선 前史로서 해방 후 1950년대, 청구권 문제의 등장과 양국 무역관
계양상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이어 1960년부터 1970년까지를 크게 세 시기로 구
분해 국면별로 청구권자금과 무역관계 교섭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 二장은 수교 전, 1960년부터 1965년까지를 범위로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경제협력의 논리에 따라 양국이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과정을 볼 것이다. 
김종필과 오히라의 ‘합의’는 자금의 명목에 대한 이견은 그대로 둔 채 금액만을 해결
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합의’는 청구권 문제를 ‘봉합’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여전
히 대립이 계속되었음을 세목교섭과 자본재 연불교섭, 두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무역관계에서는 한국이 경제협력의 맥락에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를 끌어들
이는 과정이 관전 대상이다.
  三장의 대상 시기는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이다. 여기서는 먼저 각종 교류채널을 
간략히 개관한 후 한국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계획, 초년도 집행을 위한 교섭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이 작성한 실시계획의 총액과 내용이 교섭을 통해 수정되는 
양상, 실시계획 합의 후 집행과정에서 불거진 제 문제점들을 주요 논점으로 한다. 무
역관계의 경우 불균형 개선 요구에 맞서 일본이 공업소유권과 조세협정, 이른바 ‘환
경정비’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쟁점이 확대되고 정작 개선 논의는 공전하는 양상을 

28) 예를 들어 1965년 12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는 청구권자금의 교섭경위를 설
명하면서 “일본의 직접 및 합작투자는 향후 3년간 받을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전혀 고려
의 대상 아니다. 어떠한 경우도 직접투자만은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96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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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四장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를 분석 범위로 한다. 청구권자금 교섭은 
한국정부가 초기부터 줄곧 고수했던 조기사용 목표가 관철되지 못하는 과정에 초점
을 둘 것이다. 무역관계는 한국경제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비’ 이슈들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반면 무역불균형 개선 과제는 거듭 지연된 엇갈린 
희비를 조명할 것이다. 그 연장에서 한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경제협력 구상
이 점차 부상하였고, 이것은 곧 정부의 교섭전략에서 무역불균형 문제의 상대적인 
비중 저하와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고가 목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청구권회담·협정에서 
일단을 드러냈던 양국 경제교섭의 양상을 1960년대 전체로 확장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대립·갈등이 1965년에 봉합된 것이 아닌, 그 이후에도 거듭되었음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일협정에서 파생한 1960년대 양국 경제관
계가 ‘역사적’인, 또는 역사적 맥락이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케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1960년대를 아우르는 본고의 시각은 현대한일관계의 시기구분에 대해 새로
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1965년을 분기로 보는 시각이 일
반적이고 학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65년 전후를 아우르는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경향을 지양하고, 냉전기 양국 경제관계가 본격적
으로 시작해 일단락되는 하나의 국면이라는 관점에서 1960년대를 조명해보고자 한
다. 학계를 중심으로 소위 ‘1965년 체제’라는 개념과 인식이 통용되는 바, 적어도 경
제면에서는 ‘1960년대 체제’라는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국면별 경제협력, 즉 무역 교섭의 성격과 전개양상을 통해 이 시기 대일경제관계
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도 본고의 목표이다. 수교 후 5년여의 교섭을 통해 일
본의 요구사항들은 해결되어갔다. 이것은 양국 산업의 합작 또는 분업 논의를 가능
케 한 배경이 된 반면 무역불균형 문제는 의연히 지속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
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관련하여 ‘지연’된 국교‘정상화’란 관점을 제기해보고
자 한다. 1965년 협정 체결이 국교를 미처 다 ‘정상화’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지연’되
었는지, 지금은 정상화되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1960년대 양국 경제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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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사료로는 양국의 정부문서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각각 100여 권의 자료집으로 공간된 한일회담문서이다.29) 
한국에서는 일제 피해자들의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약 35,000장의 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되었다. 외교문서 공개를 요
구하는 움직임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도 2007년부터 공개가 시작되었다. 자료
집에는 당시까지 공개된 60,000여 장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단 한국과 달리 일본의 
한일회담문서들은 전체가 공개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공개된 것들 중에는 일본 
외무성의 분류에 따라 먹줄로 지운 부분공개 문서들도 있다.
  이들은 1951년 예비회담부터 1965년 7차 회담까지, 또 청구권은 물론 재일한인 
법적지위와 어업·문화재·선박·기본관계 등 회담의 모든 쟁점과 교섭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일회담 연구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다. 본고에서
는 청구권회담에 관한 문서 위주로 주로 2장 논지의 틀을 만드는 데 크게 의지했다. 
한국문서의 경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작업한 5권의 해제집을 참고할 수 있
다.30) 일본의 경우 별도의 해제집은 없다. 단 공개된 일본문서 중에는 엄격히 볼 때 
1차 사료가 아닌, 한일협정 체결 후 외무성이 원 사료와 담당자 인터뷰 등을 수합해 
각 시기별·의제별로 교섭과정을 정리한 일종의 자체 교섭사가 있다. 일본에서 한일관
계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하는 이동준이 최근 이 자료를 편역해 참고가 된다.31)
  두 번째는 한일 외교부/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외교문서들이다. 양국 공히 자
국 기록관리법에 따라 매년 일정기간이 지난 외교문서들을 심사를 거쳐 공개하고 있
다. 현재 1980년대 후반 문서들까지 공개되었다. 한국은 마이크로필름·피시 자료로 
열람할 수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문서 형태 그대로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불편하다. 한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연도별 외교문서해제집을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교 이후를 다루는 3-4장에서 주로 활용했다. 특히 각료회의·
무역회담과 같은 양국의 교섭·협상의 개요·내막을 확인하는 데 요긴하며 굵직한 주제
들은 양쪽 문서가 대체로 남아 있어 비교 확인하기에 좋다.
  세 번째로 한국 국가기록원의 정부 문서들을 활용했다. 본고는 주로 3장의 청구권

29)《한일회담 청구권 관련문서》1-94(한국학술정보, 2004);《韓日會談 日本外交文書》
1-103(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2010).

30)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2008《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1-5, 동북아역사재단.
31) 이동준 편역, 2015《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일본 외무성 편)》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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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교섭 논지를 만드는 데 의지했다. 청구권자금의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 작성과 
협의, 집행과정상의 교섭은 외교사료관의 문서들만으로는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경제부처, 특히 자금 구상과 집행을 주관했던 경제기획원의 소관
이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자체 문서는 물론 기획원과 일본 현지의 청구권사절단 
사이에 오간 전문도 대개 이쪽 문서들에서 확인된다.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들은 
정부가 간행한 책자32)의 원본 자료들로 향후 청구권자금 집행을 전면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섭렵할 필요가 있다. 이상 세 부류의 정부문서들을 인용할 
때는 문서제목과 수록된 사료철명을 표기하였다(기관별 등록번호 등은 참고문헌에서 
제시). 그 외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신문과 잡지기사, 정부간행물 등을 요긴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32) 경제기획원, 1976,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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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960년 이전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무역관계

1. 해방 후 청구권 문제의 등장과 1950년대 청구권회담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전쟁이 끝났다. 동시에 한국은 1910년 이래 
지속되었던 식민통치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만세 
소리가 가득했다.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35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이었다.1) 한일회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대일재산청구권(Property Claims) 
문제는 바로 이 경제적 피해보상의 맥락에서 출발했다.
  일본·일본인들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들이 한반도에 남
겨둔 재산, 즉 敵産 또는 귀속재산의 처리를 두고 처음 구체화했다. 남한에 주둔한 
미 24군단과 군정은 진주 즉시 군정법령 2호(1945.9.25)를 통해 일본의 국·공유 재
산을 접수했다. 그러나 법령 33호(1945.12.6)를 공표하기까지 약 3개월간 사유재산
의 양도·매매는 가능했던 것이 혼란을 야기했다. 또 군정은 관재령 8호(1946.12.31)
를 통해 적산의 관리·감독권을 미국인들에게 넘겼고, 이어 일부를 민간에 불하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처에 한국인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적산은 독립된 한국 국가건설
의 경제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싹텄다.2) 전쟁피해자단체 및 전재동포들의 
보상 요구도 여기에 합류했다.
  각계에서 분출하는 대일배상 요구를 민족적·국가적 차원에서 결집하고자 한 것은 
남한과도정부였다. 과도정부는 1947년 8월, 대일배상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어 재무부 산하 대일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이론 연구 및 자료조사가 시작
되었다. 검토 끝에 과도정부는 1948년 4월까지 총액 약 411억円으로 요구액을 집계
했다. 여기에는 일본을 징벌하기 위한 보복이나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배상으로서
가 아닌 식민지지배가 가져온 피해회복 차원의 요구라는 논리가 담겼는데, 이것은 
1) 이것은 개념상 식민통치 자체의 책임, 즉 식민지책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식민

지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永原陽子 編, 
2009《植民地責任論》東京 : 青木書店 참고.

2) 대일배상요구의 기원으로서 적산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주, 2015〈해방 직후 적산처리 논
쟁과 대일배상요구의 출발〉《한국근현대사연구》72 참고. 이러한 생각은 나아가 일본의 산
업시설 반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1946년 5월, 폴리 사절단 방한 시 상공회의소
의 호소. 김국태 역, 1984《해방 3년과 미국》1, 돌베개, 310-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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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일배상정책의 전환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이자 한국인들의 여론을 명확히 반
영한 것이었다.3)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가 과도정부의 준비 작업을 이어받았다. 1949년 2월, 기획처 
산하에 조직된 대일배상청구위원회(또는 심의회)가 조사활동을 주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3월에는 지금·지은·서적·미술품 및 골동품·선박 등 현물배상을 담은 대일배
상요구조서(이하 조서) 1부를, 9월에는 채권과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 일반배상을 담은 2부를 완성했다. 총액은 약 315억円으로 
해방 당시의 환율(1$=15円)을 적용하면 24억 7,676만여$였다.4) 조서를 통해 해방 
후 한국인들의 배상·보상 요구가 한 데 모였다.5)
  배상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로 준비 중이었던 연합국의 대일
강화조약에 참여해야 했다. 주지하듯 종전 직후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은 일본의 재군
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47년 이후 냉전의 그늘이 짙어지
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처음의 배상방침은 완
전히 허물어졌다. 이른바 무배상정책이자 역코스(reverse course)의 일부였다. 강화
조약에서 미국은 배상요구를 포기했고, 대부분의 참여국들도 미국을 따랐다.
  한국은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배제되는 보다 원천적인 곤경에 처했다. 1947년 8월, 
남한 입법의원은 트루먼(H. Truman)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강화조약 참여
를 요청했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수립 약 한 달 후의 시정연설에서 같은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다. 1949년에는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무초(J. Muccio) 주한
미국대사는 그 해 11월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고, 
그의 의견을 청취한 국무부 역시 조약 초안에 한국을 서명국으로 포함시켰다. 단 그 
이유는 공산주의에 대한 보루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반공의 논리를 앞세운 
것이었다.6)

3) 과도정부의 배상요구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한일교섭 - 청구권문제 연구》선인, 54-63쪽.

4) 박진희, 2008《한일회담 –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선인, 52-55쪽. 조
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오타 오사무, 2008, 위 책, 70-78쪽 참고.

5) 비록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대일배상의 논리 가운데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식민통치의 불법성, 즉 병합조약이 법적으로 무효라
는 인식에 근거한 것도 있었다. 장박진, 2009《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 한일회담이라는 역설》논형, 252쪽.

6) 金太基, 1996〈戰後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東京 : 一橋大学大学院　 法學博士學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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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반전되어 한국이 서명국에서 탈락한 것은 1951년이었다. 강화조약 미 수석
고문으로 임명된 덜레스(J. Dulles)는 1월, 관대한 내용의 7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소위 ‘덜레스 초안’을 들고 관계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4월의 덜레스-요시다(吉田茂) 회담이었다. 여기서 요시다 총리는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었으므로 연합국, 즉 서명국이 될 수 없으며 더욱 연합국 지위 부여 시 재일조
선인들에게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5월의 미영 합동회의 과정에서 영국 역시 한국을 서명국으로 참여시키는 데 반대했
다. 결국 7월의 미영 합동초안에서 한국은 서명국에 포함되지 못했다.7)
  강화조약 참여가 불발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그 
하나는 일본이 모든 재한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미군정 처분의 인정). 
이것은 초안 4조에서 당해 지역과 일본의 재산청구권은 상호 협의(특별협정)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점했던 귀속
재산 문제를 양자협의에 맡긴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민주성을 말살당할 지
도 모른다고 우려하기에 충분했다.8) 또 2조 영토 규정과 관련해 대마도·파랑도·독도
의 포기(한국 귀속), 9조 어업 규정 관련 한일 양국의 어획수역을 명백히 할 것(맥
아더라인의 존속)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2조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이 스스로 철회했다. 위치 정보조차 제
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파랑도는 물론 결과적으로 독도도 조약문에 명기되지 못했
다.9) 9조의 경우 미국은 맥아더라인 유지를 거부하면서 양국 어업협정을 통해 해결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의 요청이 유일하게 수용된 것은 청구권 문제였다. 미군정
이 행한 재한일본인재산 처리의 효력을 일본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4조 b에 추가되었
다. 단 미국은 군정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은 양국 협의를 통해 해결

653-654쪽; 김태기, 1997〈제1차 한일회담의 배경과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입장〉한국정치
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3-4쪽.

7) 박진희, 2008, 앞 책, 63-73쪽. 3월 말, 미 국무부의 1차 초안을 전달 받은 한국정부는 뒤
늦게 5월에서야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미국의 입장이 불참으로 기운 뒤
였다.

8) 1951년 7월 19일, 외교사절단 파견에 대한 국회 긴급동의안. 박진희, 2008, 위 책, 74-77
쪽;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101-102쪽.

9) 일본이 포기할 한반도 지역 가운데 독도가 빠진 것은 이후 일본이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
장하는 현대적 근거가 된다. 이 문제의 현대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정병준, 2010《독도 
1947 :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관계》돌베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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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4조

(a) 2조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일본국·국민의 재산 및 당해 지역 시정당국·주민에 
대한 청구권과 이들 시정당국·주민의 재일재산 및 일본국·국민에 대한 청구권의 처
리는 일본과 이들 당국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b) 일본은 2조 및 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따라 행
해진 일본국·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

9조 일본은 공해상에서 어로의 규제 또는 제한 및 어업보존과 발전을 규정할 2국간 및 
다국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희망하는 연합국과 신속히 교섭을 개시하도록 한다.

12조
(a) 일본은 각 연합국과 무역·해운, 기타 통상관계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기초 위
에 두기 위해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신속히 개시할 용의가 있음
을 선언한다.

21조 25조의 규정에도 불구, 한국은 조약의 2조, 4조, 9조 및 12조의 이익을 향유할 권
리를 가진다.

해야 한다고 해 일본의 소위 대한역청구권 주장의 불씨를 남겼다.10)

표 1-1. 대일강화조약 한국 관련조항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양국의 특수한 과거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배상
(Reparation)이나 보상(Compensation)이 아닌, 청구권(claim)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
했다는 것이다. 법률용어로서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채무관계에서 사용된
다. 강화조약은 청구권 처리를 양국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했을 뿐 청구권의 의
미·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식민지지배 또는 전쟁으로 인한 손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결여된 개념이었다.11)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지배 성격을 공백으로 남긴 강화조약의 한계이기도 했다. 청구권의 주체를 확
실히 하지 못해 상호 다툼의 여지가 남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12)
  강화조약에 참여치 못하게 되면서 식민지관계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의 해결은 양
자회담으로 넘겨야 했다. 각각 4조와 9조에 규정된 청구권과 어업, 그 자체 과거사의 
상징인 60여만 명에 달하는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처우 문제가 그것이었다. 또 광의

10) 강화조약의 발효일인 1952년 4월 29일, 미국이 한국정부에 전달한 문서에서 이 같은 입장
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희, 2008, 앞 책, 79-80쪽.

11)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104쪽.
12) 장박진은 강화조약의 역사 논리를 통해 한국 관련조항의 공백이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박진, 2009, 앞 책, 218-23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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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권으로 볼 수도 있는 선박 및 문화재 반환, 새로운 국가관계 설정도 한일회
담의 과제였다. 1965년 이후까지 확장해보면 현행 무역·재정·해운 잠정협정을 개정
하는 것 역시 주요한 숙제의 하나였다.
  한국정부는 1951년 6월 말부터 한일회담 개최를 모색했다. 이승만은 주일대표부
(이하 대표부)에게 연합군최고사령부(GHQ/SCAP)13)와 접촉할 것을 지시했고, 
SCAP도 회담 주선방안을 마련했다. 단 이때 미국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
게 규정할 것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었다. 애초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조정 제안을 수
락하고 準조정자 역할을 계획했으나, 시볼드(W. Sebald)를 위시한 SCAP의 반대에 
따라 결국 옵서버 자격의 참관으로 제한했다. 의제로는 우선 재일조선인 문제를 합
의했고, 한국의 희망에 따라 청구권과 어업·선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14)
  1951년 10월 20일부터 도쿄에서 시작된 예비회담에서 양국은 처음부터 대립했다. 
미국을 의식해 마주 앉았을 뿐 일본을 제대로 된 대화상대로 인정할 마음이 크지 않
았던 한국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던 일본의 대화가 제대로 오가기
는 어려웠다. 더욱 회담에 임하는 기본자세, 즉 과거사 청산에 대한 생각도 서로 딴
판이었다.15) 연말까지 계속된 10여 차례의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의제(외교관계 수
립(기본관계)·청구권·어업·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합의했다.16)
  1952년 2월에 시작된 1차 회담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립이 뚜렷하
게 표출되었다. 즉 한국 대표단은 고서적·미술품·골동품·기타 국보 및 지도원판과 지
금·지은의 반환, 1945년 8월 9일 현재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채무 변제 등 
8항목을 요구했던 반면(표 1-2), 일본은 청구권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
일청구권만을 전제했던 한국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었다. 일 대표단은 나
아가 강화조약 4조 b의 해석에 대해서도 미군정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 것일 뿐 재한
13) GHQ/SCAP(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타케마

에 에이지 저, 송병권 역, 2011《GHQ》평사리.
14) 박진희, 2008, 앞 책, 99-107쪽.
15) 개회식 당일, 수석대표 양유찬의 개회사(‘이제 화해하자’)와 이에 대한 일본수석대표 이구

치(井口貞夫)의 반발(‘무엇을 화해하자는 것인지’)이 인식의 상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6)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선박의 경우 예비회담 중 개별회담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진희, 2008, 앞 책, 113-122쪽 참고. 전자의 경우 이들의 국적을 비롯해 영주권과 내국민 
대우, 강제퇴거, 재산반입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논의의 저변에는 이들을 일반 외국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과거 즉 식민지기 도일한 역사적 배경을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신재준, 2012〈한일회담 시기 한국 정부의 재일한인 재산반입 정책
의 변화〉《한국사론》58, 431-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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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미술품·골동품·기타 국보 및 지도원판과 지금·지은의 반환.
2 1945년 8월 9일 현재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채계정 변제.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金員의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 반환.
5 한국 국민(법인 포함)의 일본국·국민(법인 포함)에 대한 (국)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및 기타 청구권.
6 한국 국민(법인 포함)이 갖고 있는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
7 상기 제 재산 또는 청구권에 의해 발생되는 과실의 반환.
8 상기 반환 및 변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되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재산에 대한 본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한국 측을 아연실색케 했
다.17)
  
표 1-2. 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청구권 8항목(1952.2.20)

출전 : 이동준 편역, 2015《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삼인, 129-130쪽.
# 6항의 기타 청구권으로는 일본 국채·지방채·정부보증사채·정부기관사채, 일본은행권·정부지
폐, 일본은행에 대한 조선은행의 대월금·입체금, 전쟁 중 한인 전몰자 조위금 및 유가족 위자료, 
상병자 위자료 및 원호금, 피징용자 미수금 및 위자료, 공무원 은급, 귀환한 한인의 예탁금, 생
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미경과 보험료, 재한 금융기관의 대일 외환 미결제분, 조
선식량영단의 곡물 수출대금 미수금과 기타 청산금 등.
  
  일본정부가 회담 벽두에 대한청구권을 들고 나온 것은 패전 후 한반도에서 귀환한 
자국인들의 사유재산 보상운동을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한국의 대일
청구권과 상쇄하거나 적어도 대폭적인 양보를 끌어내는 동시 문제해결을 늦추기 위
한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었다.18) 또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정부의 강화조약 해석 요
청에 대해 미 국무부는 군정의 처분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협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
하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19) 때문에 청구권교섭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회
담 개시 약 두 달 만에 중단되었다.
  1950년대 청구권교섭은 사실상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전쟁 정전이 임박
17) 이동준 편역, 2015《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삼인, 128-132쪽. 일본은 이미 예비회

담에서도 역청구권에 해당하는 주장을 한 바 있었다. 즉 5차 회의(1951.10.30)에서 일 대표
단은 강화조약 4조 b에 명기된 미군정 처분에 대해 자국과 합의된 것이 아니며 이는 국제법
을 무시한 것, 한국전쟁으로 인한 자국인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취지
의 문서를 제출했다. 장박진, 2009, 앞 책, 258-259쪽.

18) 외무성은 한국과 경제적 재결합이 가능해질 때까지 타결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오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접근방식을 1960년대 표면화하는 ‘경제협력’ 방식의 원형이라
고 보았다.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125-126쪽.

19) 박진희, 2008, 앞 책,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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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열린 2차 회담(1953.4)은 별다른 논의 없이 단기에 종결되었고, 같은 해 10
월의 3차 회담에서는 소위 구보타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회담이 1957년까지 중단되
는 계기가 되었다. 구보타(久保田貫一郎)는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가 한국에게 도움
이 되었다는 것을 비롯해 한국이 강화조약 발효 전에 독립한 것과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을 몰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마지막은 역청구권 주장
이었다. 기실 이것은 구보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본정부 나아가 당시 일본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했다.20)
  발언을 둘러싸고 양국의 취소/불가 입장이 맞선 가운데 회담은 장시일 중단되었다. 
이 기간 양국은 어업(평화선과 일본어선 나포)과 오무라수용소 억류자 석방 문제로 
강경히 대립했다. 또 하토야마(鳩山一郎) 정권의 대공산권 유화정책 및 그 기간부터 
싹트기 시작한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는 양국의 잠재적 화약고이자 이승만 정권의 반
일주의·정책의 촉매 역할을 했다. 1957년 기시(岸信介) 정권에서 억류자 상호 석방
에 합의하고,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면서 4차 회담은 이듬 해 가까스로 재개되었다. 
그렇지만 대한청구권이 대일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이견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청구권과 그것에 개재한 양국 역사인식의 대
립은 고스란히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옮겨갔다.

20) 구보타 발언은 외무성과 대장성이 작성한 일련의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高崎宗司 저, 
김영진 역, 1998《검증 한일회담》청수서원, 72쪽. 단 한일회담이 결렬이 장기화되면서 11
월에 오카자키(岡崎勝男) 외상은 이것은 개인 의견일 뿐 일본정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진희, 2008, 위 책, 184쪽.



27

2. 양국 무역의 단절과 재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패전국 및 그 식민지에 대한 
점령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는 GHQ/SCAP이 진주했고, 해방된 한반도
에도 남북 각각 미소 군대가 들어왔다. 서울에는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소속 24군단
이 주둔했다. 군정은 한국의 독립을 다시금 유보했다.
  초기 미국 대일점령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요소를 일소하는 
것, 즉 민주화였다(SWNCC 150/4/a, 1945.9.21). 경제적으로는 일본 군사력의 기초
를 파괴하고 평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선 모든 수출입 무역과 외환금융
거래를 통제하고자 했다. 또 일본의 재외재산을 접수했고, 본토에서도 평화 경제에 
불필요한 물자·설비의 반출을 계획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루먼 대통
령의 특사 폴리(E. Pauley)가 1946년 7월까지 두 번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을 시찰
하기도 했다.21)
  일본의 대외경제활동 통제는 곧 식민지기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였던 한일경제관계
의 단절을 의미했다. 한국 점령행정에 대한 최초의 기본지령인 SWNCC 
176/8(1945.10.13)에서 미국은 정치·행정은 물론 사회경제·재정 제 방면에서 한일 
양국을 분리하고, 한국의 완전한 자유 획득을 목표로 제시했다.22) 경제적으로는 일
본 통치의 흔적을 일체 제거하고, 대일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의 함양을 중
시했다. 한일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전전 일본의 해체작업인 동시 한국을 경제적으
로 자립케 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23)
  미 24군단은 군정 설치 직후 담화를 발표해 군정의 허가 없는 통화유통 및 일체의 
대외교류를 금지한다고 언명했다. 이어 법령 39호(1946.1.3)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
운 대외무역과 재산의 반출·반입을 정식으로 금지했다. 군정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

21) 폴리 배상사절단에 대해서는 송병권, 2011〈미군정기 폴리 배상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사학연구》102 참고.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은 岡野鑑記, 1958《日本
賠償論》東京 : 東洋経済新報社 등을 참고.

22) 정용욱, 2003《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출판부, 121-122쪽.
23) 미국정부 내부에서 한일경제 분리 구상은 1942년경부터 등장했다. 예컨대 국무부 특별조

사부 극동반 보튼(H. Borton)의 보고서(T-317). 송병권, 2010〈미국의 전후 한일 간 경제
분리정책의 형성과 변용〉《한국근현대사연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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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 대일수출 총수입 대일수입
1942 944,722 752,287 (79.6%) 1,491,155 1,374,476 (92.2%)
1943 913,668 512,907 (56.1%) 1,544,257 1,135,699 (73.5%)
1944 919,602 728,830 (79.3%) 955,895 769,179 (80.5%)
1945 70,898 - 122,170 -
1946 47,100 8,874 (18.8%) 168,406 8,054 (4.8%)
1947 1,111,133 - 2,088,125 10,361 (5.0%)
1948 7,195,747 1,094,636 (15.2%) 8,857,457 461,583 (5.2%)

1 2 3 4 5 계
수출 홍콩

(71.8%)
일본

(13.3%)
미국

(5.7%)
중국

(5.2%)
유럽

(4.1%) 8,306,880

수입 유럽
(20.9%)*

중국
(17.2%)

미국
(15.6%)

홍콩
(14.1%)

아시아
(10.2%)** 10,945,582

무역을 대외무역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24) 무역정책의 목표는 필요한 물자를 확보
하는 동시 유출을 방지하고(특히 미곡), 수입 초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함
으로써 점령행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대일 의존적 무역구조를 개선하
고자 했다.25)
  엄격한 통제정책에 따라 대일 민간무역은 마카오·홍콩을 경유한 일부 중계무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단되었다. 정부무역은 군정의 긴급물자수급계획에 따른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GARIOA) 물자 도입이 대종을 이뤘다.26) 이에 따라 1945년 이전까지 
대체로 수출입 모두 70%를 상회했던 일본과의 무역 비중은 10% 내외로 급락했다
(표 1-3). 대신 그 자리는 주로 홍콩과 중국·유럽·미국 등이 차지했다(표 1-4).

표 1-3. 1942-48년, 연간 수출입 및 대일수출입 추이 (단위 : 1,000원)

출전 : 한국은행 조사부, 1949《경제연감 1949》, ‘수출입액의 추이’, 자료는 재무부 세관국.
# 수출입은 금·은을 제외한 화물에 한정. 대일수출입의 ()는 총액 대비 비중.

표 1-4. 1947-48년, 주요 수출입 상대국 (단위 : 1,000원)

출전 : 한국은행 조사부, 1949《경제연감 1949》, ‘國別 輸出入品額高表’, 자료는 재무부 세관
24) 미군정은 5월에도 법령 82호(대외무역규칙, 1946.5.17)를 통해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대근, 2002《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삼성경제연구소, 123쪽. 한편 동아시아 각지 귀
환자의 재산반출·입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것은 해방 후 귀국을 준비하고 있던 재일조선인
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비교적 일찍 도일해 일본에 일정한 생활기반을 가졌던 사람
들에게는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었다. 신재준, 2012, 앞 논문, 425쪽.

25) 李鍾元, 1993〈前後米国の極東政策と韓国の脫植民地化〉《近代日本と植民地 8 : アジアの
冷戰と脫植民地化》東京 : 岩波書店.

26) 차철욱, 2004〈이승만정권기 한일통상협정과 무역구조〉《역사와 경계》50.



29

국.
* 영국·프랑스·서독 제외. ** 영국령 해협 식민지(British Strait Settlements).
# 원 자료의 1947-48년도 수출입액을 합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

  한일관계의 분리를 목표로 한 정책 지향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1946년 2월, 국무
부 정보조사국(OIR)은 보고서에서 건전한 대외무역을 재건하는 것이 전후 한국의 최
대과제라고 단정하고, 종래 일본에 치우쳤던 무역거래지역을 점차 아시아로 전환-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군정 경제고문이었던 번스(A. Bunce) 역시 웨드
마이어 사절단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일본 또는 기타 외국의 경
제적 지배에 놓일 위험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27)
  단 분리 이후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미국정부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았다. 대한기본정책에 따라 한국에서 일정한 자립화·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했
던 번스 등 민간관료들과 달리 군정 주류를 이룬 군부, 그리고 워싱턴의 육군부는 
장기적인 공업정책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번스 등은 이러한 대응이 한국 공업
의 초기부흥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경공업 중심의 일련의 공업화계획은 육군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했다.28)
  1947년은 세계적으로 냉전구도가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국공내
전의 전황 및 소련과의 대립이 미국의 대일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동아시아 
반공 자유진영의 핵심으로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경제의 재건을 위해 원료공급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아시아 제국을 상
호 연결시키려는 구상도 이러한 변화의 일단이었다. 제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었다. 이
러한 흐름에서 한일경제교류의 재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싹텄다.29)
  1948년 4월, 미국은 한국의 5·10 총선과 단독정부 수립을 앞두고 정치경제 안정
27) 전자는〈Preliminary Survey of Korea’s Foreign Trade〉(1946.2), 후자는〈The Present 

Economic Status of South Korea〉(1947.8). 李鍾元, 1993, 앞 논문.
28) 李鍾元, 1993, 위 논문. 국무부 대한경제사절단 단장으로 처음 한국에 부임한 번스는 미소

공위 대표단에 참가하는 등 정치고문으로도 활동했다. 그와 함께 군정 노동고문 미챔(S. 
Meacham) 등이 추진했던 사회경제적 개혁정책은 군정의 중간파정책과 밀접히 연결된다. 이
에 대해서는 정용욱, 2003, 앞 책, Ⅲ부 참고.

29) 예컨대 육군부 요청으로 한일 경제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존스톤 위원회 보고서
(1948.4)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현진, 2013〈해방 이후 미국의 한일경제
관계 구상〉《이화사학연구》47, 280-281쪽. 좀 더 올라가면 1947년 1월, 갓 부임한 마셜
(G. Marshall) 국무부장관이 애치슨에게 한국경제를 일본과 연결시키는 문제를 연구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 정용욱, 2003, 위 책,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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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고자 경제·군사원조의 지속 방침을 결정했다(NSC 8). 8월에는 대한경제원
조 책임을 육군부에서 ECA로 이전하라는 트루먼의 지시에 따라 주한ECA사절단이 
편성되었다(사절단장 번스). 이때 육군부가 극동지역 원조의 조정 문제를 제기하면
서 대한경제원조계획을 두고 ECA와 육군부·국무부 등 관련부처가 논전을 벌였다.
  육군부는 일본 부흥의 경제적 배후지로 한국을 주목하고 그에 따른 양국 경제통합
을 구상했다. 대한원조물자의 대일조달은 통합의 구체적 방법이었다. 이에 대해 ECA
는 한국의 반발과 공산 측의 선전 등 정치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ECA는 
반공 보루로서 한국의 정치적·심리적 중요성과 함께 정치경제적 안정화 경향을 강조
하는 입장이었다. 육군부의 비판과 ECA 논리를 절충한 국무부 보고서는 한일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우선 양국이 독립된 발전계획 하에 가능한 빨리 자립해야 
한다고 정리했다.30) 일단 별개의 경제단위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었지만 원조를 매개
로 한일경제관계의 결합을 촉진한다는 구상은 점점 강해졌다.
  1948년 8월, 한국정부의 수립은 양국 교역의 전기가 되었다. 그간 양국 간에는 최
소한의 국영무역이 전개되었으나 이제 교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SCAP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했다. 군정은 물론 SCAP도 한일무역협정 체결을 종용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정부 주요 요인들도 
한일무역 재개에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범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발표한 정부
시정방침연설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 대일무역 개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구체적
인 형태로는 ‘주로 수산과 광산물을 수출하고, 국내 산업재건에 극히 필요한 석탄과 
기계, 기타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계획’을 밝혔다.31) 아울러 밀무역을 방지하고 교포
재산을 반입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32)
  정부가 한일무역 재개를 공식 발표한 것은 같은 해 10월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도쿄에서 맥아더(D. MacArthur) 사령관과 회담한 후 양국 통상관계를 규정하기 위

30)〈Korean-Japanese Economic Relation〉(1950.4). 이현진, 2013, 위 논문, 286-289쪽. 
이현진에 따르면 ECA의 논리는 미국의 개입을 통한 공산화 방지와 경제발전, 나아가 북한
체제의 붕괴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인 봉쇄정책이다. ECA 대한원조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대
해서는 이현진, 2009《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혜안, 81-110쪽 참고. 이종
원도 한국에 대한 고려는 원료공급지 및 시장이라는 전형적인 배후지로서 경제적 가치를 주
목했던 동남아시아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李鍾元, 1993, 앞 논문.

31) 太田修, 1999〈大韓民國樹立と日本-日韓通商交渉の分析を中心に〉《朝鮮學報》173 : 天
理, 4-5쪽.

32) 한국은행 조사부, 1949《경제연감 1949》, ‘한일통상’ 항목.



31

1949년(1) 1949년(2) 1950년 1951년*
일정 3.10-22 10.5-14 3.27-4.10 3.22-31
참가 한국, ECA, SCAP 한국, ECA, SCAP, 

일본 통상감(참관)
한국, ECA, SCAP, 

일본(옵서버)
한국, ECA, SCAP, 

일본
회담
내용 무역·금융 무역·금융·선박 무역·금융·해운 무역·금융
무역
계획

수출 2,929.4만$
수입 4,868.7만$

수출 935.5만$
수입 2,550만$

수출 1,600만$
수입 3,200만$

기타 4.1 발효 12.28 SCAP 승인 6.8 조인
(4.1 소급적용)

해 SCAP과 교섭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11월 말부터 협정 체결 준비에 나섰다. 무
역(통상)협정은 정부와 ECA, SCAP의 협의 끝에 1949년 3월에 체결되었다. 1년 기
한의 협정은 무역계획을 수정해 1950년 6월, 재차 조인되었고, 일본의 독립을 앞둔 
1952년 3월에는 각서 교환을 통해 강화조약 발효 또는 양국이 새로운 무역계획에 
동의할 때까지 연장되었다. 아울러 재정(금융)협정이 체결되었다.33) 두 협정 모두 
잠정협정의 형태였다.

표 1-5. 1949-51년, 한일무역협상 경과

출전 : 차철욱, 2004〈이승만정권기 한일통상협정과 무역구조〉《역사와 경계》50.
* 1952-53년에는 별도의 회담 없이 각각 1년 연장을 문서로 합의. 이후에는 적당한 절차 없이 
기존 통상협정을 계속 적용.

  1950년대 양국 무역거래의 법적 기반이 된 두 협정은 무역형태를 정부 및 정부허
가 민간무역으로 규정했다. 눈여겨 볼 것은 첫째, 결제방식이다. 재정협정은 달러 표
시 청산계정을 일본은행에 설치하고, 양국의 모든 무역거래를 이 계정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것은 매월 말 계정 잔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방식인데 200만$까지 스윙, 
일종의 외상한도를 인정했다. 즉 수출입 차액이 200만$를 초과할 때 초과분을 지불
(청산)하되, 한국의 대일수출 총액이 250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단 그 경우에도 차액이 500만$를 넘을 때는 500만$ 초과분을 현
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둘째, 무역계획이다. 협정은 물품 및 역무의 매매에 관한 1년 단위의 무역계획을 

33)「대한민국과 점령 하 일본 간의 무역협정」(1950.4.1, 일본 제1132호).「대한민국과 점령 
하 일본 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1950.4.1, 일본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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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다. 1951년 이후 계획에 규정된 대일수출입액은 각 1,600만$와 3,200만$였
다. 계획의 목표는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외려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협
정에 따르면 양국은 적어도 계획금액만큼은 수출입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을 
할당해야 했다. 단 무역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으며 더욱 구속력을 가지
는 것은 아니었다.
  무역결제방식으로 청산계정이 채택된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무역협상의 근
본 목적은 달러 부족을 해결하면서 공업화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히 수급하는 것이었
다. 동시에 한일 모두 자국의 수출은 가능한 늘리면서 수입은 억제하고자 했다. 때문
에 1949년 1차 협상 시 한국은 대일 수출달러로 구매하고, ECA 원조자금을 사용한 
수입은 가급적 줄이고자 했다. 반면 SCAP(일본)은 대한수출대금은 ECA 자금으로 
결제 받고자 했다. 원자재와 설비 등 수입수요가 많았던 한국은 수출입을 연동시켜 
외환의 추가 부담 없이 가급적 수출 범위에서 수입하고자 한 것이었고, 반대로 대한
수입수요가 적은 일본은 단순한 현금(달러) 결제를 원했던 것이다.
  SCAP은 이를 위해 대한수입품목을 긴급도에 따라 1류와 2류로 구분했다. 즉 수요
가 많은 미곡과 광산물은 1류로 구분하고 달러로 결제하는 반면 긴요하지 않은 수산
물은 2류로 구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했다. 한국 역시 대일수입품목을 1-2류로 구
분했는데, 1류 달러 지불은 동일하지만 2류는 일종의 물물교환인 에스크로우와 백투
백 방식을 제안했다.34) 이처럼 결제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한 데다 한국의 
정부보유달러 부족과 ECA 자금의 미승인 등이 겹쳐 무역거래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했다.35)
  3차 협상에서 일본이 제안해 관철된 청산계정은 2류의 결제방식이었다. 일정한 한

34) 에스크로우(escrow): 수출대금은 수출지역에서 수입하는 데 사용. 백투백(back to back): 
구상무역의 일종. 일본의 A 상인이 한국 B 상인에게 수출 시 수출량만큼 수입해야 하는 결
제방식.

대일수출에서 1류품은 미곡, 흑연, 무연탄, 형석, 고철, 가마니, 2류품은 김과 멸치였다. 대일수
입에서 1류품은 석탄, 자동차 부분품, 금속공업기계, 공장 및 설비, 시멘트, 직물, 화학제품, 
기계, 2류품은 화학약품과 제분기계였다. 太田修, 1999, 앞 논문, 10쪽.

35) 청산계정방식은 일본이 달러가 부족했던 전후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1951년 6월 현재 
일본이 쌍무협정을 체결한 23개국 중 14개국과 이 방식을 채택했다. 단 일본은 한국전쟁 특
수 이후 달러 결제의 폭을 넓혔고, 한국에 대해서도 스윙한도를 낮추려 한다든지 현금결제
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959년 말까지 이 방식을 유지한 것은 한국과 더불어 그리
스·대만이 유일했다. 무역협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차철욱, 2004, 앞 논문, 40-48쪽, 太田修, 
1999, 위 논문,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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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수출액 대일수출액

(총수출 대비) 수입액 대일수입액
(총수입 대비)

대일수출입
비율

49 112.67 18.18(16.1%) 147.39 19.10(13.0%) 1 : 1.05
50 325.73 245.85(75.5%) 52.13 36.01(69.1%) 1 : 0.15
51 459.14 383.60(83.5%) 1,218.27 886.42(72.8%) 1 : 2.31

도의 외상거래를 인정함으로써 달러가 부족해도 무역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절충적인 성격을 가졌다.36) 나아가 이 방식은 정부무역(1류)에 
비해 긴급도가 낮은 민간무역에 통용되는 것으로, 한일 양국 모두 민간무역이 점증
하는 상황을 반영했다.37) 한편 이 과정에서 일본이 대한수입을 억제하고자 했던 것
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38)
  무역·재정협정의 체결로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양국 무역이 재개되었다. 규모면에서 
꾸준한 성장·안정 추세를 보이는 1960년 이후와 비교하면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지만 
대일수출입은 1949년 각각 약 1,800만圜과 1,900만圜에서 1959년 1,270만$와 
3,240만$까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표 1-6, 1954년 이후는 부록 1).39) 주요 
거래품목은 수출의 경우 식료품과 광산물을 위시한 1차산품, 수입은 섬유류·기계·비
료 등 공업품이었다.

표 1-6. 1949-53년, 연간 수출입 및 대일수출입 추이 (단위 : 100만圜)

36) 한국 측에서는 이 방식이 일본의 대한수입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규정
에 따르면 스윙 초과액을 결제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250만$ 이상의 대한수입이 필요
하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무역협회는 “일본 측은 불리하고 한국 측에 유리한 것”으로, 한국
은행은 “불균형에 입각하는 한일무역을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특별한 고려를 표시하는 것”
으로 평했다. 정진성, 2005〈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6권, 
135쪽.

37) 한국정부는 1949년 11월, 민간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외환경매를 처음 실시했고, 일본에
서는 1950년 1월부터 수입이 완전한 민간무역으로 이행되었다. 이것은 1949년 8월경부터 
일본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스털링(sterling)지역의 통화(파운드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차철욱, 2004, 앞 논문, 44쪽.

38) 수산물, 특히 김이 대표적이다. 1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통치
하면서 공업 발달을 제한했으며 특히 수산물은 그들이 실시한 해산물생산정책의 유산이므로 
도의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구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 경우 관련 종사자가 근 30만 
명이나 되며 역시 식민지기 일본의 김 생산 장려시책 등을 설명한 끝에 겨우 2류에 포함시
킬 것을 고려한다는 답을 얻었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을 가능한 억제하고자 했다. 한국은행 
조사부, 1949, 앞 책, ‘한일통상’ 항목.

39)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1월 이전의 공정환율은 달러당 25圜, 1953년 12월 이전까지는 
60圜, 이후는 180圜이었다. 같은 기간 시장환율은 61圜(1950.12)에서 387圜(1953.12)이었
다. 최상오, 2002〈1950년대 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한국경제연구》9,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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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949.64 1,053.91(54.1%) 7,044.19 4,169.27(59.2%) 1 : 3.96
53 3,987.20 1,496.99(37.5%) 22,370.18 10,665.60(47.7%) 1 : 7.12

출전 : 한국은행 조사부, 1955《경제연감 1955》, ‘주요국별 수출입액’, 자료는 재무부 세관국.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은 크게 셋이다. 우선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 공식통계 등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 무역정책의 기조는 수입
할당제로 대표되는 통제정책이었다. 정부는 국내 생산품이나 사치품은 수입을 금지
하고 그 외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분기·반기별 수입수량을 책정했다. 이것은 국내 산
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물자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경우 민간에서
는 무역계획 밖에서 비공식적 물자조달을 꾀하기 마련이었다.40)
  밀무역은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일관계에서 성행했다. 한국에서는 부산·여수 
등 남해안의 주요 도시, 일본에서는 대마도가 중심이 된 대일밀무역은 전체 밀무역
의 약 70%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1954년 밀무역 
적발 건수는 6천여 건에 10억 2천만圜에 달했는데, 당시 검거비율은 일반적으로 
10-20% 정도로 여겨졌다.41) 위의 표 1-6에서 같은 해 대일수출입 계가 약 122억
圜였던 것과 비교하면 밀무역의 규모가 정상무역과 견줘도 상당한 정도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밀무역 규정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위 보따리상들의 대마도 무역을 밀무역으로 규정하고 단속
했지만, 일본은 대마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1955년부터 이것을 정식
무역으로 취급했다.42)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밀무역을 방조한다고 생각했고, 단속 
협조 문제는 1960년대까지 이어져 양국 무역관계 회합에서 의제의 하나로 등장하곤 
했다.
  둘째, 양국 무역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태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처음 한일무역
협상을 시작할 때 양국 무역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미 측만이 아니었다. 한국 역시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것은 식민지기 동일 경제권이었던 역사적 유산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1949년 통상협정 체결 직후 외무부 통상국은 보도자료를 통
40) 차철욱, 2010〈1950년대 한국-일본의 밀무역 구조와 상품〉《역사와 경계》74, 221-222

쪽.
41) 차철욱, 2010, 위 논문, 229, 234쪽.
42) 차철욱, 2010, 위 논문,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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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여기서 정부는 식민지 하의 한일경제관계는 일
본이 한국자원을 수탈한 것이자 일본 국내의 중요공업시설을 한국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해방 후 원료의 수입이 중지되는 등 경제가 극히 어려워진 상
황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대일통상을 재개해 필요한 자재와 부분품을 수입하고, 기
존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43)
  한 연구자는 이것을 식민지 역사의 연속성이 반영된 한국정부의 한일경제‘재결합’ 
구상이라고 보았다.44)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필요에 따른 무역거래의 재개’라
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처럼 대일무역에 적극적인 입장이 지속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발발과 맞물려 미국의 일본중시정책이 현저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이후 대일무역에 경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일종의 
대일 종속론을 제기하며 대일수입 규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45) 이것은 아래에서 보
듯 대일무역 역조 및 미국원조의 대일조달과 관련 있었다.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무역협상에서 한국 측은 일본이 식민지기에 한국을 강제적으
로 원료 및 식료품 공급지화한 역사를 거론하며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국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 내에는 무역적자를 대일배상과 상
쇄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었다.46) 실제 1960년대 청구권회담에서 양국이 무상자금에 
청산계정 잔액을 포함키로 합의한 것을 떠올리면 이 구상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고 볼 수도 있다. 또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대일수출 증대를 식민지기 피해보상의 일
종으로 생각했거나 적어도 이것을 교섭논리로 활용하고자 한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음 장들에서 보듯 1960년대 무역교섭으로 이어지는 논리이기도 했
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거듭되는 고질적인 수출입 역조현상이 이때부터 나타났다
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역계획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대일무역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역조비율 역시 규모와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지만, 1950년
과 1955-56년을 제외하면 이 시기 대체로 1:2에서 5의 비율을 나타냈다. 청산계정

43)〈대일통상협정의 발족〉(1949.5.4)(국사편찬위원회 편, 2009《한국경제정책자료》1, 
1948.8-1949.12).

44) 太田修, 1999, 앞 논문, 39-40쪽. 그의 분석에 동의한다. 단 ‘경제 재결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어떤 형태의 재결합 구상인지까지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5) 太田修, 1999, 위 논문, 25-30쪽.
46) 太田修, 1999, 위 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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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 51 52 53
월 12 12 3 6 9 12 3 6 9 12

한국 0.5 5 4 4 5 6 6 15 24 31
년 54 55 56 57 58 59 60
월 12 12 12 12 12 12 12

한국 47 47 46 47 46 44 45

은 한국정부가 초과액 결제를 미루면서 1951년에 이미 500만$에 달했고, 1954년 
이후에는 4,600만$선에서 고정되었다(표 1-7).

표 1-7. 1950년대 대일청산계정 잔고 (단위 : 100만$)

출전 : 차철욱, 2006〈1950년대 한일무역 중단의 정치적 성격〉《부대사학》30.

  무역역조는 국내적·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요인이 없지 않았다. 식민지기 일본 경제
권에 편입되었다가 떨어져 나온 데다 남북 분할-분단이 겹치면서 당장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취약함을 면하기 어려웠다. 재건을 위해서는 원자재·시설자재 등의 수입이 
절실했다. 반면 일본은 일부 광물 외에는 수입 수요가 크지 않았고, 더욱 한국의 유
력한 대일수출품목인 수산물은 수입을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심각하
게 생각한 것은 일본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입통제조치였다.
  일본은 자국 외환사정 및 수입의 긴요도에 따라 자동승인품목 외에 품목별 수입금
액을 정하는 사전할당제도 등의 방식으로 물자 수입을 규제했다. 한국전쟁 특수로 
외환사정이 나아지면서 점차 자동승인제도를 확대해갔지만 여전히 규제가 심했다. 
이 같은 수입정책은 한국에도 적용되었는데, 특히 무연탄·흑연·고령토·김·은행초·선어 
등 주요 대일수출품목이 할당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출을 제한 받았다. 반대로 자국의 
대한수출품목인 비료·소맥분·인견사 등에 대해서는 체크·프라이스를 적용해 통상의 
수출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기도 했다.47) 또 다음 장에서 보듯 평화선 및 어선 나포
에 대한 보복조치로 어선 수출도 금지했다.
  무역계획의 연간 수출입 목표가 유명무실화하고 역조가 누적되면서 정부도 대응방
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우선 1952년 1월, 청산지역 즉 일본 이외 지역의 수출을 촉
진한다는 수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3/4분기까지 일본과 기타지역 광산물 및 

47) 체크·프라이스란 해외시장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경우 자본의 해외도피 또는 덤핑 수출
의 우려 있는 상품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는 floor price라고도 한다.《동아일보》
1953.8.9; 차철욱, 2006, 앞 논문, 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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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출계획 비율을 각각 조정했다(전자는 4.7:5.3에서 2.9:7.1, 후자는 6.2:3.8에
서 3.9:6.1).48)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과 함께 더 직접적인 수입억제조치도 동원했다. 
1954년 3월, 특별외화대부에 의한 대일수입 신용장 개설허가를 일시 중단한 데 이어 
4월, 상공부장관 담화를 통해 호혜평등원칙과 수지균형을 대일교역의 기본방침으로 
한다고 발표했다.49) 대일수출달러에 의한 대일수입만 허가한다는 일종의 수출입 링
크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 노력을 더 큰 힘으로 무력화한 것은 미국의 원조조정정책이었
다. 한국전쟁 이후 아이젠하워(D. Eisenhower) 정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
역 경제통합을 한층 절박한 과제로 인식했다. 대한원조는 한일경제통합을 앞당길 촉
매이자 단기적으로는 전쟁특수를 대체할 일본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여겨졌다. 이 같
은 구상은 대한원조를 한국 자신의 공업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 한국
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원조물자의 조달지역과 구매권, 나아가 대한
원조의 운용방침을 둘러싸고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내내 미국과 대립했지만 미국
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못했다.50)
  정부는 일본과 정치적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하나의 대항수단으로서 교역중단을 단
행했다. 1955년, 하토야마 정권이 일중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공산진영에 유화적 자세
를 취했을 때와 1959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귀국운동(북송)이 일어났을 때가 그랬
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원조가 이 시기 정부·민간 수입재원의 약 70-80%를 점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최
저가격조건을 내세워 원조자금의 대일구매를 고집하는 한 정부의 교역중단조처는 상
징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허장성세에 불과했다.51)
  요컨대 해방과 함께 분리되었던 한일경제·무역관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통합구상 속에서 무역·재정 잠정협정을 근거로 부분적이나마 재개되었다. 
다만 관계의 내용은 자본거래가 빠진 무역으로 한정되었고, 주로 미국원조가 양자를 
이어주는 끈이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와 달랐다. 이후는 관계의 범위가 자본거래로 
확대되고 이 시기에 움텄던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교섭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48) 정진성, 2005, 앞 논문, 138쪽.
49)《동아일보》1954.3.21.《경향신문》1954.4.11.
50) 한국전쟁 이후 대한원조를 둘러싼 한미 논의양상에 대해서는 이현진, 2009, 앞 책, 4장과 

李鍾元, 1996《東アジア冷戰と韓米日関係》東京 : 東京大学出版会, 3장 참고.
51) 신재준, 2016〈1959년 이승만 정부의 대일통상중단조치와 미국〉《역사비평》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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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960년대 후반에는 양국의 산업분업 문제가 보다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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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합의 이후의 청구권 문제와 무역 
논의의 합류 (1960-65년)

  한일 국교수립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로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던 청구권 문
제는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大平正芳) 외상의 정치회담에서 
타결의 가닥을 잡았다(1절). 그러나 청구권인지 경제협력인지, 자금의 명목을 비워두
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권의 역사적 의미를 사장해버린 이들의 불완전한 합
의는 기실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한일회담이 아직 한창 진
행 중이던 이 시기에도 유·무상자금의 細目교섭과 자본재 延拂교섭상의 대립으로 불
거졌다(2절).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진정한 경제협력은 곧 균형무역’이라는 
논리로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교섭 쟁점에 합류했다는 사실이다(3절).

1.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해결

  일본의 식민통치, 나아가 전쟁 수행에 동원한 한국의 피해보상 또는 배상 요구는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거치며 민사 및 재정상의 채권채무관계를 의미하는 
청구권으로 축소-압축되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일본이 對韓역청구권을 제기하면서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교착-소강상태에 빠졌던 문제가 해결
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1960년대 등장한 이른바 ‘협력’의 논리였다.
  그것은 멀게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일관계회복에 대한 강한 요구의 영
향을 받았다. 즉 1961년에 집권한 미 케네디(J. Kennedy)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는 
누적된 채무를 줄이기 위한 달러 방위정책이었고, 그 연장에서 상호안전보장법
(MSA)을 대신해 새로 대외원조법(FAA, 1961.9)을 제정했다. 대외원조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 이 법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명확한 구분 및 후자 중심의 원조계
획, 원조에서 차관방식으로 전환,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의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1)
  케네디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아시아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중시하고 그것이 군
1) 국제경제연구원, 1977《국제경제 30년사》3(경제협력), 국제경제연구소, 32쪽; 재무부·한국

산업은행, 1993《한국외자도입 30년사》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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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수단보다 외려 더 효과적인 공산주의 봉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와 달랐다. 이 같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주도한 것은 로스토우(W. Rostow)를 위
시한 일군의 학자·관료 집단이었다. 이들은 저개발국 각각의 정치사회·역사적 배경과 
현실, 즉 특수성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용인하고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
회개혁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개발처(AID)를 설치해 제3세계 국가들의 경
제개발계획 입안·실행을 적극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2)
  이에 따라 군사원조 중심의 ‘안정’에 방점을 두었던 대한경제정책도 ‘성장’을 유도
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미
국의 대응을 촉구한 주한미경제사절단(USOM) 부단장 팔리(H. Farley)의 보고서가 
하나의 계기였다.3) 직후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한국긴급대응팀(Korea Task Force)
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미국은 군사정부의 1차 경제개발계획에 개입해 수출주
도형 보완계획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4)
  한편 케네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했다. 최초의 대일정책 기본문서는 ‘對韓 대규모 경제원조 장려’를 명시했다.5) 더욱 
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을 확대하던 상황에서 한일국교수립은 미국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었다. 러스크(D. Rusk) 국무부장관은 NSC에서 자국이 한일관계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고, 매카나기(W. McConaughy) 주한미
국대사 역시 離韓보고에서 같은 취지의 방침을 건의했다.6)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불개입이었지만 물밑에서는 국무부와 서울·도쿄의 대사관을 
중심으로 관여의 폭을 점차 넓혀나갔다.
2) 박태균, 2007《원형과 변용》서울대학교출판부, 135-154쪽; 홍석률·박태균·정창현, 2018

《한국현대사》2, 푸른역사, 112쪽. 아이젠하워(D. Eisenhower) 정권의 뉴룩을 비판하며 등
장한 근대화론과 그에 따른 미국 저개발국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태균, 2007, 위 책, 2
장 참고.

3)〈팔리 보고서〉(1961.3.15)(국가기록원 편, 2006《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 1961~1963
(상)》).

4) 박태균, 2007, 앞 책, 257쪽. 1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이 책의 4
장 3절 참고.

5) 이종원, 1995〈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아세아문화사), 46-49쪽. 케네디 정부의 대일정책 슬로건은 ‘대등한 파
트너관계’(equal partnership)였다.

6)〈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1961.4.11); FRUS 
1961-63, Vol. ⅩⅩⅡ, China;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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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우선 양국 모
두 비슷한 시기에 정권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1960년 7월, 안보투쟁으로 기시(岸
信介) 총리가 사임한 후 이케다(池田勇人)가 새로 내각을 조직했고, 한국에서는 4월
혁명으로 과도정부를 거쳐 장면 민주당정권이 집권했다. 이어 불과 1년이 못 되어 
1961년, 5·16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등장했다. 국내정치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를 중시했다.
  이케다 정권이 표방한 것은 ‘저자세’와 ‘소득배증’으로 집약되는 경제중시정책이었
다. 앞선 정권의 퇴진을 반면교사 삼아 혁신세력의 반대를 야기할 외교현안은 본질
적으로 매우 신중히 취급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애초 ‘제2의 안보투쟁 재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다소 소극적이었다.7) 단 대미협조를 외교상의 기본원칙으로 했
기 때문에 한국 문제에 대한 이해 조율의 여지는 있었다.8)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여건이 한일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 시
기 일본경제는 1958년 전후의 짧은 숨고르기를 제외하면 1950년대 중반부터 1960
년대 초까지 각각 건국 이래 미증유라는 神武경기 및 그것을 능가했다는 岩戶경기를 
거쳤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범위에서 움직이는 ‘성장률 순환’ 단계에 진입했고, 한
국전쟁 특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자립’을 실현했다. ‘더 이상 
전후가 아니’라는 익히 알려진 선언이 나온 것도 이때였다.
  단 외화 축적이 불충분해 주기적으로 성장의 한계 또는 ‘외화의 천장’에 부딪쳤다. 
즉 수출·설비투자의 증대로 호황국면에 진입하면 수입이 급증하고 국제수지가 악화
되는 패턴이었다. 일본정부는 선제적 긴축금융으로 외화보유고를 조절하는 경기정책
(‘stop and go’)을 반복했다.9) 재계는 이를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고, 
자연 인접한 한국과 국교 수립 및 경제교류에 관심을 가졌다.10) 주로 간사이지방 재
7) 이종원, 1995, 앞 논문, 50쪽; 이원덕, 1996《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서울대학교출판부, 133쪽.
8) 이원덕, 1996, 위 책. 이에 앞서 1960년 1월, 미일안보조약에서 케네디-이케다의 전임자인 

아이젠하워-기시는 양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시는 직후 캐나다 방문에
서도 자국이 후진국 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언명했다. 한국사회도 미국의 저개발국 
원조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 변화 조짐을 예민하게 주시했다.〈미일 신협정의 조
인〉(1960.3)《사상계》80.

9) 다케다 하루히토 저, 최우영 역, 2013《고도성장》어문학사, 101-104쪽. 吉澤文寿, 2015
《戦後日韓関係 : 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東京 : クレイン.

10) 木村昌人, 1989〈日本の対韓民間経済外交 - 国交正常化をめぐる関西財界の動き〉《国際政
治》92, 東京, 117-118쪽. 이 시기 일본의 여러 잡지에서도 이 같은 관심(부정적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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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재일동포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일한경제협회는 한국경제를 조사·연구하고 수
차에 걸쳐 경제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민간 경제교류를 주도했다.11)
  정치적으로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자민당 우파 
그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한정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12) 이들의 논리
는 한국이 잘못되면 극동 자유진영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이른바 부산赤旗론 또는 반
공防壁론이었다. 이들이 자민당 이시이(石井光次郎) 부총재를 중심으로 1961년 4월, 
당내 설치한 일한문제간담회는 첫 모임에서 적극적인 대한경제원조 방침을 확인했
다.13)
  일본정부도 점차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갔다. 1961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케
다·고사카(小坂善太郎)-케네디·러스크 회담에서는 한국문제도 거론되었는데 특히 이
케다가 먼저 나서 대한수교의 결단의사를 나타냈다. 또 그는 반공체제 수호를 위해 
경제원조를 할 용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단 원조 문제는 수교 전에 자국이 
먼저 말을 꺼낼 시 오히려 한국이 반발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이 계기나 실마리를 마
련해주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다.14)
  4월혁명 이후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취했던 강경일변도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
적 시각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 외교의 기본은 국력이며 “협박과 공갈로서 통하는 것
이 아”닌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15) 그에 따

포함)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小木曽功 外,〈特輯 : 滑り出す日韓経済協力〉(1962.3)
《エコノミスト》40(12)(東京 : 毎日新聞社); 〈日韓経済協力の問題点〉(1963.10)《朝鮮研
究月報》22(東京 : 日本朝鮮研究所); 中保与作,〈日韓経済協力の進路 - 忘れてならない対日
警戒心〉(1964.1)《世界週報》45(3)(東京 : 時事通信社); 小木曽功,〈日韓経済協力と韓国経
済再建〉(1964.9)《コリア評論》6(48)(東京 : コリア評論社);〈日韓経済協力の思想 - 日本
の潮〉(1964.10)《世界》226(東京 : 岩波書店) 등.

일본경제가 무역·외환 자유화를 통해 개방체제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무
역외환자유화계획(1960.6)을 통해 몇몇 중요한 외환자유화 조치가 실시·결정되었고, 무역자
유화율은 1960년 4월 기준  40%에서 1964년에는 93%까지 상승했다. 다케다 하루히토, 
2013, 앞 책, 152-154쪽.

11) 일한경제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위 木村昌人(1989)의 논문 및 日韓経済協会 編, 1991
《日韓経済協会 30年史》東京 참고. 한국경제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한국 경제계도 양국 경
협에 적극 참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2001《전경련 40년사》.

12) 기시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김동조, 1986《회상 30년 한일회담》중앙일보사, 214쪽.
13)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한일교섭 - 청구권문제 연구》선인, 

215쪽.
14) 이러한 발언은 한일관계에 적극적인 집단의 여론을 수용한 것이었고, 동시에 대미경제교섭

상 하나의 협상수단의 의미도 있었다. 이원덕, 1996, 위 책, 135-136쪽.
15)《동아일보》(1959.2.17). 예컨대〈미묘해지는 한·일·미관계〉(1960.5)《사상계》82;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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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선 북송 국면에서 중단되었던 한일무역이 재개되었다. 과도정부의 전택보 상공
부장관은 한일통상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언명했다.16) 후임 
오정수 장관 역시 외교와 교역은 분리해서 취급한다는 원칙을 밝혔고, 6월에는 쌀 3
만 톤의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17)
  나아가 새로운 정부들은 대일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과도
정부는 5개 시정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정상화’를 가장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들
었고, 서로의 이해 증진을 돕고자 일본 신문기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
다.18) 7·29총선 후 장면 총리는 민의원 취임연설에서 한일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말했
다.19) 이 같은 협력 분위기는 같은 해 9월, 일본 각료로는 처음으로 고사카 외상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군사정부 역시 한일회담을 재개해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20)
  더욱이 장면 정부와 군사정부는 대내적으로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군사정부에게는 쿠데타의 정당성이 걸린 문제였다. 이때 
1950년대 한국경제를 떠받쳤던 미국의 원조는 195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
다. 수출을 늘린다든지 그것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은 1950년대 후
반부터 널리 퍼졌다.21) 미국원조를 전망하고 대비책을 모색하는 것은 “조야의 식자
들의 절실한 관심사”였다.22) 외자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23) 자연 

〈한일회담에 제의한다〉(1960.10)《사상계》87. 필자들은 이전 정부의 대외 행보는 “형세
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주장은 “감정적, 
과학적 데이터가 미비”했고 “논리에 조리가 없었고 냉정을 결여”했기에 그러한 대일외교는 
“새 외교담당자들에 의하여 일소”되어야 할 것으로 비판했다.

16)《동아일보》1960.5.1. 1954년 이후 사실상 금지되었던 일반외환에 의한 교역 허용방침도 
표명되었다. 한국정부는 1961년 2월, 외환에 의한 대일수입제한을 폐지했다고 알렸다. 이동
준 편역, 2015《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삼인, 447-448쪽.

17)《동아일보》1960.6.4;《경향신문》1960.6.24. 쌀 수출 문제는 원래 북송 국면인 1959년 
말에서 1960년 초, 억류어부 석방 문제와 교환 형식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이동준 편역, 
2015, 앞 책, 334-336쪽.

18)《조선일보》1960.5.3.
19)《동아일보》1960.8.28.
20)《경향신문》1961.6.29.
21)〈외자를 끌어오자면〉(1959.7)《사상계》72;〈외원 삭감의 영향과 대책〉(1959.12)《사상

계》77; 고승제〈전환기에 선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1960.2)《사상계》79; 부완혁〈경
제원조의 반성〉(1960.7)《사상계》84.

22) 부완혁〈미 대한원조의 맹점 – 미국의 대한원조사(상)〉(1960.11)《사상계》88.
23) 우용해(경제기획원 외자도입국장), 1962.1〈외자도입은 왜 서둘러야 하는가〉《비지네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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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국 배상액(100만$) 연평균공여액(100만$) 공여기간
버마 200.0 20.0 10년(1955-65)

필리핀 550.0 25.0(앞 10년) / 30.0(뒤 10년) 20년(1956-76)
인도네시아 223.08* 20.0(앞 11년) / 3.08(마지막 해) 12년(1958-70)
남베트남 39.0 10.0(앞 3년) / 4.5(뒤 2년) 5년(1960-65)

계 1,012.08

한일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시각이 대두했다.
  정부기자단 회견에서 장면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 외의 자유국가와도 상호 협조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협조 제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국경제에 “有
助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4) “성의 있고 조건 없는 경제원조라면 제안을 검토 후 수락”하겠다고도 했
다.25) 군정은 쿠데타 직후 최덕신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파견해 경제협력을 모색
했다.
  이처럼 한미일 삼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한일국교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력, 특히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었다. 이
것이 이후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단행할 수 있었던 외연이었다. 그렇지만 더 
직접적인 동력은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활용하여 청구권회담을 돌파하고자 한 일본정
부의 전략이었다. 일본에게 이러한 생각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독립 후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동남아 각국에 대한 전후배상을 실시했다(표 
2-1). 이때 외무성은 배상을 단지 갚는 것이 아닌, 求償國과 정치경제관계의 기초를 
닦고 그곳에 자국의 수출시장을 확립하는 것, 또 구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해당 국민들의 대일감정 호전을 꾀하는 것으로 인식했다.26) 이와 유사하게 통산성도 
경제협력을 통해 저개발국과의 경제교류 및 무역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가졌다.27)

표 2-1. 일본의 배상협정

출전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70《경제협력의 실적과 과제》171쪽.
*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무역채권(약 1억 7천만$) 탕감 별도.
#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라오스(1958)에게는 약 278만$(1965년 종료), 캄보디아

24)《동아일보》1960.8.20.
25)《동아일보》1960.9.8;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193쪽.
26)《日本の賠償-その現状と問題点》; 吉澤文寿, 2015(b)《戦後日韓関係 : 国交正常化交渉を

めぐって》東京 : クレイン, 149쪽에서 재인용.
27) 通商産業省 編, 1963《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東京 : 通商産業調査会,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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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에게는 약 417만$(1966년 종료),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타이(1962)에게는 약 2,667
만$(1970년 종료)의 무상원조를 공여.

  실제 버마(1954)와 필리핀(1956), 인도네시아(1958), 남베트남(1959)(이상 배상
협정) 및 라오스(1958), 캄보디아(1959)(이상 경제·기술협력협정), 타이(1962)(경
제협력협정)와 체결한 일련의 관련 협정은 모두 발전소·댐·상수도 건설이나 선박·트
럭 등을 수년에 걸쳐 분할 제공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28)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용역을 제공하는 경제협력 형태로 배상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자국 경제발
전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 전후 일본 경제정책의 밑바탕에 있었다.29)
  일본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청구권에도 적용했다. 5차 한일회담 전 외무성 내부문
건에서는 청구권 문제는 보류하고, 회담 타결을 위해 일정한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는 
구상이 등장했다. 즉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죄의 의미가 
빠진 경제협력을 한다는 생각이었다.30) 나카가와(中川融)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후일 NHK 인터뷰에서 돈이 아닌 일본의 역무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경제발전에 오
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회고했다.31)
  1960년 9월, 외무성 이세키(伊關佑次郎) 아시아국장은 관계부처 협의에서 문화재
나 선박 등 일부를 증여하거나 기타 경제원조를 함으로써 청구권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청구권 문제를 장래의 특별조정대상에 부치되 실제
론 다루지 않는 대만과의 해결방식(日華條約)과 같았다. 10월의 외무성 회의에서는 
원조를 활용해 청구권 문제를 수교 후의 숙제로 남기지 않고 아예 상호 포기로 이끈
28) 단 필리핀에서는 전쟁미망인과 고아 위로금 명목으로 일부 금전배상을 실시했다. 일본이 

각국과 체결한 배상협정과 전후배상에 대해서는 永野慎一郞·近藤正臣 編, 1999《日本の戦後
賠償 : アジア経済協力の出発》東京 : 勁草書房 참고.

29) 이러한 인식은 정재계에 광범하게 공유되었다. 예컨대 요시다 총리는 ‘배상은 일종의 투자’
라고 생각했으며, 하라(原安三郞) 일본화학 사장은 경단련 간담회에서 “배상은 지불방법 여
하에 따라서는 단지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가 있다. 즉 생산 
및 용역배상에 의한 물자의 제공은 동남아 제국에 일본의 산업실태를 알리고, 양국 간의 경
제에 불가분의 연계를 만들어 일본제품의 영원한 시장이 그 나라에 열리도록 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中村政則 等編, 1995《戰後改革とその遺産》東京 : 岩波書店; 조수종, 1996〈대
일청구권자금이 초기 한국경제의 발전에 미친 영향〉《한국동서경제연구》7, 63쪽에서 재인
용.

30)〈対韓経済技術協力に関する予算措置について〉;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212쪽; 吉澤
文寿, 2015(b), 앞 책, 149-150쪽. 이동준 편역, 2015, 앞 책, 410-411쪽. 요시자와는 이
를 ‘보류방식’으로 명명했다.

31) 오오타 오사무, 2008, 위 책, 212-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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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다 과감한 구상까지 등장했다.32)
  일본정부가 청구권이란 명목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식
민지관계의 처리란 어감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1960년 
12월, 외무성은 한국의 지위와 어업 등 제 현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하면서 청구
권은 배상이 아닌 지역적인 성격의 문제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33) 이는 곧 
한국으로 하여금 청구권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들의 교섭 목표가 될 
것임을 의미했다.34)
  한국의 청구권 포기를 끌어내고자 일본이 준비한 교섭카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지역 청구권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실효지배가 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자국 입장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청구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북한지역 청
구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남북의 청구권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한을 괴뢰정부로, 자신을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자임했던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또 하나는 재한일본인재산이었다. 역청구권 사고방식의 확대판이기도 한 구보타 
발언은 기시 정권에서 철회되었지만 해방 당시의 재한일본인재산이 청구권금액 산출
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구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 이러한 생각은 4차 
한일회담 재개 직전 한일 양국에 전달된 미 국무부 각서에 의해 더욱 고무되었다. 
즉 국무부는 대일강화조약 4조에 대해 일본인재산을 몰수한 미군정 조처는 정당하다
고 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양국이 특
별협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35) 이 경우 청구권의 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장면 정부 하 5차 한일회담(1960.10-1961.5)과 1961년 10월에 재개된 6차 회담 
32)〈第５次日韓会談に対する日本側基本方針決定のための第1回各省打合会会議槪要〉

(1960.9.12, 外務省 北東アジア課);〈日韓会談準備のための省內打合会に関する件〉
(1960.10.6, 外務省 北東アジア課); 장박진, 2014《미완의 청산 -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역사공간, 539-541쪽.

33)〈日韓交涉で日本政府の入場に関する法律上の問題点〉(1960.12.6)《韓日會談 日本外交文
書》42. 이하《日本外交文書》.

34) 같은 시기에 한국 측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유진오는 
1961년 초 비공식 수석대표회담에서 대일청구권 8항목 논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치적으로 
절충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동준 편역, 2015, 앞 책, 423-424쪽.

35) 1960년대 케네디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309-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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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교섭에서 양측은 청구권 8항목에 대한 항목별 토론을 전개했다. 1952년 1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요강을 제시한 이래 처음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법해석 및 증빙
자료 유무를 두고 시종 대립했다. 북한지역 청구권과 재한일본인재산 문제는 원천적
인 대립지점이었다. 여기에 일 측은 추가로 환율 문제를 지적했다. 1945년 8월 당시
의 환율(1달러=15엔)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요컨대 청구권으로 해결할 경우 한국
이 원하는 금액은 되지 않으리란 무언의 압력이었다.
  일본의 의도는 6차 회담에 앞선 1961년 9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이 방일해 고사
카 외상과 회담하고, 청구권자금의 액수를 타진했을 때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1차 
회동에서 김유택이 금액을 분명히 할 단계이며 자국의 방침은 적어도 8억$라고 말했
지만, 고사카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이상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어야 한
다며 뜸을 들였다. 이어 2차 회동에서 그는 불과 5천만$를 제시해 김유택의 기대를 
꺾었다. 그는 대신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유·무상 경제협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36)
  1962년 3월까지 이어진 11번의 청구권소위원회 교섭을 끝으로 청구권의 항목별 
논의는 더 이상 재개되지 않았다. 증빙자료를 다투는 교섭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
기는 어려웠다. 대한청구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한국에게는 불리한 것이었다. 때문
에 5차 회담에서 한국의 태도는 서로 법률론과 식민지정책에 대한 비판만을 앞세우
지 말고 ‘형평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종의 
타협논리였다.37)
  5차 회담의 양상을 검토한 군사정부도 6차 회담에 앞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타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즉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첫 방미를 앞두고 내
각수반령으로 구성된 대미교섭안작성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안의 하나로 한일관
계를 들고, 다시 재산청구권과 통상·경제협력으로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법적 근거
와 증빙자료의 미비로 감액은 필연적이며 그 정도를 최소한으로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38) 더욱 박정희는 방미 일정에 앞서 일본에 들러 이케다 총리를 면

36) 장박진, 2014, 앞 책.
37) 오오타 오사무, 앞 책, 228-229쪽.
38)〈대미교섭안내용 각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대미 경제관계 교섭안 내용 각항에 대한 연구

보고서, 196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재무부장관 이한빈(7.24, 재무부차관으로 인계), 부위
원장 전 건설부차관 차균희, 위원 외무부차관 박동진, 농림부차관 김종대, 상공부차관 박충
훈, 국방부 군수국장 황필주, (최고회의)기획위원회 기획처장 최영두, 경제기획원 물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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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곤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선행 연구들도 지적
했듯, 8항목 논의는 어찌 보면 청구권 문제를 정치절충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함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자 그 길로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39)
  이제 한국은 항목별 요구사항의 관철보다는 정치절충으로 일거에 합의를 이끌어내
는 데 주력했다.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 우선 합의해야 할 것
은 금액이었다. 군사정부는 애초 청구권의 총액으로 3안을 준비했다. 1안은 19억$, 
협상 카드로 준비한 2안이 12억$, 마지막 3안은 5억$였다. 3안은 경제개발계획과 
연동해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이었다. 단 3안은 항목별로 금액을 산출한 것
이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청구권을 종합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가미”한 액수였
다. 즉 기본적으로 근거 있는 청구권에 기초하되 실제 금액을 산출하는 데는 실무적
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일본에 ‘정치적 고려’를 요구해 타결한다는 생각이
었다.40)
  정치적 절충의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였던 이 입장은 김유택-고사카 회담 뒤 자금
의 명목과 금액에 대한 방침 모두 재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자는 청구권을 보
강하기 위해 무상원조란 명목의 사용을 허용하되 청구권과 무상자금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단일 액수로 한다는 것, 후자는 최저 3.5억$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
했다. 김유택을 앞세운 사절조율이 실패함에 따라 일층 후퇴한 것이다.41) 정치절충
도 기정사실이 되었다. 1962년 연초, 양국의 회담 수석대표는 일본 중의원의 예산심
의가 종료되는 대로 정치절충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박정희도 이를 승인했다.42)
  8항목 논쟁이 완전히 끝난 후 군사정부는 정치절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2년 
2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사전 예비공작 차 동남아 친선방문 귀로에 방일했다. 그
는 이케다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무교섭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는다며 대승적 입장에

국장 이기홍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현안의 하나로 ‘한일관계의 재조정’을 다뤘다.
39) 5-6차 한일회담의 8항목 논의에 대해 장박진은 한국의 요구가 그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이라는 총액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과의례 과
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요시자와의 평가도 비슷하다. 그는 항목별로 토의한 것 자체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결국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절충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
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오타는 일본이 ‘형식적 법률론’으로 ‘식민지정
책’의 역사를 부정하려 했고, 그 결과 교섭에서 피해보상의 요구가 배제되었다고 비판했다.

40) 장박진, 2014, 앞 책, 658-663쪽.
41) 장박진, 2014, 위 책, 666-673쪽.
42) 이도성 편저, 1995《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한송,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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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절충을 요청했다. 정치절충이란 말이 나쁜 느낌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서두르
지 않는 이케다에게 빠른 해결을 촉구해 3월 시작, 5월 타결이라는 시간표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은 한국으로서는 청구권이란 명칭에 반드시 집착하지 않는
다는 발언도 했다.43)
  이처럼 한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함에 따라 외려 일본은 더 느긋해졌다. 이즈
음 이케다의 지시로 외무성과 대장성이 純청구권금액에 대한 산정작업을 벌이는 등 
일본정부도 내부적으로 는 절충 준비를 시작했다. 2월에 외무성은 청구권이란 용어
를 피하며,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양국 국교정상화 축하 및 
우호증진 등을 위해 유·무상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큰 방침을 정
했다.44)
  그러나 당장 3월에 예정된 최덕신-고사카 외무부장관의 1차 정치회담에서 해결하
려고 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한국이 동의하지 못할 액수를 제시해 타결을 지연시키
고자 했다. 이케다 정권은 북한을 배제하고 군사정권과 단독으로 수교하는 데 따르
는 부담감, 재한일본인재산을 포기한 자국 국민감정, 더욱 7월의 참의원 및 자민당총
재 선거를 앞두고 아직 최종적으로 교섭을 타결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45)
  1차 정치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후 양측은 8월 하순부터 배의환-스기(杉道助) 수
석대표간 예비절충을 이어갔다. 일본정부가 정치절충으로 타결할 방침을 굳힌 것은 
참의원선거 후 이케다 내각 개편에서 오히라(大平正芳)가 외상이 된 후였다.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7월부터 9월 사이 미국은 이케다 앞 
케네디의 서한을 비롯해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오히라와 러스크의 회담, 
한일 현지의 라이샤워(E. Reischauer) 및 버거(S. Berger) 대사를 통해 한일회담 타
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라이샤워와 버거는 청구권 금액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예비절충의 쟁점은 청구권의 금액과 명목이었다. 여기서 일본은 청구권을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유·무상 경제원조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무상으
로 제시한 금액은 1억 5천만$였다. 반면 한국은 순청구권과 무상원조 각 3억$를 주

43) 이동준 편역, 2015, 앞 책, 513-516쪽.
44)〈日韓請求權交涉の向後進行方式について〉(1962.2.7)《日本外交文書》51.
45) 장박진, 2014, 앞 책, 797-803쪽. 1차 정치회담에서 고사카는 우선 청구권 명목을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액수가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고, 마지막 회의에서 청구권 
7,000만$와 차관 2억$를 제시했다. 제시한 금액은 내부적으로 산출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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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이어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테두리에서 순청구권과 무상을 포함하여 일정액
을 수령/제공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청구권 명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제안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청구권을 포함할 경우 근거가 명확한 것에 한정할 수밖
에 없다는 예의 입장을 반복했다. 금액도 한국이 5억$로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일본은 1.7억$를 제시하며 버텼다.
  정치절충의 마지막 공은 김종필-오히라 회담으로 넘어갔다. 예비절충에서 양측 각
각 공식적으로는 6억$와 1.5억$, 비공식적으로는 5억$와 1.7억$로 대립했다. 명목도 
청구권을 없애려는 일본과 살리려는 한국의 입장이 맞섰다. 그러나 금액의 경우 비
공식회합에서 한국은 무상 3억$ 및 그와 동등한 유상 제공으로 타결 가능할 것이라
는 속내를 보였다. 이것은 일본이 라이샤워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도 일치했다. 이
에 일본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유·무상 각 2억$(1안)에서 무상 3억$ 및 유상 2억$(3
안)까지 패를 준비했다.46)
  2차 정치회담은 김종필의 방미를 전후한 10월 20일과 11월 12일,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앞의 예비절충에서 서로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쌍방은 마지막
까지 3.5억$와 2.5억$로 대립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양측은 금액과 제공 및 상환조
건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무상은 대일채무인 청산계정(OA)을 포함해 
3억$(OA 포함)(1항), 장기저리의 정부차관(유상)은 2억$(2항), 자금의 제공기간은 
모두 10년이었다.47)
  해방에서 비롯한 대일청구권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다.48) 이제는 共知가 되
었듯 김-오히라 회담에서 양측은 청구권의 역사성을 사장하고 경제협력을 앞세우는 
정치논리로 타협에 도달했다. 이 같은 방식의 합의는 일차적으로 일본정부가 적극 
유도한 결과였다. 그리고 호응한 것은 한국이었다. 그렇지만 이 합의는 극히 불완전
46) 이동준 편역, 2015, 앞 책, 555-556쪽.
47)〈김종필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 관한 건〉(1962.10.28);〈제2차 김 부장, 오히라 외상 

회담록〉(1962.11.13)《한일회담 청구권관련문서》59. 이하《청구권관련문서》.
이종원은 김-오히라 메모가 극적인 합의라기보다 미국도 깊이 관여한 외교적 절충의 산물이었

다고 주장했다. 정치회담에 이르는 청구권자금의 막바지 총액 절충에서 미국의 깊숙한 관여
와 힘의 한계에 대해서는 李鍾元, 2011〈日韓会談の政治決着と米国〉(李鍾元·木宮正史·浅野
豊美 共編《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東京 : 法政大学出版局) 참고.

48) 오오타는 이 합의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셋으로 정리했다. 첫째, 미국의 지역통합구상을 
부분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 둘째, 한일교섭에서 식민지지배·전쟁에 의한 피해자 보상 문제 
및 그 역사인식에 대한 정부 레벨의 논의가 사실상 종결된 것. 셋째, 청구권 문제를 처리하
기 위해 경제협력방식이 선택된 것.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284-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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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었다.
  불완전한 부분은 명목이다. 일본은 이 정치회담에서도 기존의 입장대로 한국의 독
립 축하 및 우호 증진 또는 구 종주국이 독립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
자금 등을 자금의 명목으로 할 것을 고집했다. 물론 한국이 이에 반대하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대안으로 제
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이 안을 연구해보기로 했다. 이것이 곧 합의안이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귀결되었지만 기실 이것은 서로 합의하지 못했음을 인
정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유·무상에 3항으로 민간상업차관을 더한 청구권자금의 구
조이다. 2차 회담(11.12)에서 양측은 1억$ 이상의 수출입은행 상업차관을 협정 체결 
전이라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차관이 아닌 상업차관이, 그것도 금액을 확정
한 형태가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합의한 것은 의외로 
여겨지는 감이 있다. 이것은 총액에 대한 양국의 이견 때문이었다. 즉 무상과 장기저
리차관을 더해 총액 6억$를 반드시 고수하고자 한 한국과 위에 서술했듯 유·무상 5
억$를 최종안으로 생각한 일본 간에는 1억$의 차이가 있었다. 이례적인 3항은 바로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청구권을 관철할 수단이 부족했던 군사정부는 신속한 합의를 위해 더는 청구권 단
독 명목을 고집하지 않았다. 또 총액을 맞추기 위해 유상, 그것도 상업차관까지 끌어
들이는 방식을 인정했다. 이처럼 김-오히라 합의는 합의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여기
저기 구멍이 많았다. 합의 뒤편에서는 여전히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잠재적인 
갈등의 불티가 튀고 있는 형국이었다. 다음 절에서 보듯 수교 전에 이미 크고 작은 
잔불이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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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해결 이후의 대립

1) 유·무상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세목교섭

(1) 김종필-오히라 합의의 미합의사항

  김-오히라 정치회담의 합의(이하 ‘합의’)로 청구권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은 상당
히 접근했다. 식민지지배에서 연유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했다는 측면에서 이 
지점은 흔히 문제해결의 轉機로 평가된다. 주요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여기서 분
석을 끝냈다.49) 이후의 교섭은 더는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의 세부절차 논의에 불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초점은 청구권이 아닌, 차관(자
본재연불)교섭으로 옮겨갔다.50)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이것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청구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 ‘합의’는 
총액과 유·무상+상업차관으로 이뤄진 해결구조에 합의했지만 정작 명목은 공백으로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청구권자금으로 간주
한 반면 일본은 그들대로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하는 동상이몽이 계속되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은 자금 총액을 중시했고 6억$를 관철하기 위해 명
목에서 양보하는 교섭전략을 택했다. 이것은 일본의 의도이기도 했다. 한국은 총액의 
증액이 실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명목 역시 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했다. 즉 배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한국이 의당 받아야 할 권리로서 받는 것인지
(청구권), 아니면 그저 일본이 호의로 제공하는 것인지는(경협) 사용과정의 주도권 
등을 두고 큰 차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세목교섭의 논의는 자금의 명목 
또는 성격과 무관하지 않았고, 양국이 대립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49) 예컨대 장박진은 ‘합의’로 교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본다. 장박진, 2014, 앞 
책, 4쪽. 오오타 역시 이 합의로 청구권 논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고, 이후에는 경제협력 
논의로 변화되었다고 서술했다.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295-296쪽. 개설서의 서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석률·박태균·정창현, 2018, 앞 책, 100쪽.

50) 吉澤文寿, 2015(b),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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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합의’ 자체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 미합의사항들이 고비마다 논의
의 진전을 방해했다. 우선 정치회담 직후 가장 먼저 불거진 이 문제부터 짚어두고자 
한다.
  ‘합의’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자체로 빈 구석이 많다. 우선 무상에서 한국의 대일
무역채무인 청산계정(OA) 부채(약 4,573만$)를 포함시켜 해결하겠다고 한 부분이
다. 여기에는 포함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
다. 둘째, 상업차관의 성격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간단하지만 문제는 청구권의 해
결대강에 포함하기로 정부간 합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업차관임에도 일종의 정
부차관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게 아닌지, 아니면 단지 순수한 상업차관인지에 대한 명
확한 설명이 빠졌다. 아래 서술하듯 일본은 후자의 입장이었다면, 한국은 반대로 전
자를 주장했다.
  ‘합의’ 직후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곧 이러한 허점이 드러났다. 12월 18일, 
정치회담 예비절충 19차 회의51)에서 일 측은 첫째, OA를 현금으로 3년간 균등 상
환할 것을 요구했다. 무역상의 채권이므로 가능한 단시일 내 현금으로 결제 받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양자를 반드시 상쇄한다는 의미는 아
니었다는 주장을 폈다. 둘째, 상업차관 조건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의 부담·의무를 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유상의 재원에 대해서
도 한국의 입장과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즉 2억$를 각각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
금)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 나누겠다는 것이 그것이었다(조건은 가장 유리한 
것(기금은 3.5% 20년, 수은은 4% 15년).
  한국 측은 즉각 반박했다. 첫째, OA를 무상과 서로 상쇄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
이었다. 양자를 별도 취급하는 것은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OA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과 같이 해결하려던 의도 자체에 반했다. 더욱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요구
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해를 넘겨 1963년 1월, 예비절충 23차 회의에서 한
국 측은 OA를 무상의 지불기간(10년)과 균등하게 탕감할 것을 주장했다. 일 측은 
현금상환 요구는 거두었지만 상환기간은 여전히 3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
다.52)

51)〈주일대표부(이하 대표부)-외무부〉(1962.12.18)청구권관련문서》33, 349-351쪽.
52)〈한일 예비교섭 제23차 회의에서의 한국측 발언 요지〉(1963.1.7, 외무부-대표부)〈한일 

예비절충 제23회 회의 회의록 송부〉(1963.1.24,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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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재원을 기금과 수은으로 나누는 것은 ‘합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이 문제시한 것은 둘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상업차관에 대해서도 일반 상업
차관과 구별하기 위해 “수은에 의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차관 1억$ 이상을 일본정부 
관여에 의하여”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일 측은 유상의 경우 장기저수익사업은 
기금, 단기고수익사업은 수은에서 차관한다는 기본방침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하
고, 요구를 거뒀다.53) 그러나 상업차관의 종류·금액·금융기관·조건 등을 민간의 商談
에 위임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54)
  이렇듯 정치회담 후 근 2달 만에 ‘합의’ 자체의 상호 이해에 여기저기 균열이 발생
했다(표 2-2). 한국의 관점에서 OA 상환기간은 초기에 가용자금을 가급적 많이 확
보하려는 의도와 관련 있었다. 후술하듯 이것은 청구권사용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목
표였다. 상업차관에 정부차관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얼핏 모순적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위에서도 서술했듯 청구권조 자금에 통상의 상업차관이 포함된 것부터가 
상식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로서는 제공조건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유리하고 특별
한 ‘상업’차관이라야 그나마 그것을 정당화하고 면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대립에 직면한 한국 측은 새로운 쟁점을 하나 더 던졌다. 7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합의한 유상 상환기간에서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수석대표 배의환은 한국의 상관습이라며 ‘합의’를 수정하려는 것
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실상 교섭카드의 성격이 농후했다. 이 경우 총기간은 27년이 
된다. 외무성 우시로쿠(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은 회담을 그만두자는 것과 같다며 강
력히 반발했다.55)

28-31쪽. OA 문제에 대해 통상국은 OA가 누적된 본래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무역
협정 불이행에서 온 무역불균형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는 양국의 무역 증진으로 해결해
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더욱이 외화 부족분에 대해 유상을 증액한다는 것은 “일본의 대
한경제협력에 대한 근본 의도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
제〉(1962.12.27, 통상국-정무국)《청구권관련문서》33, 453-454쪽. OA를 무역 문제로 
해결하려는 기본 발상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일본의 OA 변제를 조건으로 한 공장시설자
금 차관 제의에 대한 통상국의 견해〉(1962.10.27, 외무부 통상국)《청구권관련문서》41, 
184-191쪽. 무역불균형에 대한 한국의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다.

53)〈외무부-대표부〉(1962.12.26)《청구권관련문서》33, 426-428쪽.
54) 세부적으로 미합의사항들이 있었지만 연말에 박정희 의장과 이케다 총리는 ‘합의’를 승인한

다고 각각 발표했다.《경향신문》1962.12.27.
55)〈한일 예비교섭 제24차 회의 회의록 송부〉(1963.1.29,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

서》34,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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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962.12.26) 한국(1963.1.10)
OA 상환기간

·무상에서 3년간 상쇄(외자 부족 
시 정부차관 제공기간을 단축해 
보충)

·무상에서 10년간 상쇄

정부차관 상환기간 ·7년 거치 포함 20년 상환 ·7년 거치 후 20년 상환
상업차관 조건 ·민간 상담에 맡김 ·일본 정부 관여 하 가장 유리한 

조건

표 2-2.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대한 양국의 이견

  의견 대립은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일본은 특히 OA와 정부차관 상환기간에 
대한 이견을 들어 세목교섭에 선뜻 응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항에서 서술하는 자본
재 연불교섭에서도 이 둘의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후
자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을 세우고 교섭에 나섰다. 대신 전자에서 우리 주장
을 관철하는 교섭재료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OA를 무상에서 연간 약 457.3만$씩 균
등 상쇄하는 것이 아닌, 초기에는 무상 3천만$를 보전하는 불균등 상쇄방식을 주장
함으로써 교섭이 결렬되었다.56)
  대치국면은 1964년 6·3사태로 인한 공백기를 지나 1964년 12월에 시작된 7차 한
일회담까지 이어졌다. 196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청구권관계 실무자회의57)
에서 이견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양측은 실무협의를 포기하고 곧바로 장관급 고위 레
벨에서 정치적 타결을 시도했다. 3월 25일, 청구권에 관한 외무장관회담이 열렸
다.58) 이동원·시이나(椎名悦三郎) 두 장관은 다음 날인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비공식 철야 회담을 진행하고 다시 27일에도 추가 회담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합
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56)〈한일회담 일반 청구권 문제에 관한 교섭 방침〉(1963.6.10, 외무부-대표부)《청구권관련

문서》41, 175-182쪽.〈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제45차 예비절충회의〉
(1963.7.20,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35, 292-294, 297-298쪽.

57)〈대표부-외무부〉(1965.3.21, 3.22)《청구권관련문서》57, 205, 208쪽. 7차 한일회담에서 
양국은 우선 연내 기본관계, 법적지위,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기본조약 
가조인 후에는 법적지위와 어업에 중점을 두어 토의하고, 이어 농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청
구권, 문화재 및 선박관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제7차 한일회담 제1
차 본회의 회의록 송부〉(1964.12.4, 대표부-외무부);〈제6차 수석대표 회담(1965.2.24. 
1500-1630) 결과보고〉(1965.2.25,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51, 156-160, 
276-277쪽.

58)〈대표부-외무부〉(1965.3.25)《청구권관련문서》57, 220-222쪽. 양국 외무부장관 외에 
김동조 수석대표, 이규성 주일공사, 김영준 경제기획원 기획담당 차관보, 우시바 심의관, 우
시로쿠 아시아국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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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각각 10년과 3년으로 대립했던 OA 상환기간은 청구권 제공기간과 동일하게 
10년 균등상환으로 낙착되었다. 또 현금결제가 원칙이지만 한국이 내·외자 사정으로 
요청 시 당해연도 무상공여에서 감액하여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최종적으
로는 한국의 요청 없이도 자동 상쇄키로 낙착되었다. 둘째, 대신 유상의 거치기간 7
년은 일본 주장대로 전체 상환기간 20년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상업차관 총
액은 평화선 포기의 대가인 어업협력자금과 선박청구권을 대신한 선박자금을 포함해 
1억$가 아닌, 총 3억$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성격상 민간계약에 기초해 일본 관계
법령에 따라 국교정상화 전후를 불문하고 공여한다고 한 차관의 성격은 여전히 명확
하지 않았다.59)
  OA를 무상에 포함시켜 10년 균등상환토록 한 것은 한국의 요구였고, 유상의 상환
기간 총 20년은 일본의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외견상 양국은 쟁점 하나씩을 얻고, 양
보했다. 단 전자와 관련해 한국이 OA의 연간 상환액(457만$)만큼 초기 무상자금을 
증액해 연간한도(3천만$)를 보전하고자 했던 교섭목표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것은 
아래 장절에서 명확해지듯 한국의 청구권자금 조기사용 요구에 대한 일본의 완고한 
거부 의사의 서막이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우여곡절 끝에 3월 31일, 김동조 주일대사 겸 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와 외무성 우
시바(牛場信彦) 심의관이 양국 외무부장관을 대신해 합의사항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부록 2).60)

(2) 세목교섭

  정치회담 직후 ‘합의’ 자체의 미합의사항들에 대한 대립이 터지긴 했지만 기본적으
로 이 시기 청구권회담의 핵심은 자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즉 세목이었
다. 자금이 실제론 현금이 아닌 물자와 용역이었고, 더욱 10년에 걸쳐 분할 사용하는 

59)〈외무부장관-국무총리·중앙정보부장〉(1965.3.27);〈외무부장관-국무총리〉(1965.3.28)
《청구권관련문서》57, 226-227, 229-230쪽. 상업차관이 3억$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외
무부와 정부 고위층은 ‘김-오히라 메모의 사실상 백지화’로 크게 선전할 경우 국내외에 불
필요한 파문 및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억$ 이상을 3억$ 이상으로 구체화해 
문제를 보다 유리하게 해결했다는 식으로 선전하기로 합의했다.〈외무부-대표부〉
(1965.3.30)《청구권관련문서》57, 236쪽.

60)〈외무부장관-국무총리〉(1965.3.31)《청구권관련문서》57, 237-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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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본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므로 무상 제공 및 차관 지불방식과 절차 등은 
동남아 제국과의 배상협정과 별개로 한국의 사정에 맞게 결정.

2 무상 및 차관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호전되도록 사용. KFX로 충당하고 있는 물자의 도
입 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

3 사용 시 가급적 한국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며, 특히 무상은 일본의 관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함. 한국이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간섭 배제.

4 가급적 대일경제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함. 프로젝트와 직결되는 사용을 피하고, 
프로젝트에 사용하더라도 시설 이후 계속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사용.

5 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또는 양국 합의로) 일본 외의 지역으로부터도 구매 가
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정.

6 공급자 선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며,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함.

것이니만큼 한국의 필요에 따른 물자를, 가능한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식으로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세목을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자금의 효율적·자율적 사
용은 실리적 측면뿐만 아닌 국내선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다.
  교섭담당부처인 외무부는 이미 ‘합의’ 직후부터 세목 협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준
비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것은 적절한 대상 프로젝트의 선정이었다. 이어 생
산물의 종류, 무상 공여방식, 차관 상환기간과 방식 등을 거론했다.61) 1963년 2-3
월, 정부는 5차에 걸쳐 경제부처까지 포함한 연석회의를 갖고 세목 쟁점들을 검토했
다. 이 과정을 거쳐 한국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3월 5일, 외무부는「대일청구권 
세목 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방침」(기본방침)(표 2-3)과「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협정방침)(부록 3)을 기안했다.

표 2-3. 청구권 세목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방침(1963.3)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한국의 의사대로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일본의 간섭을 배제
하고자 했다. 기본방침은 이를 위한 정부의 시종 일관된 의지로 점철되었다. 동남아 
배상조약의 선례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①항을 위시해 한국이 자금 사용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③항, 독자적으로 공급자를 선정한다는 ⑤항 등이 모두 일맥상통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④항과 같이 가급적 일본경제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목표로 연결되었
다.62)

61)〈한일회담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준비사항〉(1962.12.3, 12.18)《청구권관련문서》33, 
248-249, 377-378쪽.〈청구권 문제의 세부규정에 관한 문제점〉(1963.1.8, 정무국-통상
국)《청구권관련문서》41, 213-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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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방침의 상당수도 일본의 관여 배제란 지상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
워졌다. 눈여겨 볼 쟁점은 크게 넷이다. 첫째, 매년도 도입할 생산물과 용역을 기입
하는 연도실시계획이다. 자금 사용의 주도권을 갖고자 할 때 첫 고비는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하는지, 즉 작성주체가 된다. 정부는 부록 3, 1의 ②항과 같이 실시계획을 
일본의 개입 없이 한국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만 일본이 반대
할 때는 우리가 작성하되 양국 협의로 결정한다는 것을 양보안으로 고려했다.
  둘째, 계약의 효력발생이다. 과거 일본의 배상협정에는 구상국이 일본 공급자와 물
자 구매계약 체결 시 일본정부가 이를 인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인증제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수출승인(Export License: E/L)과 같아 우리에게 극히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결정권이 저쪽에 있으므로 그들의 농간이 개재될 우려도 있었
다.63) 따라서 정부는 계약이 협정 및 연도실시계획에 부합할 경우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며, 일본정부에게는 통보하는 데 그치는 것을 목표했다(3의 ④-⑤항). 일주일 
내에 한해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했지만 수용 여부는 한국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상정했다.64)
  셋째, 구매방식과 주체이다. 이 둘은 상호 연동되는 것으로 구매사절단을 일본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않는다면 구매업무를 누가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지의 문제
였다. 배상협정의 경우 구상국이 도쿄에 구매사절단을 설치해 현지에서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절단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무
엇보다 사절단이 구매 전권을 가지므로 여러 부정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
다.65) 또 단일창구인 이상 공개입찰방식을 택하더라도 업자들의 담합에 취약할 수밖
에 없는 구조였다. 사절단 구매는 민수에는 활용될 수 없으며 외교공관과 별도의 사
절단이 장기간 주재하는 것은 인원·경비 면에서 추가 부담이라는 단점도 있었다.
62) 경제평론가 홍성유도 무상자금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구매절차에서 완전

하고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1965.4.20.
63)〈한일간 청구권 문제에 관한 연석회의(제2차)〉(1963.2.21);〈협정 세목 교섭에 관한 기

본지침〉(1963.2.28)《청구권관련문서》41.
64) 이와 관련해 최선은 계약마다 여하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매년 초 한도전액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1의 ④항). 그러나 이 방법은 
한국에 극히 유리한 것으로 정부도 일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협정 세
목 교섭에 관한 기본지침〉(1963.2.28)《청구권관련문서》41.

65) 이는 필리핀 등이 설치한 사절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자들
뿐만이 아닌, 잡지 등에서도 확인되는 이 시기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예컨대 오학근(무역협
회 전무이사), 1965.8〈대일경협과 무역불균형의 시정책〉《경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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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는 사절단 설치안은 3안으로 미뤘다(3의 ①항). 대안은 조달청을 활용
하는 것이었다. 조달청은 기 책정된 정부예산 내에서 계획적·집중적 구매가 가능하므
로 경비 절약은 물론 경쟁입찰을 통해 물자의 품질보장을 기하므로 커미션 등 외화
도피 방지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정부는 1안은 민수를 원칙으로 하고 관수는 
조달청 구매, 2안은 반대로 관수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안을 수립했다.66) 계
약 체결지역을 한국으로 한 것은 1-2안의 공통점이었다. 이것은 계약 관련 분쟁 발
생 시 체결지역 법절차에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외무부의 입장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원)을 위시한 경제부처와 서로 달랐다. 외무부는 독립된 현지
기관 없이 대표부(대사관)가 업무 일부를 떠안을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 외교특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67) 관수·민수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통일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쟁점은 생산물의 종류이다. 애초 정부의 입장은 자본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합의’ 직후 일본이 방한하는 오노(大野伴睦) 자민
당 부총재 편에 자국 협정안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받아본 외무부는 ‘생산물’이란 
표현을 자본재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물로 할 경우 소비재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었다.68) 이것은 1950년대 미국 소비재 중심의 대한원조가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즉 소비하고 끝이 아닌, 말 그대로 생
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69)

66) 이 시점에서 민수 위주를 1안으로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단 이후 문서에 따르면 민수는 
①필요한 자가 물자를 적당한 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구입케 한다는 타당한 상거래원칙 충족, 
②통화 흡수면에서 정부가 구매해 국내에서 처분하는 것보다 한층 신속하고 용이, ③다수 
업자가 각기의 거래 루트를 통해 일본의 여러 수출업자를 물색케 됨에 따라 일본 내 구매시
장망이 확대되고 일본 업자간 경쟁으로 정부구매보다 가격 면에서 저렴해질 수 있으며, 그
들의 담합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점, 등에서 장점이 있었다.〈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
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 : 배상(무상분)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 문제〉(1963.12(추
정), 경제기획원(추정))《청구권관련문서》42, 190-208쪽.

67) 기획원 및 한은은 그럴 경우 소송 당사자가 될 법무관을 별도로 한은 도쿄지점에 파견 또
는 주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 사절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 관한 연석회의(제5차)〉(1963.2.28)《청구권관련문서》41, 263-266쪽.

68)〈한일회담에 대한 한국측 입장에 관한 문서〉(1962.12, 외무부);〈한일회담에 대한 한국측 
입장에 관한 문서 제시〉(1962.12.14, 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33, 310-311, 335-337
쪽.

69) 이때 대표부는 일본 안대로 생산물로 표현할 것을 건의했다. 자본재로 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자본재로 하되 한국정부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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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연석회의를 거치며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3차 회의 때 참석자들은 무상 
생산물로 전액 원자재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1안으로 꼽았다. 이어 2안과 3안의 원자
재 비율은 각각 50%, 1/3로 낮아졌다. 나머지는 시설자재였다.70)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자본재 도입 시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예컨대 공단과 같이 특정 사업(프로젝
트) 전체를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할 경우 운영·사후관리 등에서 일본경제에 종속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소비재는 배제하면서도 자본재를 프로
젝트 단위로 일괄 도입하는 것 또한 피해야 했다. 연석회의에서 나온 원자재는 산업
기계·철강재 같은 투자자재였다.
  4차 회의에서 정부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여기서 원자재와 시설재는 개념에 
대한 상호 오해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자본재 및 그 외의 생산물로 하되 프로
젝트 연계 비율로 1-3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71) 즉 이 시점, 정부가 
도입할 생산물로 생각한 것은 투자자재였다. 이것은 단순 소비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본재, 프로젝트 단위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원자재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
기도 했다.72)
  이외에도 협정방침에는 청구권자금을 가능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규정이 곳곳
에 담겼다. 일본정부가 자금의 구매대상을 자국인이 생산한 자국 생산물로 한정할 
것(바이·재패니즈(Buy Japanese))이 분명했음에도 불구, 그 범위에 재일동포를 포함
시키고자 한 것이 그랬다(3의 ③항). 그들의 생산물도 일본국 생산물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 이해관계는 물론 정치적 견지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유상의 상환방법으로 원화 또는 현물상환을 제안해보고자 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2
의 ⑥항). 일반적으로는 제공국 화폐인 엔화 또는 달러로 상환해야겠지만 외자가 부
족한 상황을 감안한 구상이었다.73)

있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자본재 이외를 생산물로 일본으로부터 제공’한다
고 규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대표부-외무부〉(1962.12.19)《청구권관련문서》
33, 381-384쪽.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여하간 도입할 생산물을 자본재 위주로 생각했
다는 점에서 본부와 대표부 입장은 일치했다.〈외무부-대표부〉(1962.12.20)《청구권관련
문서》33, 385-386쪽.

70)〈협정 세목 교섭에 관한 기본지침〉(1963.2.28)《청구권관련문서》41, 260-262쪽.
71)〈한일간 청구권 문제에 관한 연석회의(제4차)〉(1963.2.28)《청구권관련문서》41, 

242-247, 257-259쪽.
72) 한편 성격상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유상(정부차관)의 경우도 철도·수력·항만·해운 

등 우선순위로 하되 선박·공작창·기계 등과 같이 가급적 완제품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
다. 역시 대일간섭을 가능한 배제하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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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무상은 가급적 초기에 다액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최악의 
경우에도 균등분할 도입한다는 생각이었다. 청구권자금을 가능한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될 수 있는 한 도입기간(10년)을 단축한다는 구상은 이후 집행
과정까지 일관된 정부의 중요한 방침이었다. 다만 이것은 신속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절차에서 양보할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가능한 유리하게 사용한다는 목표와는 상
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완성된 협정세목요강은 곧 대표부에 하달되었다.74) 그러나 정작 논의에는 부쳐지
지 않았다. 대표부는 훈령에 따라 일 측에 요강을 구두 제시하고 비공식 메모를 수
교했지만75) 일 측은 토론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질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
왔다. 세목교섭을 거부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합의’의 미해결 쟁점들, 즉 OA와 유상 
상환기간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논의의 진전이 더뎠
던 어업회담과 균형을 맞추려는 심산도 있었다.76) 
  다만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세목교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 입장의 기조는 한국
과 반대였다. 즉 주요한 사용과정마다 자국의 합의 또는 동의를 거쳐 집행되는 절차
를 계획했다.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실시계획과 계약에서 전자는 양국 합의로 
작성하고 후자는 그들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는 방안77)은 서로의 견해 차이를 상징
적으로 드러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러한 태도는 아직 후진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경제의 성장을 자국이 돕고, 이끈다는 생각과 관련 있었다. 이것은 청구
권자금 사용은 물론 이 시기 일본 대한경제정책의 저변에 깔린 입장이었다.78) 물론 
73) 단 일본이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한국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대표부-외무부〉

(1963.3.27);〈외무부-대표부〉(1963.4.2)《청구권관련문서》41, 122, 124-125쪽.
74)〈청구권 세목에 관한 교섭방침〉(1963.3.18, 외무부-대표부)《청구권관련문서》41, 

62-73쪽. 이 훈령은 대표단의 교섭 입장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 필요에 따라 양보 가능한 
안까지 포함한 것이니 실제 교섭에서는 재량껏 신축성 있게 교섭하라고 전했다.〈외무부-대
표부〉(1963.3.30)《청구권관련문서》41, 124-125쪽.

75)〈4월 2일 청구권관계 회합에서의 이상덕 수석위원의 발언 요지〉(1963.4.2)《청구권관련
문서》41, 139-143쪽. 선택지가 있는 경우 대체로 1안 입장을 제시했다.

76)〈제8차 청구권관계회의 보고〉(1963.4.2, 대표부-외무부);〈제9차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1963.4.9,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41, 127-128, 155-156쪽.

77)〈日本国政府 と大韓民国政府 との間の請求権問題解決 および 経済協力 に関する協定(案)〉
(1963.1.18, 外務省 条約局 法規課)《日本外交文書》59.

78) 예컨대 일본은 1964년 약 2천만$ 정도의 대한원조를 계획하면서 어떤 물자를 제공할 것인
지 등을 두고, 국제개발처(AID) 등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対韓援助に対する日米
協議〉(1964.6.19, 駐米日本大使館-外務省)《日本外交文書》68. 그 과정에서 작성한 일련
의 외무성 문건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도’한다는 듯한 인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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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제는 자국경제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79)
  여하튼 일본이 한국 요강을 접수만 한 채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세목교섭은 제대
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부득이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이후로는 한동안 한일회담 전
체적으로 진행이 더뎠다. 1963년 하반기에는 대선으로 소강 상태였다. 민정이양 후 
1964년 3월, 회담이 재개되었지만(속개 6차 회담)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증폭되면서 
급기야 6·3사태로 발전했다. 당연히 회담도 중단되었다.
  세목교섭은 1965년 이동원-시이나 합의 후 4월 말부터 6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4월 21일, 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
의에서 한국 측은 각종 합의문서에 포함될 사항 전반에 관한 입장을 제시했다.80)
  세목의 주요 쟁점인 실시계획, 계약(효력발생), 구매방법·주체, 생산물 중 뒤의 둘
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구매방법은 원자재는 민수, 자본재는 관수구매로 
가닥을 잡았다. 관수의 경우 한국정부(조달청)가 당사자가 되어 일본 국민 또는 법
인과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되 단 대사관과 별도의 주일사절단을 설치하겠다는 부
분이 특징적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달청 구매를 선호했다. 단 일본이 반발할 것
을 예상해 사절단도 설치하되 계약체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고
자 한 것이 한국의 의도였다.
  생산물의 경우 자본재와 원자재를 포괄한다는 기본방침 자체는 그대로였다. 단 원
자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고 이유가 다소 달라졌다. 앞서는 자본재를 원칙으로 
하되 대일 의존을 피하고자 원자재로 분류할 수도 있는 투자자재에 주목했다면 이 
시점에는 원자재 자체에 방점이 찍혔다. 이유는 내자 조달이었다. 즉 유상차관의 경
우 전액 시설재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 도입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자본재의 국내시설과 운전에 필요한 내자금융기금을 조달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였
다. 그 역할을 무상자금에 맡기고자 한 것이었다. 예컨대 그간 정부보유달러(KFX)에 
의존해온 원자재를 대체 수입해 대충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구상했다.81)

있다.
79) 청구권 무상자금으로 제공할 물자 가운데 그간 미국의 대한원조로 자국의 대한수출이 저조

했던 물품들을 제공한다는 구상이 단적인 예이다.〈対韓無償及び有償供与実施大綱(試案)〉
(1963.2.21, 外務省)《韓日會談 日本外交文書》60.

80)〈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1965.4.21,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
서》58, 34-40쪽.

81)〈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 : 배상(무상분)의 인수절차와 국
내처리 문제〉(1963.12(추정), 경제기획원(추정))《청구권관련문서》42, 190-208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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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당일과 30일, 5월 7일의 4차 회의까지 3회에 걸쳐 한국 입장에 대한 보충설
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82) 첫째, 일 측은 생산물 종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
존의 배상협정에서 대부분 자본재를 공급했던 일본으로서는 낯선 제안이었기 때문이
다. 한국 측은 원자재의 비중으로 상당한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적어도 무상은 원
자재를 위주로 하고 자본재를 부수적으로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4차 회의에서는 
요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무상의 절반인 1.5억$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 측은 이 제안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전례로 보아 유상은 불가하며 
무상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자본재가 원칙이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
을 보였다. 원자재는 형태가 남지 않아 국회나 국내적으로 설득하기 어렵고 제3국과
의 관계에서 자국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렇지만 속내는 통
상무역으로 거래되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 시 자국 수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한국 측이 원자재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들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대표단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내자가 필요하며, 국내여론이 
청구권자금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국민에게 이익이 
균점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독립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청구권을 보
상하기 위한 목적도 들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의 진의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반대
로 한국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상 문제에 미적지근했고, 관련 법률 제정에도 소극적이
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배상협정들과 다른 구매방법도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일 측은 사절
단과 조달청의 관계 및 조달청이 구매를 전담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한국 측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배상사절단에 대한 국내의 일반적 인상이 좋지 않다고 답
했다. 조달청 진용이 정비되어 있고, 경비 절약이 가능한 장점도 있었다. 사절단은 

에서 보듯, 이후 한국은 원자재를 무상의 절반까지 요구하는 등 점점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1963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내자 조달이 그만큼 절박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대충자금이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하
기 편하다는 점도 중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2)〈대표부-외무부〉(1965.4.22);〈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1965.4.30, 
대표부-외무부);〈대표부-외무부〉(1965.5.7);〈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회
의록 송부〉(1965.5.12)《청구권관련문서》58, 57-58, 84-88, 90-102, 107-109, 128쪽. 
첫 질의응답 후 대표부는 상대의 반응이 일단 토의의 기초로 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받아들
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상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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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아닌 것 외에 배상사절단의 임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일 측은 사절단과 조달청이 양립하면 업자들이 두 군데를 상대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었다. 계약지가 서울일 경우 계약 관련 문제
로 자국 업자가 일일이 서울에 가야 하므로 진행이 잘 안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유상의 경우 정부가 아닌 기금이 주체가 되어 차관 공여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하
며,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도 일본법이 아니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은 마지막에 언급한 준거법 문제가 핵심이었다.
  한편 흥미로운 논의도 있었다. 일 측은 부속서에서 유·무상 사업부분을 일괄 표시
한다는 것과 관련해 사업성격상 양자가 다르지 않은지 물었다. 한국 측에서 우리로
서는 사업을 나눌 수 없고 개략적인 부문을 기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자 유·무상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청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자금을 합리적·효율
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일종의 고문·지도 역할을 상정한 것이었다.83) 4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장기계획과 청구권자금의 관계 및 자금의 구체적 사용계획을 밝
혔다.
  5월 11일, 5차 회의에서 일 측이 회답 문서를 제시했다.84) 실시계획이나 계약(효
력발생)의 경우 불가 입장이 확고했다. 4차 회의까지 질의하지 않았던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시계획은 양국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며, 계약
은 자국정부가 승인(approval)해야 발효한다고 규정했다. 구매주체의 경우 명목상이 
아닌, 계약체결권을 갖는 사절단이 도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
물의 경우 한국 사정을 감안해 우선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내놨다
(부록 4).
  이번에도 양측은 당일과 14일의 6차 회의까지 두 번에 걸쳐 논전을 계속했다.85) 
첫째, 구매방법은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의 하나였다. 계약지가 일본이 아닌 경
우 실제 계약 체결 및 실시과정에서 여러 절충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시간, 기타 
83) 이것은 미국과도 어느 정도 양해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미일 양국은 국제개발처(AID)를 

통해 일본의 대한‘원조’자금이 비생산적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한원조의 조정, 협의기구 구성 등을 신중히 검토했다. 예
컨대〈対韓援助調整に関する件〉(1964.5.11, 駐米日本大使館)《日本外交文書》68.

84)〈대표부-외무부〉(1965.5.11);〈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송부〉
(1965.5.12)《청구권관련문서》58, 131-134, 138-146쪽.

85)〈대표부-외무부〉(1965.5.14);〈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청구권
관련문서》58, 153-158, 159-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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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낭비와 불편을 초래한다는 예의 입장을 라오스·캄보디아 경제 및 기술협력협
정을 들어 반복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은 계약의 확정·변경·수정 등은 실질적으로 
본국정부의 훈령 없이 할 수 없으므로 절차의 번잡성은 사절단이든 조달청이든 별반 
차이 없으며, 조달청은 내외자 조달에 숙달된 기관이고 양국 거리가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 낭비 걱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옥신각신은 계속되었고, 결론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일 측이 조달청 구매를 요구하는 것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지 물은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들로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으므로 한국의 진짜 의도와 
관철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탐색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한국 측은 물음에 수긍하면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즉 한국은 조달청 구매의 경제적 효율성이나 분생 시 준거법 문
제도 물론 염두에 두었겠지만 그 이상, 적어도 그만큼 정치적 선전의 측면을 중시했
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듯 정부가 왜 한일회담에서는 조달청 
구매를 주요한 교섭성과로 선전하고도 정작 자금 집행이 시작되자 수의계약을 남발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이다.
  둘째, 한국정부의 계약체결 통보에 의한 효력 발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도 강경했다. 한국 측은 구매계약은 양국이 실시계획에서 일단 합의한 것을 실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협정 또는 실시계획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 일본정부
가 별도로 계약을 승인하는 문제는 성질상 생길 수 없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에 일 측은 자국의 계약 확인 자체는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자국의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어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이 먼저 성립-발효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배상협정에서 계약을 검토한다는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포함된다고 덧붙
였다. 무역관계도 있으므로 가격이나 해당 물자의 국내생산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부록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예컨대 연 
1회 현물상환을 제안했던 유상 상환방법에 대해 일본은 연 2회로 하며 후자는 수용
할 수 없다고 잘랐다. 법인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하여 재일동포를 공급업자에 포함하
고자 했던 구상 역시 반대에 부딪쳤다. 한국 측은 동포의 법인도 일본법인이며 일본
의 상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해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생산물 및 역무이므로 한국인의 역무는 관련 없다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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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막혔다. 거래은행에 한국은행 재일지점을 포함하고자 했던 구상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측은 실제 거래상의 편의라는 점, 은행수수료는 일본인의 용역과 관계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일 측은 자국의 정책적 고려로 지정은행도 용역의 하나라고 주장했
다.86)
  이처럼 교섭 막바지까지도 양국의 입장은 여러 쟁점에서 거리가 있었다. 6월부터 
양국은 과장급 전문가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한편 조문작성위원회에서 협정문안 
작성을 시작했다.87) 그러나 7일까지 다섯 번이나 회의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50개에 
가까운 미합의점이 남았다.88) 양측은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합
숙회담을 진행하며 절충을 시도했다.89) 6월 말까지 조문화를 마치고 협정을 체결한
다는 한일회담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최종단계는 서로 일정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일본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생산물에 원자재를 포함하는 문제였다. 월 초의 
전문가회의까지 대표단은 원자재를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무상의 절반인 
1.5억$까지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합숙회담에서 일 측은 
내자조달 목적의 원자재 1.5억$를 인정했다. 대신 협정에는 생산물(자본재 및 기타 
생산물)로만 표현하고, 원자재 비율은 비공개 교환공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제1의정
서에서 생산물의 제공은 양국 통상의 무역이 현저히 저해지지 않도록 하며, 일본정
부가 추가적인 외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일본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일
종의 안전판이었다.90)
  둘째, 실시계획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도 자국이 작성-통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협의하는 방식을 고집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관철하지 못했다. 한국이 작성
하긴 하되 일본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셋째, 계약 체결 후 통

86) 한국이 구매 당사국인 한국의 편의를 지적하자 일 측은 배상과 다른 경제협력이므로 일본
의 편의에 따라야 한다고 대응했다.

87)〈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회의 보고〉;〈청구권 및 경제
협력위원회 제1차 과장급 전문가회의 회의록 송부〉(1965.6.2);〈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전문가(과장급)회의 회의록〉(1965.6.3);〈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과장급 
전문가회의 회의록〉(1965.6.3)《청구권관련문서》58, 208-216, 234-248, 253-271쪽.

88)〈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과장급 전문가회의 보고〉(1965.6.7)《청구권관련문
서》58, 294-296쪽.

89)〈청구권회담 보고〉(1965.6.11,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58, 342쪽.
90) 실제로는 합의의사록으로 모두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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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21)
(일한경제협력의 합의방식 

및 실시방법에 관한) 
일본의 회답(5.11)

청구권협정

생산물 ·자본재 및 원자재
·원칙적으로 자본재, but 한
국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급
적 탄력적으로 실시할 용의

·자본재 및 원자재
(교환공문에서 1.5
억$ 상당의 원자재 
인정)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결정해 일본정
부에 통고. 이의 제기 시 합
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처리

·불가, 실시계획은 ‘양 정부
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실시계획 결정을 
위해 일본정부에 
제출. 양 정부 합의

보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쟁점도 수용되지 못했다. 일본은 자국이 승인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한국은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승인(approval) 대신 인증(ver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일본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용어의 어감을 가능한 부드럽게(tone 
down) 하고자 했다.
  셋째, 가장 난항이었던 것은 계약지와 구매계약 당사자 문제였다. 각각 도쿄와 사
절단이어야 한다는 상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정부도 이 문제는 재량에 맡긴다며 
최선을 다해 교섭해달라고만 훈령할 정도였다. 일본은 사절단 명칭을 조달청 도쿄지
부 등으로 하더라도 여하튼 계약체결권을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절단에 
외교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발 물러서 조달청에 의한 서울에서의 계
약체결을 인정하더라도 대신 계약의 성립요건 및 분쟁 시 준거법은 자국법으로 할 
것을 고집할 만큼 재판관할을 중시했다. 분쟁관할 역시 자국 재판소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차라리 사절단 계약이 보다 낫다고 판단해 사절단 또는 정부의 인
가 받은 자가 도쿄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입찰 공고와 낙찰자 결정 
등 계약서명 전까지의 절차를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양해를 얻었다. 계약에 관한 
분쟁의 최종해결은 행위지법에 의한 행위지역(일본) 재판관할로 합의했다.91)

표 2-4. 세목교섭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해결양상(1965.6)

91) 합숙회담에 들어가기 직전 대표단의 청훈과 이에 대한 정부의 훈령은〈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교섭〉(1965.6.9, 대표부-외무부);〈외무부-대표부〉(1965.6.12)《청구권관련문서》
58, 297-298, 349-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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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정 가능

계약효력

·한국정부는 구매계약서 사
본을 일본정부에 송부. 이의 
있을 시 사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정부에 통
고해야 함. 이의가 타당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수정할 것이며 일본정부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합
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처리

·불가, 계약서 정본을 일본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계약 
발효하는 것으로 함

·협정 및 실시계획
에 합치되는지 여
부에 대한 일본정
부의 인증 필요

계약지
및

계약주체

·한국정부(조달청)가 당사
자가 되어 일본 국민 또는 
법인과 직접 구매계약 체결. 
계약은 협정과 부속문서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당
해연도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것이어야 함

·계약체결권 갖는 사절단을 
도쿄에 설치하고 도쿄에서 
계약 체결하는 게 편리. 계
약은 협정과 부속문서 및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합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
로 함

·사절단 또는 정부
인가 받은 자가 도
쿄에서 계약

출전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1965.4.21, 대표부-외무부);〈日韓経済
協力の合意方式及び実施方法についての韓国案に対する回答〉(1965.5.10, 外務省 経済協力局)
《청구권관련문서》58, 34-40, 147-151쪽. 청구권협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리하면 세목교섭의 주요한 네 쟁점에서 한국이 목표를 관철시킨 것은 생산물의 
종류, 하나였다.92) 실시계획과 계약효력 문제는 일본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사절단이 
도쿄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그전까지 과정은 서울에서 조달청이 할 수 있도록 한 계
약지와 주체 문제는 얼핏 양국의 입장이 적당히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 부분을 세목교섭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선전했다. 즉 동남아 제국의 배상협정
은 사절단에 의한 다원적·분산적 현지구매로 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구매경비에 충당
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았지만, 우리는 경비 절약을 위해 시설재의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방식을 취해 일원적으로 직접 구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93)
  그렇지만 언론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았다. 바이·재패니즈 정책은 일본의 목표가 
한국에서 자신들의 상품시장을 확보하는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상징이었다. 구매방법

92) 그러나 생산물의 제공이 양국 통상의 무역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일본이 추가적
인 외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있어 완전한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
는 아니었다.

93) 대한민국 정부, 1965《한일회담 합의사항》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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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치하더라도 실시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것과 생산물 종류의 제한, 재일동포 배
제, 운수·보험·은행수수료 등 용역이익을 일본이 취하고자 한 것도 주요한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 협의 결과는 “청구권자금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식으로 모두 
되찾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한국의 특권으로서의 청구권이 아”닌 “‘무역 격차 못 
메울 비극의 씨’, ‘예속화 꾀하려는 경협’” 등으로 평가되었다.94)
  이상 제 쟁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자금 사용의 주도권이었다. 자금을 제공하
는 일본정부가 일종의 감독권을 갖는지, 그렇지 않고 한국정부가 상대적으로 자율성
을 행사하는지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지만, 자금의 성격을 보는 시각과 
무관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도 청구권인지 경제협력인지, 명목을 합의하지 못했던 논
의과정을 상기하면 세목교섭에서의 대립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명목에 합의하
지 못한 청구권 해결방식의 후폭풍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교섭이 갖는 의
미는 ‘세목’이란 용어와 달리 결코 작지 않았다.
  양국의 근본적인 인식의 상위는 세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명칭에서도 상징적으
로 드러났다. 다시 ‘합의’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일 측이 OA와 유상 상환기간에 
대한 이견 해소를 요구하며 논의를 거부하던 상황에서 1963년 2월 중순부터 가까스
로 청구권관계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회의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일 측은 유·무상 경제협력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이를테면 한국
의 경제개발계획·외자도입 및 무역법체계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원했다. 반면 한국 
측은 일본과 동남아 각국의 배상협정,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증기준, 사절단, 분쟁 시 
중재, 공동위원회 규정 및 기금의 업무 운영상황, 기금과 수은의 계약서 형식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95) 요컨대 회의에 임하는 양국의 인식은 분명히 달랐다. 일본
이 대한경제협력 또는 진출이란 맥락에서 한국경제의 제반실정을 듣는 자리로 생각
94)《동아일보》1965.6.5, 6.7, 6.15.
95)〈제1차 청구권관계회합 보고〉;〈제6차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1차 청구권관계회의 회의

록〉(1963.2.13, 대표부-외무부 전문)《청구권관련문서》41, 16, 19-24쪽. 일본 측의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5개년계획. ①계획 전반에 대한 일반적 설명. 특히 목표 설정
의 이론적 근거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 투자액 산출의 기초,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정
책의 이론적 근거. ②상세한 재원조달계획과 현황. 이와 관련해 수출 및 미국 등 외국원조의 
실적과 전망. 차관과 일반무역의 관계. ③각 산업분야 프로젝트의 진척상황 및 프로젝트 간
의 상호관계. ④계획의 문제점. 둘째, 외자도입 관계 법체계. 셋째, 수출입무역 관계 법체계. 
넷째, 외국으로부터 받는 무상 및 유상 원조의 수입방법 및 기관, 특히 미국 원조에 따른 현
지통화를 마련하는 수속. 다섯째, 행정 및 금융기구, 은행 절차, 정부기관 인허가. 여섯째, 
주요산업의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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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한국은 청구권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는 곧 
회의의 명칭을 둘러싼 대립으로 번졌다.
  일 측은 명칭을 경제협력관계회합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 측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청구권관계회의는 과거 10년간 사용해온 명칭이며 이것을 바꾸면 국내 여론
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 측은 서로 편리한대로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다시 한국 측은 예비절충도 6차 회담의 일부이니 예비절충 전문가회합도 전
체 회담의 각 위원회 명칭과 동일해야 하며,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스
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 회합에서 경제협력이 논의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청구
권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다. 일 측은 명칭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결정을 보
류하고 실질적인 문제의 토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경제협력회
합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강경히 나왔다. 일 측은 자신들은 애초 청구권의 원칙을 
해결하기 전에는 관계회합 개최를 반대했으나 한국 측의 강한 요청으로 이를 보류하
고 경제협력에 관한 세부규정만 토의한다는 전제로 회합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명칭 문제로 처음부터 대립할 바에는 차라리 회합을 갖지 않는 게 나을지
도 모른다고 말했다.96)
  요컨대 한국에게 논의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청구권이었다. 경제협력은 그것을 해
결하는 일환일 뿐이었다. 반면 일본은 유·무상 공여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
며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만 지닐 뿐이라고 생각했다. 세목을 논의하기
로 한 회의 벽두에 막상 명칭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 때문이었다.97) 7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6차 회의 때 나온 아래 논쟁도 양국의 상반된 인식을 잘 보여준다(강
조는 필자).98)

96) 한국은 명칭을 바꾸지 않을 경우 참석키 어렵다는 일 측의 진의를 알 수 없다. 일본 신문
들은 수일 전부터 경제협력회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지 추측기사만은 아니었던 모
양이라고 응수했다.〈한일 예비절충 제27차 회의 회의록〉(1963.2.16, 대표부-외무부)《청
구권관련문서》34, 147-149쪽.

97) 7차 한일회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양측은 6차 회담과 동일한 의제를 선정했지
만 일 측이 비공식적으로 대일한국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를 회의 명칭으로 하자고 주장
하는 등 이견은 여전히 잔존했다. 

98)〈대표부-외무부〉(1965.5.14);〈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청구권
관련문서》58, 153-158, 159-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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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소위 원칙적인 부분과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안문에 조합을 
시킬 것인가, ~ 한국에 대한 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니시야
마)
“일본 측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야나기야)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는 청구권의 소위 원칙적인 부분을 다루는 회합과 경제협력
을 다루는 회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경제협력을 다루고 있다.” (오쿠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 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규성)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도입절차를 토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준)
“청구권의 의미가 포함은 되어 있으나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
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니시야마)
“한국 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여야겠다고 하면 곤란하
다.” (니시야마)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배상은 아니나 그러나 청구권에 

연유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김영준)
“1962년 말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
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본 측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었
다.” (야나기야) 
“동 문제의 시초가 청구권에서 시작된 것이지 한국의 사정이 어려워 도와 달라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순근)
“순수한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협력이라고 
할 것이다.” (니시야마)

  이 논쟁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란 틀에 대한 양국의 동상이몽이 그저 수면 아래
에 있었을 뿐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시킨다. 한국은 청구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끌어들였지만 자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배상으로서의 
청구권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일본에게는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자금이었다. 소멸되는 



72

청구권의 종류와 범위 등이 그들이 생각한 소위 청구권의 원칙 문제였다.
  1962년 11월 정치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절충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충돌했다. 양국의 상이한 인식은 
비단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에 그치지 않았다. 위 김영준의 발언과 같이 한
국은 배상에 준하는 청구권으로서의 주도적인 사용을 바랐다면 일본은 니시야마(西
山昭)의 발언에 드러난 것처럼 의무로 주는 자금이 아니기에 한국이 마음대로 사용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세목교섭에서 다툰 것도 본질적으로 이것이었다.
  청구권/경제협력을 둘러싼 대립은 협정(안) 작성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일본은 최
종단계 직전인 5월 말까지 계속 경제협력이란 용어를 고집했다. 예컨대 협정을 둘로 
나눠 각각의 제목을 ‘재산청구권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무상 경제
협력 실시에 관한 협정’으로 하고, 협정문에서도 ‘무상경제협력’, ‘유상경제협력’으로 
표현하는 식이었다.99) 한국의 반대로 결국 두 협정은 앞의 하나로 통일되었고, 유·무
상자금은 ‘무상제공’과 ‘장기저리차관’이란 용어로 바뀌었지만 형식적인 봉합에 불과
했다. 요컨대 자금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은 그 내용과 사용절차를 규정하는 
세목교섭에 영향을 미쳤고, 그 파장은 다음 장에서 보듯 자금 집행과정에까지 이어
졌다.
  다만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와 별개로, 한국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굳건했는지는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코 만족할 만한 교
섭결과가 아니었음에도 정부가 타협안을 수용한 데는 위에서 언급한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 목표가 영향을 미쳤다.
  조기사용은 일차적으로 대국민 선전 또는 명분 차원에서 중요했다. 5·16 후 정부
는 한일협정 체결을 목표로 회담을 적극 추진했지만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더욱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거세지면
서 급기야 6·3사태로 치달은 직후였다.100) ‘자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다면 교섭과
정에서 불거졌던 굴욕외교 비난을 만회하고 협정 체결을 정당화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도 있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1차 경제개발계획이 일련의 
99)〈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案)〉;〈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無償の経済協力の実施に関する協定(案)〉《청구권관련문
서》58, 208-226쪽.

100) 대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오제연, 2014〈1960-71년 대학 학생운동 연
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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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로 표류하면서 정부는 1964년, 그것을 보완계획으로 수정해야 했다. 초기 
공여자금을 증액할 수 있다면 보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조기사용을 중시한 것은 교섭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직 본격적
인 세목교섭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1963년 12월, 위의 보완계획 관련 문건에서 기획
원은 일본이 과거 동남아 제국과 맺었던 배상협정의 사용절차를 여기서도 적용하려 
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배상금을 조속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국보다 불리한 조건이 
아닌 한 사소한 점에 구애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101) 교섭에서 자금 사용의 주
도권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회담 타결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집행을 지연시키면서까
지 다툴 생각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명목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문제
를 타결한 데 이은 두 번째 양보이기도 했다.
 

2) 상업차관의 성격을 둘러싼 자본재 延拂교섭

(1) 대일경제협력정책의 변화 :　‘先수교 後경제협력’원칙과 ‘선의의 민간
차관’ 허용방침

  이 시기 양국간 세목교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현안은 자본재 延拂도
입이었다. 당시는 국교수립 전으로 자본거래는 아직 불가능했다.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늦추는 연불은 엄밀히 말해 무역거래의 일종이지만 도입대상이 자본재라는 점
과 결부하면 일종의 차관이기도 했다. 한국은 연불기간이 3년 이상인 자본재 거래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관리했다.102) 이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일경제협력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가늠자이자 동시에 ‘합의’의 모순구조를 폭로하는 매개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동태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101) 덧붙여 1억$ 이상으로 잠정 합의했던 민간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건보다 유리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차관 수용능력에 의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수교 직후부터 대
량의 상업차관이 무분별하게 허가되면서 불과 2-3년 만에 심각한 쟁점으로 비화한다는 점
에서 흥미롭다.

102)「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7.31, 법률 제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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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새로운 정권 하 양국 경제협력이 화두가 되면서 자연 사회적 관심이 커
졌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협과 청구권의 관계 및 그것이 청구권에 미칠 영향에 이목
이 쏠렸다.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지배에 대한 적절한 청산이 
필요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청구권이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조류가 
밀려올 경우 자칫 청구권 문제가 거기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경계와 우려가 컸다. 
이것은 비단 기우가 아니었다.
  장면 정부 때인 1960년 12월에 이미 한 언론은 일본이 대일재산권 포기를 전제로 
6억$ 정도의 자본·기술 원조를 비공식 제안했으며 미국도 수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부도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다는 정부 고위소식통 전언을 보도했다. 다음 해 3월
에는 한일회담 대표단 일각에서 청구권을 타협할 경우 한일경제협조원칙에 입각해 
일본이 제창한 대한경제원조의 테두리도 동시에 결정하여 공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103)
  이에 5대 국회에서 민관식 외 30명의 야당 의원들은「외교행정 등에 관한 질문 요
지서」를 민의원에 제출하고 고사카 외상의 내한성명에 사죄 표명이 없는 것, 한국
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수교를 서두르는 것 등을 비판했다.104) 신민당은 정부의 
대일차관교섭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고, 그 전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5)
  1961년 2월, 민의원에서 통과된「한일관계에 관한 결의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
다. 동 결의는 “자유진영의 결속강화라는 냉전의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호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도 … 호혜평등 원칙의 관철이라는 거족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통상 이외의 경협은 어떠한 형태이
든지 정식국교가 개시된 후 국가통제 하에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 산업이 침
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6)

103)《동아일보》1960.12.12; 1961.3.19. 오오타에 따르면 뒤의 기사는 청구권과 경제협조를 
결부시키는 대표단의 해결방안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사이다.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194, 198-199쪽.

104) 제37회 국회 민의원속기록 제9호(1960.9);  오오타 오사무, 2008, 위 책, 202쪽에서 재
인용.

105)《동아일보》1961.1.10.
106) 제38회 국회 민의원속기록 제18호(1961.2);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204-205쪽에

서 재인용. 그 외에 대일국교는 ‘제한외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외교’로 진전시켜야 한다
는 것, 평화선은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는 것, 정식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 및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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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과 언론의 거센 반발에 정부도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1년 초, 대일자
본도입의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장면과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수교 
전 원조나 차관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이와 별도로 통상무역은 막지 않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107) 이후에도 장면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한다거나 대규모의 경제시찰단을 초청하는 것은 하지 않겠
다”고 약속했다. 5·16 직전에도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108)
  이러한 정책기조는 군정으로 이어졌다. 쿠데타 직후 김홍일 외무부장관은 수교 전
에는 경제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에는 현안 해결 없이 국교를 수립할 
수 없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또 경제원조는 현안과는 별개로, 이것을 재산청구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109) 박정희 의장도 첫 방미·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청
구권과 경협을 구별한다는 정부 태도에는 변함없으며, 후자는 청구권을 해결하고 국
교가 정상화된 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110)
  장면 정부와 군정 모두 경협은 청구권과 별개이며 수교 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
시했다. 이른바 ‘先수교 後경제협력’원칙이었다. 선행 연구들도 이 부분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군정은 내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경협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일경협에 대한 군정의 관심은 1961년 8월, 외무성 마에다(前田利一) 북동아시아
과장의 한국 출장에서 잘 드러났다. 외무부 통상국은 마에다 방한을 준비하면서 경
협 문제의 경우 우리가 먼저 발언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경제관계부처에서도 일
체 언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마에다를 만난 자리에서 상공
부·기획원 관계자들은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개요를 설명해주고, 여러 질문을 던

현안문제의 해결,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의 청산이 있은 후에만 성
립된다는 것을 결의했다.

107)《경향신문》1961.1.14. 이때는 민주당 정책위에서 수교 전이라도 재일동포의 재산반입과 
민간무역의 외상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이 발단이었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그로 인한 종속의 우려가 강했던 이 시기, 상대적으로 주목받은 것이 재일동포의 자본이었
다. 한일관계의 큰 틀에서 재일동포 경제계와 접촉하고, 이들의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구상과 시도가 활발했다. 신재준, 2015〈1963-65년, 박정희 정부의 교포재산반입제도 운
용〉《한국문화》6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8)《동아일보》1961.1.24, 5.10; 오오타 오사무, 2008, 앞 책, 195, 197-198쪽에서 재인용.
109) 정일권 상공부장관도 일본의 대한원조설은 수교 후 검토될 문제라고 하여 보조를 맞췄다.

《동아일보》1961.5.27; 6.17; 6.18; 6.24. 오오타 오사무, 2008, 위 책, 241-242쪽에서 재
인용.

110)《한국일보》1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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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등 경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111)
  1962년 연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는 현안을 해결한 후의 ‘先국교 後경제협력’원칙
을 재확인했다.112) 이에 앞서 1961년 12월, 외무부 내부적으로 경제외교정책을 검
토했을 때도 주무부서인 통상국은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야 
일본과 경협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무
렵부터 다른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1월 말,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협조하기 위해 경제조사
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 이시이 부총재가 수교 전이라도 광범한 
경협을 해야 한다는 일한문제간담회의 견해를 이케다 총리에게 전달하고 그의 결단
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113) 이케다 본인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간조사단
의 방한은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우선 현황을 조사할 뿐으로 출자나 투
자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114) 경협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아
닌 민간의 활동이라는 논리로 이를 비켜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는 한국의 입장으
로 연결되었다.
  수교 전 경협의 물꼬를 튼 것은 박정희였다. 2월 초, 울산공업지구 기공식에 참석
한 그는 경협은 수교 후에 한다는 원칙에 변동 없다면서도 단서를 붙였다. 민간의 
우호적인 협력이라면 정상화 전이라도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115) 이른바 ‘선의의 민
간차관’ 허용방침이었다. 직후 각의는「국교정상화 전 한일간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정부방침」(1962.2.20, 각의 의결안건 제326호)을 채택해 이 발언을 뒷받침했다.116) 

111)〈일본정부 외무성 마에다 과장 방한 대비책에 관하여〉(1961.8.4, 외무부 통상국)《마에
다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 방한, 1961.8.7-16》. 외무부의 전략은 마에다가 우리 태도를 
타진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경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반문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한국
이 생각하는 경협은 호혜원칙에 입각한 통상 증진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자 했다. 후술하듯
이 군정이 경협의 맥락을 전유하려고 했던 측면을 엿볼 수 있다.

112)《동아일보》1962.1.6.
113)《경향신문》1962.1.25;《동아일보》1962.1.26.
114)《동아일보》1962.1.30.
115)《동아일보》1962.2.4. 이 발언 직후 복수의 외무부 당국자들은 “깨끗이 납득이 안 가” 자

신 없는 모양새로 자신들로서는 “종래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1962.2.5.

116) 정부간 경협은 종전 방침대로 수교 후 실시하되 특정 전제조건에서는 민간 경협도 허용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였다.《각의상정안건철(제12회-14회)》(1962.2.20). 다만 본 안건의 
의결주문은 구체적으로 별도 문건(행정연구서의 결론)을 따른다고 했으나 이 문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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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물둑이 트인 계기는 위에서 본 김-오히라 합의였다. 유·무상자금에 상업차관
을 더하는 방식에서 후자는 즉각 실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문을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주된 논의 대상은 플랜트 등의 자본재 연불거래였다. 이 문제는 1963년 3월경부터 
논의되었다. 먼저 운을 뗀 것은 일본이었다. 6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예비절충에서 일 
측은 최근 이케다의 수교 전 대한연불수출 검토 발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문의했
다. 한국 측은 아직 외무부 본부에 정식 보고한 바 없으나 보도에 따르면 상공부장
관은 장기연불 조건의 자본재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117)
  국내적으로 민정이양을 앞두고 있던 1963년은 정치경제적 위기이자 자립경제의 
갈림길에 섰던 시기였다. 박정희의 ‘번의’ 파문으로 정치적 혼란 및 한미갈등을 빚었
고, 소위 ‘혁명주체’ 내부의 알력 다툼도 표면화했다. 경제적으로는 “해방 후 처음이
라고 할 만한” 식량난이 엄습한 한편 통화증발로 인플레가 심각했고, 급기야 6월에는 
외환보유고가 1억 1천만$까지 격감하면서 외환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미국의 
원조도 대폭 줄었다.118) 정부는 보고 직후에는 일본의 제안 동기나 연불조건, 한일
회담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지시하며 신중했지만 점차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119)
  반대로 먼저 제안한 일본의 입장은 다소 주춤했다. 애초 제안의 당사자는 외무성
이었다. ‘합의’ 후 한국의 청구권자금 수입태세 및 관민의 생각 등 내정을 시찰하기 
위해 방한했던 외무성 사와기(沢木) 경제협력과장은 출장 직후 민간단체로 하여금 
한국의 중견 기획관료 및 경제인 등을 일본경제 시찰 목적으로 초청할 것을 건의했
다.120) 흥미로운 것은 건의의 이유이다.
  사와기는 국교정상화의 지연으로 자국의 한국 진출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서독의 

117)〈한일 예비절충 제29차 회의 회의록 송부〉(1963.3.7,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
서》34, 191-193쪽.

118) 신재준, 2015, 앞 논문, 254-255쪽.
119) 대표부는 일본의 의중은 직접적으로 한일회담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대한경제협력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경협을 민간 베이스에서 시작하
자는 것으로 김-오히라 합의의 민간 경협을 케이스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단 동 
합의의 유상공여 조건 및 청산계정 채무이행의 이견 해소 전까지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회신했다. 그 외에 일본 국내의 체화물자 처리 의도도 지적했다.

120)〈日韓経済協力関係の促進に関する件〉(1963.1.17, 外務省 経済協力局 経済協力課長)《日
本外交文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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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이 현저하다고 보고했다. 더욱 한국 장기경제계획이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
국인들의 시선을 신속히 일본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의의 동기였다.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실정을 보고 경제인과 대화해보면 결국 일본과 손을 잡게 될 것
이며, 그들도 내심으로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요컨대 일본정부가 
먼저 대한연불수출에 대한 한국 입장을 타진한 것은 일종의 시장 선점 차원이었다. 
여타 선진국들에 대한 경쟁의식의 발로이기도 했다.
  외무성은 제 외국의 대한진출 상황 등을 볼 때 대한경협은 조기에 실시하는 게 바
람직하다는 사와기의 건의에 동조했다. 이것은 양국 우호관계 및 대한교섭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121) 따라서 수교 전이라도 업자의 플랜트 수출 신
청이 있을 경우는 민간경협으로서 업자간 연불신용공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한국은행의 지불보증(L/G)을 조건으로 내세웠다.122)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경제 부처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대장성은 업자간 상담은 자유이며 수교 전이라도 민간의 연불신용공여를 허용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관련해 첫째, 정치적 
조건을 내걸었다. 한일회담에서 청구권뿐 아니라 어업, 기타 모든 문제에서 확실한 
타결의 전망이 서 국교 회복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전까지는 곧바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경제적 조건도 있었다. 한국의 경제·재정·금융사정과 관련해 
채권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산성도 대장성의 견해와 대체로 비슷했
다.
  자본수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대장·통산성이 반대함에 따라 외무성도 당장 문
제를 추진하는 것은 보류했다. 단 대한경협의 조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 자체
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예비절충에서 일 측은 그들이 먼저 운을 뗀 것이 무색하게 
OA와 정부차관 상환기간 해결 전에는 민간차관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
했다. 어찌 보면 그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보다 절실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 측은 원칙은 이미 합의되었으니 곧 실시해주길 요청했다.123) 이렇게 보면 일본

121)〈韓国に対する商業ベース延拂輸出による経済協力の推進に関する件〉(1963.7.12, 外務省)
《日本外交文書》63.

122)〈対韓民間経済協力の推進関連関係各省協議に関する件〉(1963.1.28, 外務省 経済協力局 経
済協力課長)《日本外交文書》59. 이 문서는 최우영이 소개한 바 있다. 최우영, 2011〈한일
국교정상화와 민간상업차관〉(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선
인), 231-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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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불 문제를 통해 청구권 해결대강의 합의·양보를 이끌어낼 일종의 미끼 역할을 
기대한 것이기도 했다.
  이미 민간 업계는 물 밑에서 여러 건의 商談을 진행하고 있었다.124) 한국은 대일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이 확립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 정부의 공식 입장은 
‘先수교 後경협’이었지만 동시에 ‘선의의 민간차관’은 도입한다는 방침도 있었다. 양
자는 모순이었다. 또 ‘선의’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였다.
  법령에도 모순이 있었다. 외자도입 관련법인「외자도입촉진법」(이하 외촉법)과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자본재특별법)의 외
자도입대상 규정이 각기 달랐다. 전자는 법의 적용대상을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선의의 국민(外國人) 및 외국에 10년 이상 영주하고 있는 
한국국민(재외동포)으로 제한했다. 일본은 아직 미수교국이므로 이 법에 따를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자의 대상범위도 기본적으로는 전자와 동일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일 경우 각의 의결을 전제로 그 외의 
국·국민으로부터도 자본재 도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연불
수출 의사타진 직후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규정이었다.125) 따라서 경협을 시작하기 위
해서는 일원적인 정부방침을 확립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외무부는 경제외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소
집을 요청했다.126) 외무부는 회의자료를 통해 먼저 일본의 대한경제정책을 분석했
다. 외무부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계기로 일본이 양국의 현안 해결 및 경협에 적극

123)〈한일 예비절충 제30차 회의 회의록 송부〉(1963.3.16,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
서》34, 220-221, 224-226쪽. 이때 한국 측이 연불이 수은 1억$에 포함되는지 물은 적이 
있다. 일 측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나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답했
다.

124) 4월혁명 후 민간 경제인의 교류와 경제인협회(경협)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계의 한일
회담 타결 지지 행보에 대해서는 이정은, 2017〈박정희 정권 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과 금
융기관 진출 연구(1960~1973년)〉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36, 134-141쪽 참
고.

125) 1963년 4월 11일, 일부개정(법률 제1317호).
126) 외무부와 경제부처간 경제외교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열렸던 위원회이다.〈경

제외교조정위원회 회의 소집〉(1963.4.16, 외무부);〈경제외교조정위원회 회의자료〉
(1963.4.20, 외무부)《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경제협력정책, 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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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로 나왔음을 지적하고 배경을 추론했다. 생산과잉에 의한 체화 소화, 공업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시장의 사전 확보, 서구 제국의 대한 진출에 
자극, 한국의 대일 부채를 확대시킴으로써 한일회담을 보다 유리하게 유도, 일본 국
내 민간기업체간 경협 기운 고조 등 여러 측면이 거론되었다. 여하튼 외무부는 자유
진영국가의 일원으로서 양국의 경제협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국제정세 및 국내경제사정을 분석했다. 우선 미국이 대외정책상 저개발국가
의 경제성장과 안정 촉진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유진영 선진공업국가의 공동책
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극동에서도 공산세력에 대한 대항책으로 아시아 자유
진영 상호간의 제휴와 협력에 의한 경제성장과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기여와 역할을 중요시한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극동정책의 일환으로 
한일국교정상화 및 경제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려 노력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은 콜롬보 플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원조국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여기서도 경제개발 및 확대를 위해 대일협력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관련하여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타 역사적 배
경에 비추어 대일 경제 및 기술협력이 기타 국가와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유리하고 용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상의 분석을 배경으로 하여 외무부는 결론적으로 첫째, 제도 및 법률체계 일원
화를 제안했다. 현행 국내법상 수출신용에 의한 자본재 도입 외에 직접투자와 차관
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외촉법과 자본재특별법의 적용범위를 일치하도록 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경제협력 운영방침 확립을 제안했다. 수입태
세, 국내 경제계에 미칠 영향, 상환계획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경협의 범위와 대상사
업에 관한 정부 방침을 사전에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 가지 한일회담과 관련성을 논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무부는 김-오히
라 회담에서 청구권의 규모는 이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자체
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바로 아
래 서술하듯,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관계는 양국 갈등의 잠재적 불씨였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다. 선행 연구들은 이 
문건을 들어 외무부가 대일경제협력에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엄격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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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문건만으로는 외무부가 적극적이었고,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경협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할 듯하다. 이에 앞서 김-오히라 회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른 문건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127)
  차관 도입에 관한 정부간 교섭방침을 다룬 이 문건에서 외무부는 대일상업차관을 
위해 정부가 교섭에 나서는 것은 기존 방침에 배치되므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
장을 명확히 했다. 또 일본의 자본도입을 제한했던 것은 청구권회담에 미칠 영향이
라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므로 회담이 진행 중인 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외무부는 정부가 외자도입 교섭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
저 조정위에서 심의한 후 각의에 상신해 정부의 기본방침을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고 보았다. 따라서 기획원의 요청은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매조지었다.
  여기서 이 문건의 작성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문건은 외무부가 주도적으로 작성
한 것이 아니었다. 기획원에서 먼저 외무부에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 외자도입교
섭을 요청했고, 외무부가 ‘先수교 後경제협력’, 또 정부 교섭은 수교 후에 한다는 방
침을 들어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외무부가 조정위 소집을 요청한 것도 기획원의 요청에 응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의 회의자료에서 외무부가 취한 입장은 대일외자도입에 개재한 국
내 제도적 모순 및 외자도입이 한일회담과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 검토해 
경협의 범위·대상에 관한 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경
협에 선제적·적극적이었다기보다 정부 입장이 수교 전 경협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미 기운 상황에서 교섭 담당부처로서 그것을 명확히 해두려는 쪽에 가깝다.
  또 하나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상공부도 상당히 신중했다.128) 외무부의 검토 
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상공부는 수입태세와 국내 경제계에 미칠 영향, 상환계획 크
게 셋으로 나눠 대일경협의 적부를 검토했다. 투자·차관·연불 형식의 경협에서 상공
부가 강조한 대원칙은 대일의존 또는 예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었다. 이를 위해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대상사업을 엄중히 

127)〈일본의 민간차관 획득을 위한 정부간 교섭〉(1962.11.8, 외무부)《대일의암수력발전소 
건설자재차관 도입, 1962-67》.

128)〈국교정상화 전 한일 경제협력(회보)〉(1963.5.27, 상공부)《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경제
협력정책, 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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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국내 기존 업계에 미칠 영향과 상환계획도 엄격히 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요컨대 기획원과 상공부, 외무부의 입장은 각 부처의 역할에 따라 각기 달랐다. 경
제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외자도입을 주관했던 기획원은 부족한 내자를 보충하기 위한 
자본도입이라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같은 경제부처이면서도 무역과 산
업정책 등을 주관업무로 하는 상공부는 보다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더욱 대상이 자
본재인 만큼 그것을 도입했을 때 국내 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교섭을 담당하는 외무부는 비교적 신중한 가운데 경제효과보다는 어
떤 방침을 갖고 협상할 것인지, 통일된 방침 마련에 관심을 가졌다.
  기획원은 5월, 새로운 대일외자도입 방침(안)을 조정위에 상정 요청했다.129) 기획
원이 제시한 주요 원칙은 첫째, 정부사업 및 정부기업체의 사업을 위한 대일외자도
입은 경제각의의 의결에 따라 사업의 적격 여부 및 대일외자교섭을 승인받아야 한다
는 것이었다. 둘째, 민간사업을 위한 외자는 외자도입적격사업으로 정부의 선정을 받
음과 동시에 대일교섭 승인을 받도록 했다. 셋째, 민간사업 외자도입은 청구권과 관
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상 명문화하도록 규정했다. 대체로 기획원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 방침은 정부 승인을 전제로 정부/민간 대일외자도입을 
모두 허용했다. 도입 방침 자체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130)
  이렇듯 정부가 방침을 확립하고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여전히 지
지부진했다. 일본은 청구권 현안(OA 및 유상 상환기간)과 결부하는 전략을 고수했
다. 주일대표부의 이규성은 일본정부가 수교 전이라도 경협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국내법까지 개정하며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연불 승인을 요청했지만, 대장
성 관계자는 경협은 ‘합의’의 3항에 속하는 것이니 1,2항이 확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
고 잘랐다.131)

129)〈국교정상화 전 대일본 외자도입 방침〉(1963.5.23., 경제기획원)(위 사료철).
130) 7월 30일, 76회 각의에서「대일본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 절차」가 의결되었

다.
131) 외려 OA와 상환기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면 경협이 곧 실시되고 청구권협정 초안 작업

도 시작되니 한국 측에 유리할 것,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안정성
을 보여줘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타협을 종
용했다.〈한일 예비절충 제35차 회의 회의록 송부〉(1963.4.20, 대표부-외무부);〈한일 예
비절충 제36차 회의 회의록 송부〉(1963.4.27,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35, 75, 
90-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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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커상사

한국
사업주체 프로젝트 금액 계획/비계획 비고

神戸製鋼 울산비료 요소비료공장 41.5 計
豊田通商 연합철강 냉간압연공장 4.5 非 사업승인完, 

계약심사中
丸紅飯田 한국전력 소양강 수력발전 15.0 計(公)

- - 소형 고로 및 과인산 석회 불명 非 사업승인未
丸紅飯田 한국전기

야금 합금철 0.5 非 사업승인完

安宅産業 동양합섬 아크릴섬유공장 3.8 非 사업승인完, 
계약심사中

- - 소형 갈탄엔진공장 1.764 非 사업승인完
日綿實業 화일산업 의암 수력발전 3.0 非 사업승인完
窒素株式 대한

플라스틱 가성소다·PVC플랜트 비고 計
3.6(한), 
4.9(일), 
5.3(AID)

- - 어선 1.441 非
- - 조선설비·기계공장 64.0 計(公)

  1963년에는 하반기까지 내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132) 그렇지만 정부 레벨과 달
리 민간의 상담은 계속 활발했다. 7월 기준으로 한국정부가 프로젝트 사업주에게 사
업을 승인하고, 일본 업자와 외자도입 상담을 진행해도 좋다고 허가한 것은 2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단계에 도달한 것도 절반 이상이었다(표 
2-5).133) 

표 2-5. 자본재연불도입 민간상담 현황(1963.7.1) (단위 : 100만$)

132) 9월 17일, 이규성은 가비를 방문해 한국의 경제현황 특히 외화부족사정이 극심함을 설명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첫째 착수금 없이 7년 정도의 조건으로 연불수출을 인정해줄 것, 구
체적인 프로젝트 내지는 상담에 대해서는 추후 목록을 제출. 둘째 착수금 지불을 필요로 하
는 경우 이를 장래의 유·무상공여를 담보로 하여 위와 같은 7년 정도의 연불 수출을 인정할 
가능성을 고려해줄 것. 셋째 외자도입촉진법 2조를 개정하여 일본의 투자를 가능케 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니 대한민간투자를 장려해줄 것. 두 번째 요청은 수교 전 민간상업차관
을 도입하기 위해 청구권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따지면 청구권 사전수수로 볼 수 있
는 측면이 있다. 한국정부의 사정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對韓経済協力に
関する件〉(1963.9.19, 外務省 経済協力課). 그러나 가비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在京韓国代表部李參
事官の甲斐経済協力局長來訪に関する件〉(1963.10.5, 外務省 経済協力局 経済協力課). 1963
년에는 민간차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단 식량원조 문제
를 계기로 상품원조논의가 약간 전개되었다.

133)〈対韓民間ベース経済協力に関する在日韓国代表部との非公式協議に関する件〉(1963.7.1, 
外務省 経済協力局 経済協力課)《日本外交文書》63.



84

- - 중대형 자동차공장 1.6 計
기술원조 

진행, 
계약심사中

- - 비스코스 플랜트 5.5 計

한국 
사업주체 일본 업자 프로젝트 금액($) 조건 각의 

승인일자
대한플라스틱 新窒素肥料 PVC공장 360만

착수금 X, 
연리 6%, 3년 
거치 9년 상환

1963.12.14

경원산업 伊藤忠 시멘트공장 500만
착수금 X, 

연리 5%, 2년 
거치 

5년(현물상환)
1963.12.14

동양합섬 伊藤忠 폴리아크릴공
장 380만 연리 6%, 2년 

거치 7년 상환 1963.12.14

# 원문은 요소비료공장을 제외한 한일 업자 부분을 먹줄 표시했음(비공개). 고베제강-울산비
료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의 한일 업자는 필자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확인·추정한 정보. 추
진-성사까지 한국 사업주체 및 일본 차관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 계획/비계획은 한국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계획/비계획사업.
### 원문에는 한국정부가 사업계획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15건의 목록도 있으나 편의상 생
략.

(2) 자본재 연불교섭과 김종필-오히라 합의의 모순구조

  정부교섭의 문을 두드린 것은 각각 1963년 5월과 11월에 업자간 계약이 체결된 
PVC(360만$)와 시멘트공장(500만$), 두 건이었다. 이들은 12월 12일, 43차 외자도
입촉진위원회에서 정부의 지불보증을 승인 받았고, 이틀 후 각의 승인도 거쳤다. 남
은 것은 일본정부의 수출허가(E/L) 발급이었다. 기획원은 외무부에 이들의 대일교섭
을 요청했다. 대표부는 1964년 2월 8일, 여기에 폴리아크릴공장을 더해 세 건의 자
본수출을 요청하는 각서를 일본정부에 수교했다(표 2-6).134)

표 2-6. 한국정부의 자본재연불도입 승인 및 교섭요청 현황(1964.2)

# 차관금액 및 조건은 교섭과정에서 계속 변화.

134)〈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연불거래 추진현황〉(1964.9.24)《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자본재 도입,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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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수출승인 교섭과정에서 김-오히라 합의 모순구조의 실체가 드러났다. 쟁점
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연불도입의 성격, 구체적으로 이들이 ‘합의’의 3항에 포
함되는지, 다른 하나는 ‘합의’ 3항의 성격, 즉 3항의 상업차관이 청구권자금인지였다. 
우선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전자였다. 일본은 이전부터 수교 전에 추진하는 연불은 
‘합의’의 3항에 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135) 이에 대해 한국은 그간 별다른 논평
을 하지 않았었지만 교섭이 구체화되면서 점차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한국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첫째, 한국은 국내적으
로 유·무상+상업차관, 총액 6억$+α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다. 따라서 
3항에 포함되는 연불을 도입한다는 것은 곧 청구권자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그
간 청구권 사전도입을 결사 부인해왔던 입장을 번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
째, 이것은 실리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한국은 3항에 포함되는 연불을 미리 도입-사
용할 경우 장차 청구권협정 체결 시 3항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 
경우 총액은 유·무상 5억$가 된다. 자연 그간 6억$라고 설명했던 것이 거짓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었다. 중대한 정치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농후했다.
  따라서 4월 말, 외무부는 첫째, 수교 전 경제협력은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명문상으로 확인토록 조처하라고 대표부에 훈령했다. 둘째, ‘합의’
의 3항은 기존 입장대로 청구권 테두리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
다. 일본이 연불거래를 3항의 일부라고 주장할 경우 ‘합의’에서 “상업차관은 ~ 양국 
정부 합의 하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명확한 확인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순수한 민간경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응책을 알려주었다.136)
  이 무렵 일본 주요 일간지에 외무성이 회담 조기 타결을 비관, 한국 경제안정 및 

135) 연불 논의의 시작이었던 1963년 3월에 이미 한국 측은 연불이 수은 1억$, 즉 ‘합의’의 3
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때 일 측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답했다.〈한일 예비절충 제30차 회의 회의록 송부〉
(1963.3.16, 대표부-외무부)《한일회담 청구권관련문서》34, 220-221, 224-226쪽. 1963
년 6월에도 대장성 우라베는 연불 경협은 ‘합의’의 3항에 속한다고 말했다.〈한일 예비절충 
제35차 회의 회의록 송부〉(1963.4.20, 대표부-외무부);〈한일 예비절충 제36차 회의 회의
록 송부〉(1963.4.27,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35, 75, 90-92쪽.

136)〈국교 전 한일경제협력(장기결제방식) 방침 시행에 관한 훈령〉(1964.4.20, 외무부)《국
교정상화 이전의 한일경제협력정책, 1961-64》;〈국교 전 한일경제협력(장기결제방식) 방
침 시행에 관한 훈령〉(1964.4.25)《청구권관련문서》45, 243-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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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타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교섭 타결 전이라도 ‘합의’의 유상 제공방도를 강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되었다. 국내언론은 이 기사들을 
받아 유상이 ‘합의’의 정부차관과 상업차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도했다.137)
  외무부는 일본정부가 수교 전 경협을 실시하기 위한 국내 여론대책상 각 신문을 
동원해 일련의 기사를 게재케 했다고 보았다. 즉 한일회담 타결이 상당히 지연되리
라는 전망 하에 한국의 사정을 동정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같이 여론전을 하면
서 연불 3건에 대한 상업상의 이득도 취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일견 일리 있는 
분석이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양측은 수석대표 비공식회담에서 공방을 벌였다. 배의환은 연불 3건은 청구권과 
관련 없는 민간차관임을 명백히 해달라고 말했다. 외무성의 우시로쿠는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며 곧 입장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반대한
다는 것에 ‘합의’의 3항도 포함된 것인지 물었다. 그는 자국으로서는 민간차관이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둔다고 덧붙였다.138)
  다음 회합에서 배의환은 한국은 6억$+α로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국내에 알린 만
큼 청구권 문제해결의 일환을 지금 사용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연불 건들이 3항(‘1억$+α’)과 같은 성질의 차관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만 청구권과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시로쿠는 일본은 5억$로 청구권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므로 통상의 민간신용공여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139)
  여기서 문제의 두 번째 쟁점이 명확해졌다. 기실 갈등의 진앙이었던 이것은 ‘합의’
의 3항과 청구권자금의 관계였다. 3항이 청구권자금인지에 대해 양국의 입장은 정반
대였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양자를 별개로 생각했다.
  사실 일본정부의 속내도 간단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연불 3건과 ‘합의’의 관계를 
137) 5.18자 朝日신문, 5.20자 読売신문, 每日신문, 日経 등.〈한일간 상업차관에 관하여(특히 

최근 일지에 보도된 日政 태도와 관련하여)〉(1964.5.20, 외무부 아주국)《청구권관련문
서》28, 196-202쪽.

138)〈제6차 수석대표 비공식회담 보고〉(1964.5.21, 대표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
재 도입, 1964》;〈제6차 수석대표간 비공식회담 회의록〉(1964.5.21)《청구권관련문서》
44, 307-309쪽.

139)〈日韓会談首席代表第7回非公式会合記録〉(1964.5.28, 外務省 北東アジア課)《日本外交文
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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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외무성이 아닌, 대장성이었다. 대장성은 PVC와 시멘트
의 경우 착수금이 없는 등 유리한 공여조건에 주목했다. 즉 현재 말이 오가는 연불
거래들의 조건이 통상의 민간차관보다 좋으므로 이들은 일반차관이 아닌, 3항에 속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장성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3항은 김-오히라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
해결로 각각 6억$와 5억$를 주장-대립했던 양국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즉 일본정부
가 책임을 지는 유·무상 합계 5억$ 외에 通常의 민간신용을 공여할 수 있으며 이것
은 수교 전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합의한 것이 3항의 맥락이었다. 그
런데 이것은 단지 ‘통상’의 민간신용공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일 뿐 특별한 성
질의 민간신용 범주를 새롭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외무성의 입장이었다.140) 이
렇게 보면 3항을 특별차관으로 전제하는 대장성의 입장은 일본정부의 방침과 해석에 
반하는 것이 된다.
  외무성이 각서를 통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데 신중했던 이유
는 또 있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청구권 사전수수 의혹을 실증하는 결과가 되어 받
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더 중요한 것은 3항은 상한이 없다는 점
이었다(1억$ 이상). 따라서 자신들로서도 이들이 3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3항 포함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도 있었다. 단 그렇다고 하여 3항을 아예 거론하지 않으면 한국도 연불거래들을 ‘통
상’의 민간차관으로 해석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외무성은 이들이 ‘통상’의 차관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고도의 정치적 
해석이고, 그 결정은 가능한 한 상당한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
게 판단했다. 대장성이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할 경우 현재로서는 오히려 승인
을 신중히 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141) 이에 따라 외무성은 1964년 상반기에
는 결정을 유보했다. 자연 수출승인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완전히 점화된 것은 7월이었다. 한국정부는 이미 승인기간을 2차에 걸쳐 
연장했고, 그마저 만료되기 직전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기
140) 단 한국이 국내 선전상의 견지에서 이것을 마치 청구권해결을 위한 특별한 차관인 것 같

은 뉘앙스로 선전한 것은 그럴 수 있고, 또 금액에 대해서 1억 이상이라는 뜻을 선전한 것
도 지장 없는 것으로 양해했다.

141)〈金·大平諒解線(第3項)の民間借款に対して〉(1964.5.26, 外務省 アジア局)《日本外交文
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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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원은 국내 업자들에게 이번에도 일본정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계약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공한을 일본 업자들에게 발송케 했다. 
외무부도 대표부에게 같은 내용의 암시를 지시했다.142) 
  7월 24일, 마침내 외무성에서 승인할 방침을 알렸다. 오카다는 전화로 이규성에게 
우선 3건 중 2건에 대한 자국의 태도가 금일 정식 결정되었고, 곧 구상서를 작성하
여 수교하겠다고 알렸다.143) 27일, 대표부 이규성과 문희철 경제과장이 외무성을 찾
아가 일본정부의 구상서를 수령했다. 구상서에는 3가지 승인조건이 있었다(원문 및 
번역 전문은 부록 5).144)
  첫째, 이들 2건의 사업이 한국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사업임을 확인할 것
을 요구했다. 둘째, 2건의 연불수출은 김종필-오히라 합의 중 소위 통상적인 상업 
베이스의 민간차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산입(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
다. 특히 구상서는 이 내용을 수석대표 비공식회합(1964.5.28)에서 배 대사가 확인
했다고 기록했다. 셋째, 지불조건은 착수금 15% 9년 상환 또는 착수금 10% 8년 상
환과 같이 최근 타국에 대한 동종의 플랜트 수출에서 인정된 수준까지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에서 보았듯 외무성도 내부적으로는 연불거래들을 청구권과 별개로 취급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한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결국 외무성은 구상서
를 통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결정의 배경은 크게 둘이었다. 하나는 3항, 상업차관의 성격에 대해 말 그대로 ‘통
상’의 차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양자를 별개로 취급하려는 한
국정부의 속내에 대한 의심이었다. 6억$의 외형을 보존한 후 회담 막바지 단계에서 
3항의 잔존, 즉 별도의 1억$ 이상 수은 차관을 주장-협정에 명시하고, 그것도 유리
한 조건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따라서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
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상서는 ‘상업 베이스에 의한 통상의 민간
신용공여’로서 3항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이번 건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한국에

142)〈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연불거래〉(1964.7.16, 경제기획원);〈외무부-대표부〉
(1964.7.15)《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기획원은 수교 전 자본재 도
입을 일절 중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마련해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하기도 했다.《경향신
문》1964.8.21.

143)〈대표부-외무부〉(1964.7.24)《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44)〈대표부-외무부〉(1964.7.27)(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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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시킨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145)
  이렇게 보면 구상서의 둘째와 셋째 조건은 한 묶음이었다. 즉 우선 둘째 조건에서 
이들이 3항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유·무상+3항 외에 제4의 범주 출현을 막을 
수 있다. 다음 셋째 조건에서 차관조건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3항이 특
별차관이 아닌, 말 그대로 통상적인 상업차관임을 확인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반면 내용을 확인한 한국은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 일
본은 두 건이 3항에 속한다는 것을, 그것도 ‘산입’(count in)된다는 가장 명확한 표현
으로 규정했다. 또 배의환 수석대표가 이들이 3항에 속한다고 인정했다는 내용도 문
제였다. 외무부는 즉각 언급된 비공식회담의 발언 유무 경위보고를 지시했다.146) 외
무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시 청구권 사전수수 비난이었다. 종래 ‘先국교 
後협력’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해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했기 때문에 ‘선의’의 민간차
관이면 몰라도 명백히 청구권과 ‘링크’시킨 플랜트 연불수입을 받는 것은 원칙을 바
꿨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물의가 이는 것은 정부가 가장 우
려한 것이었다.
  둘째,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민간차관과 다를 바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불만이었다. 
세목교섭에서 언급했듯 한국은 3항에 대해 실제로는 정부차관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기대했다. 구상서는 그러한 기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다. 외무부는 통상의 민간상
업차관을 명목상 굳이 청구권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데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했고, 
하등의 실리는 없으면서 명목상으로는 청구권과 연결된 연불을 이 시점에 받아들여
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권과 관련 없는 통상의 상업차관으로 처리
되어야 하며 이것이 타협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외무부의 판단이었다.147)

145)〈対韓プラント延べ払いと請求權問題解決をための経済協力との関係〉(1964.7.30, 8.3, 外
務省 北東アジア課)《日本外交文書》68.

146)〈외무부-대표부〉(1964.7.28)《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47)〈‘프란트’의 대일 연불수입에 따르는 민간차관을 청구권과 관련시킨다는 문제에 관하여〉

(1964.7.31, 외무부)(위 사료철). 현재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해 착수금 지불을 인정하지 않
으며 공장 완료 시까지의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7년 이상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요
구하고 있으므로 일본 측의 조건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다. 상환조건에 대해 외무성은 업
자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하였으므로 일단 이 조건을 확인하되, 국내업자로 하여
금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재교섭케 한다는 게 기획원의 구상이었다.〈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1964.8.1, 경제기획원)《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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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이 구상서는 위태롭게 닫혀있던 ‘합의’ 3항을 둘러싼 상호 이해의 박을 터
뜨렸다. 양국의 동상이몽은 비단 연불거래들이 청구권자금인지에 그치지 않았다. 3항
이 청구권자금의 일부로서 특별한 조건의 차관인지, 그렇지 않고 보통의 차관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했다. 일본이 의심한대로 한국은 공여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하
고자 했고, 그와 별도로 추후 협정에 상업차관條 자금을 규정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었다. 그렇지만 3항이 청구권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였다. 김-오히
라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었던 것은 유·무상자금에 상업차관을 추가했기 때문이었
다. 적어도 한국이 타결할 결심을 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관계
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은 외무성도 인정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은 8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경제관계 회의에서 결
정되었다.148)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부처의 신중한 입장을 대변했고, 정일권 총리도 
이 입장에 섰다. 이들은 국내대책상 신중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
면 장기영 기획원장관 겸 부총리는 도입해야 한다는 편이었다. 이후락 비서실장도 
거들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렇듯 장관급 견해가 갈림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해졌다. 박정희는 
후자의 입장이었다. 그는 교섭이 여의치 않아 1,2항을 못 받게 되더라도 3항은 받을 
수 있고 더욱 수교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논의 끝에 양자가 “성격상 동일”
하다는 선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락하고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회의의 결론은 정부가 외자도입에 다급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외무부(추정)가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했듯 연불과 3항이 “성격상 동일”하다는 것은 어떻든 양자
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구상서와 표현의 차이일 뿐 실질적 차이는 
없다. 결국 이 결론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외
무부가 이것은 종래 아국이 취해온 입장과 다르므로 대일교섭은 물론 국내 여론상으
로도 입장 변화를 설득하는 선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한국은 우선 절충점을 모색했다. 수석대표 비공식회담에서 일 측은 대장성 등과 
협의하여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대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구상서에서 3개 조건
을 제시한 것은 주로 대장성의 강한 주장 때문으로 특히 3항과 통상적인 민간차관이 
148)〈한일 경제문제에 관한 회의〉(1964.8.24, 외무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

입, 1964》. 국무총리(정일권), 부총리(장기영), 비서실장(이후락), 외무부장관(이동원), 비
서관(민충식, 박상길), 외무부 통상국장(전상진), 주일대표부 참사관(이규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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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별도의 범주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제4의 범주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청구권과 별개임을 명백히 해야 
할 국내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 측은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
결하겠다고 답했다.149)
  9월 3일, 니시야마와 오카다, 외무성 경제협력국의 두 간부는 구상서 둘째 조건의 
대안을 작성해 한국의 의사를 타진했다. 원안에서 민간신용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산입”된다고 했던 것을 “범주의 것”(of the category)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순화했
다.150) 수정안을 제시하며 니시야마는 주관부서인 경협국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3항
의 범주에 산입 또는 일부라는 해석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이 이상 막연하게 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
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51)
  니시야마의 설명대로 이 수정안은 표현만 다소 간접적이고 부드럽게 바꿨을 뿐 양
자를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애초의 조건과 별 차이가 없었다. 안을 받아본 이규성은 
물론 외무부도 수정안을 탐탁해 하지 않았다.152) 구상서를 더 막연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해야만 국내 비난을 그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153) 반면 기획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기획원은 수정안이 외무부의 대일교섭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신들로서는 수락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요컨대 대일외자도입에 일관되게 적
극적인 태도였다. 그렇지만 외무부는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일본의 진의를 재
차 타진하고자 했다.154)

149)〈대표부-외무부〉(1964.8.27)《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50)〈대표부-외무부〉(1964.9.3)(위 사료철).
151) 니시야마는 자국이 승인할 태도를 표시한 후 거의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에서 아무런 태도 표시가 없으므로 근래 대장성에서 일단 취소하자는 의견을 통고해와 외무
성으로서 매우 난처하니 한국 측이 조속히 입장을 표시해주든지 아니면 일단 취소할 것을 
종용했다. 이규성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동 연불 승인을 이행해주기를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PVC와 시멘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계속해서 폴리아
크릴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급할 게 없던 일본의 입장과 교섭태도를 보여준다.

152)〈대일 ‘프란트’ 연불 도입〉(1964.9.5, 외무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53)〈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1964.9.5, 경제기획원)(위 사료철).
154)〈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일본 자본재 도입〉(1964.9.12, 외무부);〈외무부-대표부〉

(1964.9.14)(위 사료철).
외무성도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했다. 결코 제4의 범주를 설정할 생각은 아니라는 배 대표의 발

언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교착상태를 피해 문제의 2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한국이 주장하는 ‘청구권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문구에 그치고, 이를 양국 각각 동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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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았다. 외무성은 국내외사정과 자국 관계부처 
태도에 비추어 더는 양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정안을 수락해달라고 요구했다. 더하여 
청구권과 관련 있는 듯한 것은 자신들도 곤란하므로 대외적으로는 순수한 민간차관
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동 발표하자고 추가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국으로 하여금 일
종의 모험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제안대로 ‘청구권과 무관’하다고 발표하고 혹 구상
서 내용이 누설될 경우 한국은 이중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제안이 정치적 
모험에 가깝다고 판단했다.155)
  한국은 이 추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대한 것은 미국의 중재였
다. 접촉대상은 주로 한일 양국의 미국공관 관계자들이었다. 배의환은 주일미국대사
관 에머슨(J. Emerson) 공사를 방문-면담(9.16, 10.1)해 플랜트 건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156) 이어 라이샤워 대사 및 순방 중이었던 번디(W. Bundy) 차관보도 만나
(9.29) 한일 현안을 설명했다. 방한을 앞둔 번디에게는 한국의 대일감정 완화를 위
해 양국 현안의 조기 타결은 극동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한 것뿐 아니라 한국 경제재
건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역설해달라고 요청했다.157)
  외무부에서는 경제협력과장 윤영교와 박건우 사무관이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라마치아(F. LaMacchia)를 만났다.158) 이들은 외무성이 수교했던 구상서 사본을 전
달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조건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1안, 민간신용
을 “한국의 청구권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2안으로 설명했다. 마지
막 3안으로는 청구권 언급 없이 “상업 베이스의 통상의 민간신용”이라고만 하는 것

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그것이었다. 즉 일본은 이 문구를 ‘합의’의 범주3으로, 한국은 국내
적으로 이른바 제4의 차관으로 해석-선전하고 종국적인 해석은 한일협정 전체의 조문화 단
계로 넘긴다는 구상이었다.〈プラント延拂輸出と大平-金諒解第3項目の関係〉(1964.9.24, 外
務省 北東アジア課)《日本外交文書》68. 그러나 이 구상은 실제 제안되지는 않았다.

155) 외무부는 제안을 수락하더라도 대외발표는 단지 ‘통상의 민간차관’이라고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외무부-대표부〉(1964.9.25)《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56) 둘이 다시 만났을 때 에머슨은 그간 외무성과 접촉해 좋은 각도로 해결토록 요청한 바, 
그들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토록 노력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
만 ‘clarify’해야 할 점이 있어 한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신문 발표를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
느냐는 각도로 말하기에 자신으로서도 이 이상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대
표부-외무부〉(1964.9.16);〈대표부-외무부〉(1964.10초, 정확한 날짜 불명)(위 사료철).

157)〈대표부-외무부〉(1964.9.29)(위 사료철).
158)〈일본정부 Note Verbale 사본의 주한미국대사관에 수교〉;〈회담기록〉(1964.9.21)(위 

사료철). 바넷 부차관보 대리 및 에머슨 주일미공사 방한 시 정부가 한일 현안에 대한 미국
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일등서기관은 21일 전상진 통상국장과 오찬에서 외무성 구상서 
사본의 수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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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7.27) 일본 수정안(9.3) 한국 제안(9.21)
2건의 연불수출은 1962년 
말에 한일간 대강의 합의를 
본 청구권 해결에 관련된 경
제협력 중, 소위 통상적인 상
업 베이스의 민간차관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산입(계
상)되어야 한다.

상기 2건의 플랜트의 수출에 
대한 연불은 1962년 말 쌍
방 간에 있어서 도달된 假양
해에 예정되어 있는 상업 베
이스에 의한 통상 민간신용
의 범주의 것이다.

(1안) 조건 2의 완전 삭제
(2안) 상기 2건의 플랜트의 
수출에 대한 연불은 한국의 
청구권과 전혀 관계없는 상
업 베이스의 통상 민간신용
이다.
(3안) 2안에서 밑줄 부분 삭
제

을 제시했다.159) 3안은 1,2안과 달리 청구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차관과 청구권이 무슨 관계인지 물음이 제기될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양자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 수정안보다는 유리했다.

표 2-7. 자본재연불 승인에 관한 일본정부의 구상서 원안과 양국의 수정안

# 원문은 영문. 강조는 필자. 수정안(9.3)에서 애초 일 측은 “가 양해 제3항에 예정되어 있
는”(paragraph three of’)이란 문구를 제시했으나 “제3항에” 부분은 당일 중 착오라고 정정했다.

  2주 후인 10월 초, 라마치아가 자국의 입장을 회답했다. 라마치아는 먼저 미국은 
청구권 사전도입 비난을 우려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어 그들이 생각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구상서에서는 한국 3안대로 청구권과 관련
시키는 문구를 삭제하여 ‘통상의 민간신용’으로만 규정하되, 제4의 범주를 설정할 의
도가 없다는 것을 일본에게 구두로 확인해주는 방법이었다.160) 나름의 절충안이었
다. 그러나 이것은 연불이 3항의 상업차관과 다르지 않다는 일본의 첫 번째 요구사
항은 충족시켜주지만 3항이 특별한 차관이 아니라는 두 번째 요구까지 채워주는 것
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이 수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
  9월 30일, 외무부 아주국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플랜트 수입에 관하여 아 
159) 2안의 원문은 “The deferred payment for the exports of the said two plants are 

ordinary private credits provided on a commercial basis without any connection with 
Korean Claim.”, 3안은 여기서 without 이하를 삭제한 것이다.

160) 경제협력과장 윤영교, 경제협력과 박건우 배석. 주한미대사관은 전달받은 외무성 구상서
에 관한 사항을 주일미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 및 배의환 대사와 논의했다.〈회담기록〉
(1964.10.5, 외무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전상진은 미국의 제
안대로 훈령할지 우선 상부와 협의하고 결정하게 되면 미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
했다. 라마치아도 그 경우 통보해주면 주일미대사관에 연락하여 측면에서 협조하겠다고 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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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취할 입장」이란 문건을 작성했다.161)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이 문건에서 외무
부는 미 대사관의 제안을 수용했다. 둘째 조건에서 양자를 관련시키는 구절을 삭제
하고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업 베이스의 통상의 민간신용”이라고만 표현하되 
제4의 범주 설정의도가 없음을 구두 보장하는 안을 우선 제안해보기로 했다(1단계).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부는 일본이 거부할 경우 수정안(9.3)을 받기로 결정했다
(2단계). 결국 연불 도입을 위해 기존 대일경협원칙의 180도 수정을 감수하기로 결
정한 것이었다. 이 같은 귀결은 약 한 달 전의 청와대회의에서 일본의 조건을 받기
로 결정했을 때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일본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조건의 수용은 불가피했다.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현재까지 청구권과 관련된 여하
한 형태의 차관도 받아들인 바 없으나 국익을 위해 선의의 ‘1억$ 이상’ 순수한 민간
차관은 필요할 경우 수교 전이라도 도입한다는 태도를 밝히기로 했다.
  10월 17일, 이규성과 문희철은 니시야마와 오카다를 방문하고 금년 대일 플랜트 
도입은 제5시멘트·PVC·폴리아크릴에 냉간압연을 더하여 총 4건만을 추진할 의사를 
알렸다. 이어 위의 1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니시야마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제4의 범주보다 3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이 좀처럼 물러서지 못하자 “상기 양 플랜트 수출에 대한 연불은 대일청구권과는 관
계가 없는 양국간 양해된 상업 베이스에 의한 통상적인 민간신용의 범주의 것”이라
는 표현을 새롭게 제안했다.162) 얼핏 완화된 표현 같지만 이것 역시 ‘합의’의 3항은 
청구권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10월 22일, 결국 대표부는 원래의 수정안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했다.163) 31일, 외

161)〈대일 프란트 수입에 관한 건〉(1964.10.10, 외무부)(위 사료철).
162)〈외무부-대표부〉(1964.10.17)(위 사료철). 논의 중 이규성은 니시야마(안)에서 “The 

deferred payment for the exports of the said two plants is of the category of the 
ordinary private credit on a commercial basis”라고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두로 보장할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니시야마는 자신의 새로운 제안은 관계각성 합의를 거
친 것으로 이를 백지로 돌린 후 한국의 안을 가져가는 것은 관계각성 동의를 얻을 자신이 
없고, 시간상으로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검토하는 결과가 되기에 언제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틀 후 오카다는 한국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단 이것은 이규성의 착오로 인한 해프
닝으로 생각된다. ‘of the category’를 뺀 것이 한국의 2단계 안이었다.

163)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이규성이 9월 3일 당시 일 측이 최초 제시했던 “In paragraph 
three of”가 포함된 안으로 받겠다고 말하자 일 측은 그것은 착오였다고 해명하면서 이를 삽
입하려면(세 번째 문단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들어간 이상) 그들로서는 ‘1962년 말’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정확한 일자와 인용될 근거 문서까지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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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는 대표부의 조처를 승인했다.164) 7월부터 시작된 양국의 극한 대립이 근 세 달 
만에 가까스로 멈췄다. 본부는 11월 10일, 대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단 발표할 경우는 ‘순수한 민간차관을 이번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하
고, ‘청구권과 관련 없는’이라는 구절은 넣지 말 것을 지시했다.165) 연말에 통산성에
서 PVC(12.24)와 시멘트공장(12.25), 2건의 수출허가를 승인했다.166)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對국회 답변자료를 준비했다.167)

  첫째 선의의 상업차관이라면 수교 전이라도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천명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 도입 예정인 PVC 및 
시멘트 플랜트는 선의의 상업차관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서독·프랑스 등으로부터는 예전부터 상업차관을 도입했으나 일본과는 수
교 전이므로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62년 말 청구권에 관한 해결원칙 합의 

들이 삽입할 문서로 제시한 것에는 민간차관 성격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들 
입장의 규정이 있었다. 이것을 수락하면 결과적으로 ‘1억$ 이상’을 협정문에 규정할 가능성
을 봉쇄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한국 측은 최종적으로는 “In paragraph three of” 표현을 삭
제한 수정안으로 합의했다.〈대표부-외무부〉(1964.10.22, 10.27)(위 사료철).

한편 1964년 10월에 대대적인 재외공관 공관장 인사이동이 있었다. 큰 줄기는 군 출신 외교관
들을 민간 외교관으로 교체한 것이었는데, 이때 주일대사가 배의환에서 김동조로 교체되었
다. 당시의 외무부장관 이동원은 주일대사 인사는 태국대사 재직 시 자신이 외무부장관이 
된다면 김동조를 주일대사로 기용하겠다는 자신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자신이 
사무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를 천거했다
고도 썼다. 배의환은 사심 없고 청렴하며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었고, 박 대통령도 그
를 신임했기에 대통령도 처음에는 재고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이동원, 1992《대통령을 그리
며》고려원, 195-196쪽. 김동조는 자신의 만 5년만의 일선 복귀는 이동원을 비롯한 다수 
인사들의 강력한 천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고, 이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동조, 
1986, 앞 책, 246쪽. 당사자인 배의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마무리 직전까지 온 회담 
진행상황으로 보아도 불필요한 조치였기에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배의
환, 1992《보릿고개는 넘었지만》코리아헤럴드, 272-273쪽. 배의환의 이임이 일종의 문책
성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7차 회의 일본 회의록에도 문제가 된 발언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구상서에 배의환의 발언을 명기한 것은 일본의 착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부와 비교해 대표부의 입장에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도 분명했다. 대표부는 대체로 정부
방침 재고를 건의하는 편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교섭 결렬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으나 달리 
보면 이 문제가 갖는 정치적 휘발성을 다소 안일하게 인식한 측면도 있었다. 이 점은 본부 
역시 대표부가 1963년부터 보고했음에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164)〈외무부-대표부〉(1964.10.31, 외무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65)〈외무부-대표부〉(1964.11.10)(위 사료철).
166)〈대표부-외무부〉(1964.12.26)《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3-65》.
167)〈대일플랜트 연지불 도입에 관한 국회 답변자료〉(1964.12.29, 외무부 문서)(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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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업차관을 1억$ 이상으로 하고 수교 전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우리
는 그전까지 한일회담 제 현안의 토의 진행에서 교섭상의 이유로 수교 전 상업차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미수교 국가에 대한 상업차관 제공을 제한했던 
바,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에 유익한 상업차관이라면 필요한 시기에 도입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원래 상업차관은 민간 레벨의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것이므로 청구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일 간은 상술한 바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
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원칙 합의 시 아울러 합의한 것이다. 이번 PVC 및 시멘트 플랜
트 도입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상업차관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수교 전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원칙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구권 문제해결에 수반하는 
자금의 도입은 아니다.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정부는 답변자료와 같이 ‘합의’의 3항은 청구권과 직
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 사전수수가 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청구권자금 총액을 6억$로 선전했던 기존 입장을 스스
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 더는 그렇게 선전할 수 없었다. 바로 이어지는, 양국
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청구권 해결원칙과 아울러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다소 궁
색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렇게라도 함으로써 청구권과의 연관성이라는 불씨를 살
리고 나아가 협정 체결 시 3항을 교환공문 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
다.
  장기영이 입장을 바꿔 민간상업차관은 청구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시인한 것은 이
듬해 협정 체결 직후였다.168) 그러나 언론도 이미 문제를 간파했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진짜 청구권은 3억 불의 무상자금 뿐”, 상업차관까지 청구권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기막힌, 일본에 대하여서도 낯이 뜨겁고 상식이 울어 마땅한 위선”이
라거나 “오직 청구권 몇 억이란 숫자의 마술을 부려보려던 이 나라 외교의 비극적인 
희극이었을 뿐”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처럼 “실리 잃은 ‘헛배불리기’, ‘청구권 장
난’”의 근원은 “바로 김·大平 ‘메모’에서 싹”이 튼 것이었다.169) 이러한 인식은 곧 “가
장 위험스런 이 돈을 청구권이라고 공식으로 PR해온 정부는 그 잘못을 왜 국민에게 

168)《동아일보》1965.6.23.
169)《동아일보》1965.4.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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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않는지” 묻는 것으로 이어졌다.170)
  본질적으로 보면 문제의 근원은 민간상업차관을 청구권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사
실 말 그대로 通常의 상업차관은 굳이 한일협정이 아니더라도 수교한 국가의 민간에
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동시에 양국에게는 이 3항이야말로 절묘한 묘수이기도 했다. 즉 
자금의 명목은 물론 총액으로 대립했던 양국은 ‘통상’의 상업차관을 끼워 넣어 총액
을 각각 6억$와 5억$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했다. 또 이것은 수교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협력 논의를 가능케 한 공
도 컸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애매모호했던 3항 상업차관의 성격은 바로 그것이 열어젖힌 경
협 논의과정에서 화근으로 돌아왔다. 교섭 중인 자본재 연불거래들이 3항에 포함되
는지, 나아가 3항은 청구권인지를 둘러싼 양국의 전혀 다른 이해와 셈법은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다. 극히 역설적인 상황임과 동시에 
소위 경제협력방식이란 정치적 봉합이 얼마나 허술했고 무책임한 것이었는지를 절감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 해결방식과 구조는 한일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
다. 청구권회담·협정에서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것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자금
의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명확해졌듯이 그러한 구조는 비단 명목만이 
아니었다. 무상·유상·상업차관이라는 청구권의 기본 해결구조 자체가 태생적으로 모
순이었다. 한일 양국의 청구권 처리과정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자 할 때는 명목만이 
아닌, ‘청구권’에 왜 ‘상업차관’을 포함했는지까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170)《동아일보》19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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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정부의 무역불균형 문제제기 : 경제협력의 또 다른 맥락

  수교 전 경제협력 논의과정에서 또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던 것은 무역, 더 정확히
는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였다. 앞 장에서 보았듯 대일무역은 1950년대부터 극심한 
입초, 불균형 상태였다.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대미교섭안작성특별위원회는 한일 통상·경제협력 이슈에서 무역불균
형 개선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수입제한을 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으
로 보았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차관 및 경제원조의 주된 목적이 한국의 국제적 입지
와 경제향상이라면 경제협력을 운운하기 전에 대한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
다.171) 일본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협력을 들고 나왔다
면 한국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협은 호혜원칙에 입각한 통상 증진”이라는 논리로 
대항하고자 했다.172)
  정부는 1964년 6월, 이른바 대한긴급원조 논의과정에서 무역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긴급원조는 6·3항쟁으로 한국의 政情과 한일회담 전도가 불투명
해진 상황에서 일본이 제안한 것이다.173) 수석대표 비공식회의(6.11)에서 우시로쿠 

171)〈대미교섭안내용 각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대미 경제관계 교섭안 내용 각항에 대한 연
구보고서, 1961》.

172)〈일본정부 외무성 마에다 과장 방한 대비책에 관하여〉(1961.8.4, 외무부 통상국)《마에
다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 방한, 1961.8.7-16》. 무역을 중시한 것은 비단 정부만이 아니
었다. 1965년 4월, 일본 경제시찰단의 방한을 앞두고 경제계는 궁극적인 자립경제를 위해서
는 당면한 청구권 문제보다 무역확대를 통한 자체 역량 강화가 근본과제이며, 이를 위해 입
초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각서라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경향신문》1965.4.6.

173) 일본은 긴급원조라고 불렀고, 양국 논의에서도 통상 원조로 호칭되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assistance라는 용어 대신 economic cooper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
다.《대일 2,000만불 연지불 도입에 관한 한일 간의 각서 교환, 1964-65. 전 2권(V.1 
1964.6-9)》. 비슷한 성격의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예컨대 외무성은 1963년 초, 한국이 
경제적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소비재 연불 또는 후불을 요청할 경우 중공·인도네시아에 대
한 선례에 따라 동등한 수준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준비했다.〈対韓無償及び有償供与実施大
綱(試案)〉(1963.2.21, 外務省)《日本外交文書》60. 또 1963년 9-10월경에는 상품원조도 
논의되었다.〈韓国の肥料延拂輸出要請に関する件〉(1963.9.20, 外務省 経済局 アジア課);
〈在京韓国代表部李參事官の甲斐経済協力局長來訪に関する件〉(1963.10.5, 外務省 経済協力
局 経済協力課)《日本外交文書》64. 한편 한국 문서에서는 1964년 연초, 전 최고위원 오정
근이 방일해 정부 베이스로 약 3천만 달러 원자재를 도입하고, 3년 거치 3년간 농수산물로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나카(田中角榮) 대장대신 등과 교섭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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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정부 고위층 및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사무당국에서 한국의 긴급한 경제실정
에 대한 협력방안으로 소비재 긴급연불수출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견해를 
물었다.174)
  제안의 배경에는 1963년 12월 민정 이양 후에도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며, 
이것이 정정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나아가 외무성은 이를 
한국사회의 반공의식과 민족감정의 문제로 연결했다.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비롯한 
강한 반공의식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따라 점차 희박해질 수 있었
다. 다른 한편 한국인들에게는 분단이 불합리하다는 소박한 의식이 잠재한다고 보았
다. 외무성은 현상 불만이 누적될 경우 이러한 민족감정이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한
다는 여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외무성은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남는 게 자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일회담을 타결하고 자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담의 전도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자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의 대한원조의 중
요한 목표는 반공국가로서 한국의 유지였다. 이 같은 생각의 기저에는 한반도 현상
유지, 즉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경계의식이 깃들어 있었다.175)
  자본재 연불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배의환은 즉답을 피
하는 대신, 부진한 플랜트 대한수출을 실현하고 무역에서 대한수입을 늘린다면 한국
인들의 대일감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부로부터 받은 대일경협 
제1지령은 수출 증대이며, 무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배석한 이규성도 과거 15년간 양국 무역관계는 비정상적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상호
주의 원칙에 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음 회의에서 한국은 대일경제관계의 기본방침이 무역역조의 시정을 통해 경제 

《원자재 도입을 위한 대일 긴급차관 도입교섭, 1964》. 요시자와도 오정근의 교섭과 긴급
원조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吉澤文寿, 2015, 앞 책(b), 190-192쪽.

174)〈대표부-외무부(제8차 수석대표간 비공식회담 보고)〉(1964.6.11)《청구권관련문서》
44, 336-337, 339-344쪽.〈韓国に対する当面経済協力問題に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
(1964.7.29, 外務省)《日本外交文書》68; 신재준, 2018〈국교정상화 전, 한일경제협력 논의
의 전개와 성격〉《역사학보》237.

175)〈韓国に対する援助問題(改正案)〉(1964.6.20, 外務省);〈韓国に対する当面経済協力問題に
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1964.7.29, 外務省)《日本外交文書》68. 신재준, 2018,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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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962 1963 196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농산품 8.7 22.5 16.2 29.6 14.0 16.1 16.3 13.7
수산품 5.8 15.0 10.0 18.2 11.5 13.2 17.8 15.0
광산품 14.8 38.4 13.3 24.3 16.1 18.5 20.1 16.9

공업제품 9.3 24.1 15.3 27.9 45.3 52.2 64.7 54.4
합계 38.6 100.0 54.8 100.0 86.8 100.0 119.1 100.0

체질개선임을 명백히 했다. 긴급원조를 제안한 의도는 고맙지만 식량사정은 생각만
큼 심각하지 않으며 더욱 소비재 도입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근본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176) 계속해서 한국 측은 수석대표는 물론 사무레벨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해 역조 개선의 필요성과 희망을 전달했다.177)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일단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요망사항이 전달되었다.178) 한
국은 1963년 대일수출입이 각각 2,500만$와 1억 6천만$로 1:6의 극단적 불균형 상
태임을 지적하고 적어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를 위해 당시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첫째, 1차산품 수출증대를 위한 일
본정부의 대한수입금지 및 제한조치의 폐지 또는 완화였다. 당시 한국은 무역구조상 
농수산·광산물 등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업제품의 
비중은 1963년 이후에야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다(표 2-8). 대일수출도 마찬가지
였다. 특히 1차산품에는 대일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았다.179)

표 2-8. 1961-64년, 수출의 산업별 구성 (단위: 100만$)

출전 :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한국생산성본부, 395쪽. 자

176) 그보다 수출상품 생산이 가능한 유휴공업시설을 가동하고 외환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원
자재나 시설보수기재 등이라면 장기연불로 받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대표부-
외무부(제9차 수석대표간 비공식회담 보고)〉(1964.6.24)《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
재 도입, 1964》, 346-349, 351-358쪽.

177)〈経済協力問題等に関する韓国側要請に対する〉(1964.6.25, 外務省 アジア局 北東アジア
科)《日本外交文書》68. 예컨대 배의환-오타(외무성 차관, 6.15), 김현철(행정개혁조사위원
회 위원장)·배의환-요시다(전 수상, 6.30) 만남.〈대표부-외무부〉(1964.6.15, 7.1)《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대일자본재 도입, 1964》.

178)〈韓国援助問題に関する韓国側要望內容〉(1964.6.25, 外務省 経済局 アジア課 / 経済協力
局  経済協力課)《日本外交文書》68.

179) 1964년 기준, 예컨대 수산물 전체는 68%(그 중 魚介類는 67%), 광산물은 73.5%에 달
했다. 대미의존도가 높았던 생사(76.6%), 합판(97.9%), 의류(62.5%) 등과 확연히 구분된
다.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한국생산성본부, 298, 400
쪽. 그 가운데서도 활선어, 어개젓류, 김의 대일수출비율은 거의 100%였다. 상공부, 1971
《상공백서》44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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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일)

생산량
(한) 대일수출 수출가격 관세

(종가율)
도매가격

(일)
소매가격

(일)
57 14,580 - 960 1.2 - 2.37 -
58 20,910 - 210 1.3 13.69 2.49 -
59 22,950 - 790 1.3 11.73 2.37 3.59
60 38,370 - 840 1.3 13.71 2.48 4.28
61 38,840 - 1,000 0.7 15.16 2.13 3.84
62 39,230 8,995 1,000 1.2 47.25 2.22 3.61
63 38,810 6,226 1,000 1.2 46.35 2.31 4.08
64 44,390 11,642 2,000 2.6 19.15 - 6.09
65 31,900 7,640 2,500 1.4 - - 5.97

료는 한국은행.

  1차산품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중시한 것은 수산물이었다. 특히 김이 중요했다. 식
민지기 주로 일본으로 이출되었던 김 양식은 해방 후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우선 현재의 수입할당제를 폐지하고 자유화하거나 어려울 경우 적어도 할당
량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1961년부터 연간 100만束을 수입했으나 한국은 
500만束 수출을 희망했다. 관세 인하도 요구사항이었다. 일본은 수입가격에 따라 부
과하던 기존 종가세 15%를 버리고 1961년 6월부터 束당 200円의 종량세로 전환했
다. 이것은 종가세로 환산 시 약 40% 이상으로 기존(실제 약 10-15% 내외)과 비
교해 현저한 고율이었다. 한국은 다시 종가세 15% 이하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더하여 일본은 수량뿐 아니라 수입시기도 자국의 김 생산기간을 피해 대체로 4-9
월로 제한했다. 이 시기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복잡한 유통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해태수입협회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했는데 중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일본 도소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컸다. 달리 보면 일본국내가격에 비해 
염가로 수출되는 형편이었다. 1963년을 예로 보면 수출가격은 束당 1.2$인데 반해 
일본 내 도매가격은 2.31$로 거의 2배였고, 다시 소매가격은 4.08$로 도매가격의 
1.8배에 달했다(표 2-9).

표 2-9. 1957-65년, 김 대일수출 관련 현황

출전 : ①〈対韓国経済協力(第2次案)(貿易関係)〉(1964.7.28, 経　ア)《日本外交文書》68의 ‘일
본해태 생산량’, ‘한국해태 수입량과 가격’, ‘한국해태 수입가격과 관세’, ‘일한 해태 가격비교’; 
②〈제4차 한일무역회담 자료(수산부분)〉(수산청)《한 · 일본 무역회담, 제4차, 서울, 
1967.7.13-14》의 ‘과거 5개년간 양국 해태생산실적 비교’, ‘과거 3년간의 해태 수출량’, ‘일본



102

연도
일반무역 
총수출
(A)

보세가공수출
(B)

대일 
보세가공수출

(C)

보세가공용 
원자재 

수입(D)

대비
A:B / B:C / 

B:D
62 54,813.000 1,152.502 - 787.288 0.02    -    

의 해태 생산량과 판매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일본 자료의 출처는 농림성과 일본해태수입협
회.
# 각 원문의 단위를 편의상 조정하여 작성. 생산량과 수출량의 단위는 1,000束, 수출 및 도소
매가격 단위는 束당 $, 관세는 %.
## 원문의 단위를 조정하면서 가격 항목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관세 항목에서 1962년부터는 束당 200円의 종량세.

  수입할당제의 폐지(자유화) 또는 완화 요구는 다른 수산물 대부분 및 기타 농축
산·광산물의 경우도 공통적이었다. 주요한 수출품으로는 오징어·방어·전갱이·고등어·
꽁치를 비롯해 기타 선어·염간어류(자유화) 등이 있었다. 농축산물의 경우 잎담배, 
그리고 생돈·생우·技肉(냉동쇠고기) 등이 해당했다. 일본의 검역 한도가 월 2,500두
인 점과 검역에 수입 후 닷새가 소요되는 점이 수입 촉진의 장애였다. 광산물로는 
무연탄과 인상·토상 흑연의 자유화 및 관세 인하를 요구했다. 대미의존도가 큰 중석
과 달리 흑연은 일본의 수요와 연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일수출 의존도가 절대적
이었다.180)
  둘째, 제조업 분야에서 중시했던 것은 보세가공무역과 그 증진을 위한 제반 제한
조치의 개선이었다. 1960년대 초까지 보세가공이 총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그리 높
지 않았지만 별다른 자원·자본 없이도 가공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
론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 의지가 강했다. 검토 중인 대상품목은 피복·조화·미싱·스카
프·모직물·어망·비닐론 手袋(장갑)·인형 外裝·야구 글러브·트랜지스터·라디오·견직물·
알루미늄 原板·양식기 등 다양했다. 그러나 보세가공의 원료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
는 반면 가공 후 수출은 미주 지역 위주로 대일수출은 극히 적었다(표 2-10).

표 2-10. 1962-67년, 연도별 보세가공수출실적 (단위 : 1,000$)

180)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 위 책, 312쪽. 1958-61년, 4년간 흑연 총생산량 중 대일수출
의 비중은 64.9%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1차산품 개발수출도 주요한 요구사항의 하나였다. 
광물의 매장현황 및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농산물 종자 개량, 수산 양식기술 등이 그것
이었다. 이들 분야에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해 개발하고 나아가 가능한 경우 일정액의 
수입(대일수출) 약속까지 받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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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63 86,802.000 4,885.646 79.707 3,346.698 0.06   0.02   

0.69
64 119,056.000 5,644.636 119.256 4,839.790 0.05   0.02   

0.86
65 180,450.000 19,669.661 1,359.197 12,331.603 0.11   0.07   

0.63
66 255,751.000 27,965.028 3,086.262 23,762.052 0.11   0.11   

0.85
67 358,592.000 57,617.000 22,137.000 23,024.000 0.16   0.38   

0.40
출전 :〈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준비자료 – 경제분야(잠정적인 의제)〉(1968.7, 경제기획원)
《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1 사전준비철)》

  보세가공무역은 일정한 보세가공계약에 의해 계약 당사국으로부터 원료 또는 반제
품을 무상수입하고, 이를 보세공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제품화하거나 조작하여 위탁
국으로 재수출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 원료를 유상으로 수입했고, 원료 수출국과 전혀 관계없이 완제품
을 수출했으므로 엄격하게 보면 일반가공무역과 다르지 않았다.181)
  따라서 한국이 희망한 것은 보세가공이란 개념에 걸맞게 원자재 및 기계를 無換으
로 수입(대한수출)하는 것이었다.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통상
적인 방법을 피해 우선 무상으로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대금으로 결제한다는 구상
이었다. 다음으로는 제품 수입관세 인하를 희망했다. 특히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 제품가격 전체가 아닌, 부가가치분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
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어선·漁具의 대한수출 허용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양국 어업의 경합, 
평화선 및 어선 나포 문제 등의 이유로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어선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즉 1953년 6월, 대한국어선수출은 목조 古船(원칙적으로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자국 어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뜻의 내각 결정(각의요
해)에 따라 수산청에서 대한어선수출 허가기준을 만들고 수출허가를 엄격히 제한했
다(표 2-11).

181) 한국생산성본부, 1963《보세가공무역의 효과분석》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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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 및 선령 5년 미만 선령 5년 이상의 중고선
20G/T 미만 가능 가능
20-30G/T 가능(巾着網 불가) 가능

30G/T 이상(木船) 불가 가능(底曳, 巾着網, 
さば一本釣 불가)

30G/T 이상(鋼船) 불가 불가

표 2-11. 일본 수산청의 대한어선수출 허가기준

출전 :〈対韓国経済協力(第2次案)(貿易関係)〉(1964.7.28, 経·ア)《日本外交文書》68.
# 巾着網: 두릿그물[旋網]에 속하는 어망. 주로 한국 남해안의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와 원양
어업에서 가다랭이 ·다랭이등을 어획하는 그물어구. 底曳: 저인망. さば一本釣: 고등어를 한 마
리씩 낚는 어법.

  역조 개선 요구는 비단 대표부에게만 맡겨진 과제는 아니었다. 외무성 직원들이 
한국 정정 시찰 차 출장 왔을 때 외무부 정일영 차관과 김정태 동북아과장은 약 2천
만$의 긴급원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협력은 늘 야당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의 사
전수수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거액은 아니더라도 수입을 늘려주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면서도 일부 비자유화품목은 대부분 우리 수출품에 
해당해 이는 대한규제에 다름 아니라거나 해산물 수입제한과 어선 수출금지 등은 고
압적 입장에서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조치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러
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무역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다.182)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역확대균형이 논의되는 맥락이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대일
경협이 곧 일본의 경제적 지배로 이어질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일수출을 늘려야 했다. 무역과 경협이 연결되는 고리이자 
한국의 관점에서 경협의 의의·의미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
  미국, 특히 한국대사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버거
(S. Berger)는 귀국 중 일본에 기착해 7.11 요코타(黃田) 사무차관의 초대로 식사하
며 한국사정 및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에 앞서 외무성으로 우시로쿠를 
방문해 대담하기도 했다.
  버거는 한국인의 일본관 개선을 위해 이제껏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1차산품

182)〈韓国視察出張報告〉(1964.7.25, アジア局 広瀬　參事官 / 條約局　小和田　事務官)《日本外
交文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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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합판·라디오라도 점차 수입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수입액의 증대 자체보다 한국인들의 대일 불신감을 줄이는 제스처로
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때마다 크게 선전하고, 드라마틱하게 포장
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인상을 남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183)주한미국대사관의 도허
티 공사와 하비브(P. Habib) 참사관도 교섭의 진전을 도모코자 한다면 무역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184)
  제안을 받은 일본정부도 큰 테두리에서 대한경제협력방안을 검토했다.185) 먼저 6
월 말 외무성 아시아국은 한국의 대일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
을 검토했다. 수산물은 1961년 10월 이후 이미 많은 부분이 자유화되어 고등어·전갱
이·정어리·꽁치·방어·오징어·대구·청어·말린 청어알·가리비·관자 등만 수입할당품목으
로 남았다. 이들은 주로 연안어업 보호 필요성에 따라 자유화가 보류된 것으로 ‘한국
산 활·냉동 및 염간 어패류(전갱이·고등어 제외)’로 일괄하여 한국만의 싱글 쿼터로 
할당했다(1962-64년, 100-130만$). 이를 통해 주로 방어와 마른 오징어, 명란젓을 
수입했다.
  외무성은 이들 잔존 수입제한품목은 국내 생산자 보호나 시장 안정의 견지에서 탄
력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100만束 이내로 수입해달라는 1956년 중·참의원 농림수산위 요청이 있었다. 더
욱 어선 나포 가능성은 정치적 결단도 어렵게 했다. 따라서 현행 제 규제를 즉각 완
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외무성의 입장이었다. 단 방어나 마른 오징어와 같이 점
183)〈前駐韓バーガ米大使との內話に関する件〉(1964.7.13, 外務省 アジア局 北東アジア課)

《日本外交文書》68. 버거는 이상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무역사절단이 아닌, 구매사절단을 
한국에 보내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며 그때 한국이 아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므로 뭔가 합
리적인 요망을 해올 것을 기다리기보다 일본이 무엇을 우선 구매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을 권고했다. 관련하여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여하튼 대국이므로 일본이 먼저 양보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184)〈韓国視察出張報告〉(1964.7.25, アジア局 広瀬　參事官 / 條約局　小和田　事務官)《日本外
交文書》68. 해산물 수입제한의 경우 일본의 주된 고려사항이 경제적 이유인지, 정치적 이
유인지 묻고 자신은 경제적 이유에 불과한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넌지시 정치적 
고려를 더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일 측은 나포사건 예로 들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며 정치적인 국민감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일교섭의 원활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도 자국의 정치적 요인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비브
는 나포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무역확대 제안을 한 데 묶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5)〈韓国に対する援助問題(第2改正案)〉(1964.6.29, 外務省 北東アジア課)《日本外交文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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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수입을 약간 늘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김도 
비슷했다. 고려의 여지가 있는 통관기간 외에는 제 규제를 즉각 완화할 수 없지만 
생산량 및 가격추이에 따라 추가 할당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음 어선수출의 경우 船腹 확장을 규제하는 국내 사정에 더해 자국 어선에 대한 
나포사건이 계속되는 한 간단히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953년 최초의 결
정이 각의요해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방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층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했다. 단 자국이 수출을 억제해도 타국이 할 수 있을뿐더러 최근 제3
국(대만)의 대규모 어선도입 국제입찰에 자국 업자들도 참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은 
딜레마였다. 한국과 어로 경쟁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은 일
본이 이 문제를 주로 정치적 견지에서 바라봤음을 의미했다.186)
  보세가공수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역위탁계약’을 활용하고자 했다. ‘역
위탁계약’에 의한 원료 등의 수출은 표준 외 결제로 계약과 함께 통산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가공임이 적정한지 등 계약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어떤 국가/업자와의 
계약도 승인되며 차별 없는 상황으로 파악했다. 단 한국이 요청하는 원재료 무환수
입(가공 후 제품 수출 시 수출대금의 일부로 결제)은 대금 회수가 불안정하기 때문
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통산성의 일각에서는 대한수출 진흥의 견지에서 5-6개월 이
내의 D/P 또는 D/A187)를 인정(현재 미국 및 아시아 제국을 제외한 자유권 제국의 
다수 국가들에게 인정하고 있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고, 실현될 경우는 한국의 
요청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가공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연불은 
별개의 문제이며, 수입관세 역시 국내 산업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
세가공제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하하는 것은 반대했다.

186)〈対韓国経済協力(第2次案)(貿易関係)〉(1964.7.28, 経　ア)《日本外交文書》68.
187) Documents against Payment(지급인도조건). 화환어음의 송부를 받은 은행이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수입업자는 미리 신
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고 화물과 함께 송부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에서 대급지급과 동
시에 인수할 수 있다.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조건).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
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화환어
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환증이나 선
적서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불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
경제, 매경닷컴)(2019년 7월 25일 검색). 둘 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무신용장 결제
방식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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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품목) 한국 희망 일본 방안1안 2안

1
차
산
물

김
·자유화(최저 연간 500만束)
·관세(종가세 15% 이하)
·수입시기제한(4-9월) 폐지
·수입업자지정제도 폐지

250만束 할당
금년 50만束 추가
할당
(총 250만束)

마른오징어 자유화(적어도 금년 10만 피클
(약 250만$) 할당 8만 피클 할당

금년 200만$ 추가
할당
(총300만$)

방어 자유화 130만$ 할당
꽁치·기타 
FA어개류 자유화 -

전갱이·고등어 자유화 수십만$ 할당

소·돼지·
냉동쇠고기

·자유화
·검역기간 단축
·검역두수 증가

돼지
(연간 3만頭)
장기계약

·돼지(연간 3만頭) 
수입 가능토록 외
화할당 증대
·검역제도는 현행 
유지

무연탄 자유화 30만 톤 할당 30만 톤 수입할당
인상흑연 관세 감액 관세 감액 현재로서는 곤란
토상흑연 자유화 - 자유화 곤란
잎담배 자유화 500톤 구매 500톤 시험수입

쌀 14,000톤 구매 14,000톤 구매
어선수출 어선·어구 수출허가 -

·어선은 계속 검토
·어구는 금지하지 
않음

보세가공
·원재료·기계 무환수출
·半제품 수출허가
·제품수입관세 감액

- 가능한 조치를 계
속 검토

표 2-12. 일본의 대한경제협력(무역) 방안(1964.7, 외무성)

출전 :〈対韓国経済協力(第2次案)(貿易関係)〉(1964.7.28, 経　ア)《日本外交文書》68.

  일본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것에 가까웠다. 한국의 대일감정 완화 및 1차
산품의 경우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것이었고, 기존 조처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 하진 않
았다. 또 나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부 수입증대를 검토했다.
  검토를 거쳐 7월 중순, 일본은 아카기(赤城宗徳) 농상의 이임 전 선물이라며 무역 
증대 1차 조치로 김의 연간수입할당을 100만束에서 200만束으로 늘리기로 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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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요망사항은 계속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188) 그러나 그 
외에는 대체로 미진했다. 김 추가 50만束 수입은 농림성이 신중한 태도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 11월에 가서야 현재 김 생산철이므로 내년 4월까지 곤란하다고 답했
다. 방어와 오징어의 쿼터 증액도 난색을 표했다. 어선 수출금지 해제는 원칙적으로 
가하다고 하면서도 어선(3척)과 어부(16명) 나포·억류와 관련해 확답을 피했다.189)
  무역 문제는 1965년 2월, 시이나 외상 방한 시 양국 각료 및 실무 레벨에서 다시
금 논의되었다.190) 가토(경제국 차장)와 아카자와(赤澤璋一)(통산성 경제협력부장), 
문덕주(외무부차관)와 전상진(통상국장)의 논의에서 일 측은 첫째, 김 등 수산물의 
경우 올해는 자국도 풍작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산청은 한국산 김 50
만束 수입은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어선 
수출은 나포사건이 없어지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은 어업회담에서 다루고 싶다고 밝
혔다.
  한국 측은 야당이 회담 촉진에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도 片무역, 특히 일본이 한국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로서도 이를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으
며, 상호 논의를 통해 한국 어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
면 어업회담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론
했다. 또 이 문제는 어업회담에 앞서, 가능하다면 이번 외상 방한 중이라도 약속할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가공무역에 대해 일 측은 자신들도 관세 면제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았으
나 현행 관세제도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혹 개정
하고자 해도 현재 가공품의 대한 수입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려운 심의
를 거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수입량이 
적어 법률을 개정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반박했다. 즉 원료 

188)〈대표부-외무부(제11차 한일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담 결과보고)〉(1964.7.16)《청구권
관련문서》44, 376-377, 380-385쪽.

189) 단 방어는 연말연초 수요 증가로 추가수입이 있을 것이며, 오징어는 금년 홋카이도 오징
어가 흉작이므로 수요 면으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
었다.〈한일회담 재개 전의 제문제점 해결에 관한 청훈〉(1964.11.9, 대표부-외무부)《청구
권관련문서》45, 64-67쪽.

190)〈椎名外務大臣韓国訪問(昭和 40年 2月 17日-20日)の際の討議記錄〉(1965.2.25, 外務省 
アジア局 北東アジア課);〈椎名外務大臣一行の訪韓の際における日韓経済関係についての会談
要旨について〉(1965.2.26, 外務省 経済局 加藤)《日本外交文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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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 면세되면 가공무역의 대일수출은 훨씬 늘어날 것이니 재고해주길 요청했다.
  여기서 제도 개정을 거부하는 일본의 논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 측은 자
신들로서는 현행 가공무역방식에서 제품이 반드시 일본에 수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광범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되는 것이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자국 상사 등이 한국이 결여한 세계시장 판매망을 지원함으
로써 한국제품의 시장 확대에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이 원료는 일본에
서 수입하고 제품은 타국에 수출한다는 사고방식은 업계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한국의 저렴한 노임을 이용해 일본에 제품을 들여오면 자국이 한국인을 착
취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장들에서 서술하듯 양국의 노동력과 자본·기술 등을 활용하는 보세가공무역
은 크게 보면 양국의 산업분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런데 이 시점 일본
은 한국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경계했다. 가토와 아카자와의 설명대로 대한 
경제침략 비난을 걱정했을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각료들도 회의석상에서 비슷한 이
야기들을 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었을까. 이들은 해외판로 개척에 자국 상사의 
기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사의 활동보장은 수교 후 소위 한국경제의 환경정비 요
구로 이어지는 쟁점이다. 요컨대 보세가공을 매개로 한 한일 산업분업에 소극적이었
던 것은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의 환경정비가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시이나는 장기영을 만나 자국의 비자유화 7%191)는 하드·코어품목으로 반드
시 한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자국에서는 여야 모두 비자유
화 농수산물의 자유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수입할당을 늘리는 것이 오히
려 이익일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장기영은 장차 가공무역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자 하
며, 일본이 한국산품을 싸다고 생각하면 구입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원(2.19)은 첫째, 무역 균형은 좀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의 곤란한 점도 이해
하지만 금후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경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
다. 둘째, 그는 이 문제를 명확히 제시해 국민들이 일본도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준다

191) 일본 농림수산물의 자유화 정도는 1959년 10월 43%였던 이래 1960년 1월 54.8%, 
1962년 4월 77%, 1964년 10월, 92.3%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단 이것은 쌀과 맥류 등 국
가무역품목은 제외된 것으로 실제 자유화율은 50% 수준을 하회했다.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 앞 책,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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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과거의 감정을 잊고 일본을 존경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여하튼 일본은 대국의 입장에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원 발언의 진의는 경협을 통해 한국경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을 것이
다. 그렇지만 무역 균형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한 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읽기
에 따라 무역불균형 개선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서술하듯 이 시기 경
제 수장인 장기영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냥 지나쳐
지지 않는다.
  이상 일련의 논의에서 하나 가시적 성과라면 무역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논의의 시작이었던 1964년 6월에 한국이 무역회담 개최(서울)를 제안했다.192) 
단 상품별 목표액을 제시하는 무역협정과 같은 것은 일본이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해 수산물 등의 수출 증대나 연불수입 등을 의제로 하는 일종의 경제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일 측의 첫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우시로쿠는 사견을 전제로 정
식회담을 열어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을 
우려했다. 대신 그는 그러한 틀에서 서울에 자국 통상대표부와 같은 기관의 설치의
사를 타진했다.
  일본은 근 반 년이 지난 시이나 방한 시 이 문제에 동의를 알렸다. 대신 여러 조
건이 있었다. 시기는 농상회담 이후로 하고, 회담 내용도 양국 통상관계 전반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농수산물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고 그 외의 1
차산품이나 공업제품 등의 수출력 증강 문제도 쌍방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각료급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고급관료 레벨에서 
문제를 다루고 필요하다면 각료급 회의를 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시기의 경우 어업수역 등 마지막까지 대립하고 있던 어업 문제와 관련해 먼저 농
림부장관 회담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
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무역회담에서 자국 입장을 조절하고자 한 것이었다. 의제의 
경우 대한수입 금지/제한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상사 활동보장과 같은 자신들의 관
심사도 같이 올리려는 심산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요구에 대항하는 의미도 있었다. 

192)〈日韓経済会談及び対韓援助に関する件〉(1964.6.15, 外務省 北東アジア課)《日本外交文
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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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관급 회담을 피하고자 한 것은 쌍방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를 대비한 것이었다. 무역회담은 3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일련의 수출입 금지조치에 대해 그들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국내산업 보
호와 같은 순수한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 평화
선에 대한 보복조치에 기인하며, 일 측이 어업협정 등 정치적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
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주한일상사 과세 등 다른 쟁점과 엮일 우려도 상존했
다.193)
  한국의 관점에서 이 시기 무역 문제는 청구권을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
본의 의도에 맞서 제기된 것이다. 그 점에서 경제협력의 한국 측 맥락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다른 맥락, 즉 청구권의 해결방식으로서의 맥락이 한일협정 체결로 
이어진 것과 달리 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지 못했다. 무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
만 회담 의제가 경제관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성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한 기저에는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동상이몽격의 사
고방식이 있었다. 한 일간지도 잘 지적했듯 한국은 “대일교역에서 엄청난 입초 시정
할 수 있도록 일본이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것”을 경협의 근간으로 생각한 반면, 
일본은 “한국이 추진 중인 공업화에서 자국 플랜트를 수입케 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
다. 따라서 “양국이 생각하는 경협의 거리를 메우는 노력 없는 한 한낱 공염불에 그
칠 공산”이 클 것이란 우려를 기우라 할 수는 없었다.194)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려는 
한국의 시도와 자신들의 또 다른 경제적 관심사의 해결을 우선하고자 했던 일본의 
입장은 수교 후에도 팽팽히 맞서게 된다.

193) 대표부는 이들의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의 정지작업으로 상대의 요망
사항(어선·어부 석방, 주한일본상사 과세, 주한외무성관료용 승용차 반입 등) 중 적어도 첫
째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했다.〈한일회담 재개 전의 제문제점 해결에 관한 청
훈〉(1964.11.9,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45, 64-67쪽.

194)《동아일보》19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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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한일협정 체결 후 청구권자금 사용과 무역 논의의 확대 
(1965-67년)

  1965년 6월 22일, 한일 외무부장관은 도쿄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과 기
타 총 30여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들은 각기 국회비준을 거쳐 12월 18일, 서울에
서 교환되었다. 이로써 해방/패전으로부터 꼭 20년 만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
어 다양한 교섭채널이 만들어졌다(1절). 그러나 그것이 곧 국교‘정상화’였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앙금과 불신·경계하는 광범한 국민감정은 그대로였
다.1) 양국의 고위관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했지만 그것을 보
여줘야 할 청구권자금 사용은 실시계획 단계부터 삐걱거렸고(2절), 무역 문제는 오
히려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3절).

1. 경제교섭채널과 청구권자금 사용구상

1) 각종 교섭채널의 구축

  한일회담 타결이 양국관계의 중요한 轉機였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관계
의 기본지표라 할 수 있는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1963-64년만 하더라
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출입국자 수는 연간 4천 명 수준이었으나 1965년에는 거
의 1만 명에 육박했고, 1966년에는 3만 명을 넘었다. 5년 후인 1970년에는 10만 명
에 근접했다(표 3-1).

표 3-1. 1963-70년, 일본인 출입국자 수
1) 협정 가조인 후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우리

의 주체의식과 노력 여하에 달렸으며, 대일경제협력은 경제발전을 촉진할 충분하고 유리한 
계기라고 선전했다. 대한민국 정부, 1965,《한일회담 합의사항》. 7월에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는 5개 대일 시정공약을 발표해 국민 다독이기에 나섰다. 공약은 주체성 
확립과 외래 풍조의 방지, 모든 형태의 경제적 침략요소 제거를 강조했고, 청구권자금은 여
야 공동관리기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동아일보》
1965.7.23;《경향신문》1965.7.26. 이후 당청은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14개 현행법령 개정과 13개 법령 제정에 나섰다.《경향신문》1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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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4,482 4,634 9,983 32,970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 49,016 61,960 96,141

출전 : 경제기획원《한국통계연감》1964-71, 각 편.

  1965년 일본인 출입국자는 미국을 제치고 외국인 중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 
등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商用 목적의 출입국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주로 청구
권자금에 의한 플랜트 수출과 기술용역 등의 검토-분석 및 한국 업계와 접촉을 목
적으로 한 재벌회사 직원들이 많았다. 관광 목적의 경우도 대부분은 상용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울산과 같이 일본 기술자들이 “자칫하면 내 나라 아닌 착각
을 일으킬 정도”로 “판을 치고” 있는 지역도 생겼다.2)
  양국 정부간 교류도 민간만큼 대폭 확대되었다. 제 조약·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분야마다 여전히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했다. 경제관계만 보더라도 앞으로 서술
하듯 청구권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 무역·재정협정 등 
1950년대를 지탱했던 관련 잠정협정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정부관계자들은 마주 
앉아야 했다. 다른 한편 특정 현안을 직접 협의하지 않더라도 정재계 인사들을 중심
으로 한 민간 또는 반관반민 성격의 협의체도 다수 있었다. 수교 후 경제교섭의 흐
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후죽순처럼 생긴 각종 정부 차원의 교류채널을 개괄
적으로라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부록 6).3)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된 회의체는 한일무역회담이다. 앞 장에서 보았듯 1964년 
대한플랜트 연불수출-긴급원조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1965년 3
월, 시이나 외상의 방한 시 1차 회담이 열렸고, 협정 비준에 맞춰 무역·재정협정을 

2)《경향신문》1965.11.19;《동아일보》1966.12.17.
3) 전체 논지 및 범위에 맞춰 정부 및 민간경제계 교류채널(회의·회담)의 개요를 서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관련하여 이현진, 2010〈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과
정〉《사림》35;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2015〈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
정〉《일본비평》12의 연구를 참고. ‘채널’보다 인적 교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는 박진
희, 2002〈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일 인맥’의 형성과 역할〉《역사문제연구》9; 류상영, 
2003〈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한국정치
외교사논총》24(2); 야나기마치 이사오, 2005〈전후 일한경제관계 형성에 있어서 양국 재계
인의 역할〉《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6권; 안소영, 2011〈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 국
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한국정치외교사논총》33(1) 등의 연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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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고자 했던 12월에 2차 회담이 있었다. 1966년부터는 매년 서울과 도쿄를 오
가는 연차회담으로 정착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장수했다. 한일회담 일정과 겹쳤던 
1-2차 회담은 양국 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3차 회담부터는 외무부처 주
무 국장을 대표로 하는 국장급 회담으로 바뀌었다.
  무역회담은 1960년대 양국 무역, 나아가 경제관계를 들여다보고자 할 때 가장 우
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회의체다. 회담의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 관련 쟁점
은 모두 여기를 기본으로 거쳤다. 매번 각료회의보다 앞서, 그것도 주로 한두 달 먼
저 열리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각료회의에서 다루는 무역관계 의제에 대한 일종의 
사전절충의 성격을 띠었다. 다른 한편 무역회담의 논의에 따라 1차산품 수출 촉진이
나 보세가공 등 각 의제별 실무회의가 열리거나 조사활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무역
회담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실무 논의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정책적 층위까
지 엿볼 수 있다.
  한일정기각료회의는 무역회담보다 고위 레벨의 회의체이다. 원래는 1966년 경제각
료간담회로 출발했다. 이 해 5월,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논의 차 런던으로 출
국한 장기영 부총리가 일본에 들러 사토(佐藤榮作) 총리, 후쿠다(福田赳夫) 대장상 
등과 회담한 자리에서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연차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
로 합의한 데서 비롯했다.4)
  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무·농림·상공·교통 
등 경제 관계부처장관이 출석했고, 일본에서도 각 파트너에 해당하는 경제기획청장
관 및 대장·농림·통산·운수성대신이 참여했다(양국 대사 포함). 1965년 직후에는 아
무래도 무역보다는 청구권자금의 원활한 사용이 경제관계의 초점이었다. 상업차관은 
민간 업자들의 교섭을 바탕으로 했지만 단기간 도입이 집중되면서 속도조절을 위해 
정부간 협의가 필요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무역회담보다 외연이 넓은 회
의체가 필요했던 것이 각료회의를 구상한 배경이었다. 더욱 청구권자금의 연간한도
를 넘는 조기집행 같은 문제는 정치절충이 불가피했다.5)
  경제각료간담회는 이듬 해 1967년부터 외무부장관/외상이 참여하고(의제에 따라 

4)《경향신문》1966.5.16;《매일경제신문》1966.5.17.
5) 이현진은 지지부진한 청구권자금 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정치회담의 형식으로 매듭지으려 한 

것이 경제각료간담회의 개최 배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2011〈1960년대 후반 정세변
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 –한일정기각료회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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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수산청장도 참석) 의제도 양국관계 일반을 포괄하는 각료회의로 확대 발전했
다. 기본적으로 국가간 회담이므로 국제 및 양국 정세라든지 사할린교포 귀환과 같
은 외교의제도 다뤄야 한다는 외무부처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법무·문교부장관도 출석시켜 법적 지위와 교육 등 재일동포 문제까지 다루고자 했지
만 일본의 강한 거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
  각료회의는 양국의 경제 현안 전반은 물론 그리 자세하진 않지만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인식까지도 일정 정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양국관계에서도 아시아정세와 안보 문제가 보다 중
요해지는 양상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또 당연히 무역회담보다 논의수준이 높은 것
도 이 회의의 특징이다. 장기영은 1차 각료회의 개회식 인사말에서 “모든 문제를 경
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인의 사고”6)로 상의하자고 했지만 철야까지 이어진 논의양상은 
정작 정치절충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회의체가 이 시기 양국 정부교섭의 주요 통로였다. 이외에도 한국은 청구권
협정의 이행을 위해 주일대사관과 별도로 주일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이하 사절
단)을 도쿄에 설치했다. 사절단은 청구권자금에 관한 공식 협의체인 한일합동위원회
를 통해 정부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하는 기능 외에 구매계
약의 체결 및 실시, 인증계약 등 관련 제 서류의 송부-전달 역할을 담당했다. 위의 
연례적인 회의체들과 달리 일본정부와 상시 소통하는 실무조직이었던 셈이다. 사절
단 단장은 공사급으로 초대 단장은 대통령비서관이었던 민충식이, 이후로는 주로 경
제기획원 차관보급에서 임명되었다.

2) 한국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구상

  협정 체결 직후 외무부는 대일기본정책을 점검했다. 기본정책의 핵심은 국가의 주
체성 확립, 그리고 국가이익의 적극적 추구였다. 그 연장에서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청구권자금 및 기타 경제협력을 정치적 저의를 갖고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

6)〈주일대사관(이하 대사관)-외무부〉(1967.8.9)《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4권(V.2 본회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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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주관부처 협조부처 기일*
대일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제기획원 7.26

同 시행령 경제기획원
상공부·한
국은행

및 
관계부처

7.26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 경제기획원 7.26
민간인의 대일청구권에 대한 보상방법 및 同 법률 재무부 외무부 7.26

협정실시세목절차 작성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8.2
무상제공의 초년도 실시계획 작성 경제기획원 관계부처 8.2

장기저리차관의 대상사업 세부계획 작성 관계부처 8.16
차관계약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 경제기획원 외무부 7.26

구매절차를 규정하는 국내세부규정 경제기획원 재무부·한
국은행 8.2

일본 엔화의 지정통화조치 재무부 한국은행 협정비준 
후

상사중재위원회 설치 상공부 법무부 12월

히 봉쇄하고, 무역불균형을 시정해 호혜무역을 확립하고자 했다.7) 한편 비준 후 취
해야 할 조치들도 정리했는데 청구권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금 관
리·운용을 위한 제 기구와 법령을 정비해야 했다. 또 대일관계에서는 구매사절단을 
설치하고 거래은행을 지정하는 등의 같은 각종 미합의사항에 대한 실무협의가 필요
했다.

표 3-2.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의 과제와 추진부처 및 일정

출전 :〈대일청구권자금 수입에 따르는 업무작업일정〉(1965.7, 경제기획원)《경제장관회의안
건 41차-50차에 관한 서류》.
* 각 업무별 준비상황의 경제장관회의 보고 예정일.

  여러 후속업무 가운데서도 청구권자금(이하 ‘자금’)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금’의 용처, 즉 사용방안이었다. 이것은 
소위 血債로 불린 청구권의 성격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총 5억$의 규모를 감안하면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정책의 성격·방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였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협정이 체결되기 한참 전부터 논의되었다.

7)〈한일 제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후 취하여야 할 조치(안)〉(1965.7, 외무부 동북아과)
《청구권관련문서》87, 25-42쪽. 또 일본의 대북 접촉을 봉쇄하고, 아시아 자유진영의 결속
과 안전보장에 대한 기여를 촉구하는 한편 재일교포시책을 확립한다는 방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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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논의가 문서상으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63년 2월이다. 외무부 통상국은 청
구권 해결에 따라 추진될 사업부문을 정무국에 문의하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직
접적 관련 없이 큰 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수력발전과 같은 기초산업과 사회간접자
본, 공공사업부문과 원자재 도입부문 등을 예상했다.8) 다만 아직은 논의의 시작단계
로 구체적 내용이 따르지 않은 막연한 구상 수준이었다. 5개년계획과 별개로 한다는 
원칙은 동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180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연말에는 ‘자금’ 사용의 큰 원칙들이 정해졌다.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원)은 국교가 
연내 정상화하고 1964년 9월부터는 ‘자금’을 집행한다는 가정 하에 5개년계획의 보
완계획으로 ‘자금’의 사용원칙과 용처를 논의했다.9) 유·무상 공통으로 경제적 타당성 
외에 가급적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이 확립되
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한 ‘혜택균점원칙’은 이후 ‘자금’ 사용의 대전제가 된다. 또 앞 
장에서 서술했던 조기사용 의지도 드러났다. 이어 1964년에는 구체적인 사업부문 논
의로 나아갔다.10)
  6·3항쟁으로 인한 중단기간을 거쳐 1965년, 회담이 막바지에 달하자 사용방안 논
의도 다시 활발해졌다. 자연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2월에 한 일간지는 기획원에서 
3월 말로 예정된 한일청구권분과위원회 재개에 대비해 경제과학심의회의(이하 심의
회의)11)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자금’의 예비적 사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
다.12)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댐·철도·통신·항만·水電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심의회의 측
은 비료·제철·화학 등 대규모 공장 건설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고위층은 정치적·전시

8)〈한일청구권 해결에 관한 프로젝트 작성 의뢰〉(1963.2.20, 외무부)《한일회담 청구권관련
문서》41, 40쪽.

9)〈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B안〉(1963.12.10, 경제기획원)《한일회담 청구권관련
문서》42, 162-189쪽.

10)〈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관한 방안(안)〉(1964.2.5, 경제기획원)《한일회담 청구권관련
문서》45, 222-233쪽.

11) 헌법 118조에 의거, 국민경제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 관련 중요 정책수립에 관한 국무
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매일경제》1968.1.31. 
1964년 2월에 발족했다. 당시 상임위원은 박동묘(전 최고회의 의장고문), 이정환(전 한국은
행총재), 신현확(전 부흥부장관), 신태환(전 부흥부장관), 최규남(전 문교부장관). 그 외에 
위촉위원으로 송대순(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남궁련(극동해운 사장).

12)《동아일보》19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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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노려 대규모 사업이나 공장 건설을 주장한 반면, 실무진들은 국제가격과 
비교하기 쉽고 거리관계로 값싼 원자재를 수입해 대충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차관사업용 내자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랜트 등의 자본재는 가격조정면에서 수
입자인 한국이 불리한 반면, 구매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과 국내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 기사의 정확성은 다른 자료와 좀 더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 여
러 의견이 거론되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다. 특히 기사에 
나타난 정부와 심의회의의 견해 차이는 크게 보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간접자본
과 상대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는 기간공장의 구도로 대별할 수 있다. 뒤에 서
술하듯 기간공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선호한 용처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정부도 대한경제협력의 구체적 시책을 준비하면서 ‘자금’ 사용방안을 나
름대로 검토했다. 무상의 경우 한국의 희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서울·부산 등의 
슬럼가를 일소할 주택 건설과 같은 사회후생시설과 사회기반(Infra Structure) 정비
(자본재), 민간차관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울 영세어민용 자재 및 각종 원재료(원자
재), 농업 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기재(기술협력) 등을 자국의 희망분야로 꼽았다. 
유상은 철도·댐·발전소·제철소·비료공장 등 한국경제 안정과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에 
기여할 기간산업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활용한다는 게 외무성의 복안이었다.13)
  4월에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을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 사용원칙을 발표
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점할 수 있고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가와 국민경제 
자립화 기반구축사업에 투자한다. 둘째, 시설재(자본재)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에 따라 원자재와 기계류도 도입한다. 셋째, 기념이 될 만한 대단위 사업에도 일부 
투자한다. 넷째, 국내 생산 물자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입하
지 않는다. 다섯째, 가능한 한 국내 기술진을 최대한 활용한다. 여섯째, 물자 수송은 
원칙적으로 국내선박을 이용한다. 이상의 6원칙이었다.14)
  다음은 유·무상 자금별 사업부문이다. 같은 시기, 공화당에서 사업별 자금배정안을 
마련했다. 무상은 다목적 댐, 철도, 기술진흥사업과 수산용 원자재 및 산업기재 등이, 
13)〈韓国に対する経済協力政策〉(1965.4, 外務省 経済協力局)《日本外交文書》78.
14)《경향신문》1965.4.13. 자금별로는 무상의 경우 첫째 수익성 적으나 자본 회임기간 긴 농

업증산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수산개발 및 건설기간 중 고용효과 큰 공공사업, 둘째 일
반 원자재도 도입, 재정차관은 첫째 원리금 상환 가능하며 공익성 지닌 기간공장 및 수력발
전 건설, 둘째 수출증대 위한 기계류 도입을 사용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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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금액 부문 금액 부문 금액

무상
(3억$)

어업전진기
지 1,000 수산용 

원자재 30,000 다목적 댐 18,000

준설선 6,000 철도건설 10,000 산업기재 
및 원자재 145,000

기술진흥사
업 10,000 예비비 30,000 청산계정 

변제 50,000
유상

(2억$)
제철공장 38,000 공작기계공

장 12,000 비료공장 40,000
수력발전 65,000 송배전시설 10,000 외항선박 35,000

유상은 제철·공작기계·비료공장과 수력발전, 외항선박 등으로 각각 구성되었다(표 
3-3). 1964년의 자금별 사용방안과 비교해보면 먼저 무상에서는 어업부문이 새로 
등장했다. 또한 원자재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예비비로 남겨둔 금액도 상당했
다. 여러 부문이 나열된 무상은 별다른 특색을 찾기 어려운 반면, 유상은 대규모 기
간공장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표 3-3. 청구권자금 사용방안(1965.4, 공화당) (단위 : 1,000$)

출전 :《동아일보》1965.4.20.

  7월에 장기영이 발표한 여당과 심의회의·기획원의 1차 심의를 마친 사용방안은 공
화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8월에 보도된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용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10월 중순이었다.15)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영 등으로부터 
정부-여당 1안을 보고 받고, 지나치게 사무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각 부처 요구
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인상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 중점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비
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원(안)과 별도로 원용석 무임소장관 중심의 
안(이하 원(안))을 마련해 각각을 비교 검토, 하나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16)
  이어 11월 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사용방안에 대한 당청 연석회의가 열렸
다. 여기서 원(안)이 논의되었다. 이 안은 무상 3억 1,930만$, 유상 2억$, 상업차관 

15)《동아일보》1965.7.7, 8.3. 7월(안)은 4월과 비교했을 때 송배전시설이 유상에서 무상으로 
이동했고, 유상의 비료공장이 삭제된 대신 석유화학공장이 새로 등장했다. 8월(안)은 7월과 
비교했을 때 무상에서 한강철교 복구가 추가되었고, 유상의 각 항목들이 좀 더 자세해졌다
(예컨대 석유화학공장은 연간 40만 톤, 제철공장은 선철 30만 톤과 같이 규모·제원 추가).

16)《동아일보》1965.10.12;《경향신문》1965.11.4. 1안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으나 
대체로 표와 앞 문단의 7월(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획원이 주도한 사용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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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무상 재정차관 상업차관 계(100만$) 내자
(10억 원)

농업 53.8 11.4 65.2 17.4
수산 44.0 91.0 135.0 15.0

중소공업 50.0 50.0 10.0
다목적 댐 45.8 45.8 15.0

기타 15.7 87.4 93.1 196.2 15.0
원자재 160.1 160.1
예비비 16.8 104.5 121.3

청산계정 45.7 45.7
합계 319.3 200.0 300.0 819.3 72.4

3억$, 총 8억 1,930만$ 및 이에 부수되는 내자를 724억 원으로 계상했다(표 3-4).

표 3-4. 청구권자금 사용방안(원(안), 1965.11.2)

출전 :《경향신문》1965.11.3;《동아일보》1965.11.3. 원 표의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은 편의
상 생략.
# 기타의 자금별 사업부문은 무상: 송배변전시설(10.0), 제주도·지리산개발(0.7), 과학기자재 
도입(5.0), 유상: 항만 건설(3.4), 철도 건설(20.0), 선박도입(64.0), 상업차관: 종합기계공장.

  원(안)은 기획원이 주도한 정부-여당 안과 크게 다르다. 우선 무상은 농업과 수산
업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특히 농업에는 약 5,400만$가 배정되었는데 원자재와 청
산계정 상쇄분을 제외한 자본재의 절반에 가깝다. 앞의 표에서 농업이 사실상 방기
되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유상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표에서 50%의 비중을 점했
던 주요 기간공장들이 모두 탈락했다. 기타 부문에 종합기계공장이 유일하게 남았으
나 그나마 재원은 상업차관으로 옮겨갔다. 대신 중소공업부문이 새로 등장했고, 선박
도입 다음으로 많은 5천만$가 배정되었다.
  무상의 농업과 유상의 중소공업은 원(안)이 어디에 역점을 두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상의 중심이었던 기간공장이 상업차관으로 이동한 것도 마찬가지다. 관
련해 언론의 평가도 흥미롭다. 일간지들은 기획원(안)과 원(안)을 각각 “2-3차 산
업” 중심의 안과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안, 또는 “공업부문 육
성 중점”과 “농수산부문 치중” 안으로 평가했다.17)
  두 안은 사용기간도 달랐다.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기간 단축, 초기 증액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던 기획원(안)과 달리 원(안)은 협정문대로 10년 분할사용을 원칙으로 
17)《경향신문》1965.11.20;《동아일보》196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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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부문 中부문 小부문 무상 재정
차관

상업
차관 계 내자

(10億원)
농업부문 부문 계 19.0 13.3 12.7 45.0 28.0

했다. 첫 해에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2.5억$를 사용하겠다고 언명18)하기까지 했
던 장기영이 특히 반발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다. 그는 원용석의 구상은 하나의 평면
적인 기초계획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입체적 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가 말한 입체적 시안이란 다름 아닌 무상을 3년 적어도 6년 내 쓰는 계획이었다.19)
  한편으로는 원(안)에 대한 갑론을박도 잇따랐다. ‘자금’은 식민지기 희생이 컸던 
농어촌과 중소기업 육성에 치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민중당 등 야당은 이
에 더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반면 비
판적인 목소리도 높았다. 그 가운데는 사용방안에 상업차관을 넣은 것과 같은 계획 
자체의 미비점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투자효율 또는 부가가
치가 적은 농수산부문에 중점을 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21)
  장기영과 원용석의 대결구도가 주목 받고 막후에서 정일권 총리가 조정할 것이라
는 말이 도는 가운데 11월 말, 마침내 외자 5억 3,820만$, 내자 738억 원으로 구성
된 단일안이 발표되었다(표 3-5). 김영준 기획원차관보는 무상은 농수산부문에 치
중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했으나 재원은 외자보다 내자로 치중했고, 그 외에는 사회
간접시설, 중소기업 및 기계공업, 다목적 댐, 송변배전시설, 제주도 개발 등으로 분산
했다고 밝혔다.22) 원(안)과 비교하면 무상에서는 농업 배정액이 줄어든 대신 기타 
부문이 약간 증액되었다. 유상에서는 중소공업부문이 증액되었다. 요컨대 무상은 농
수산, 유상은 중소공업을 골자로 하는 전체적인 항목은 대체로 원(안)을 적용하되 
기획원이 금액을 다소 조정한 형태가 되었다.

표 3-5. 청구권자금 최종사용방안(1965.11.30) (단위 : 100만$)

18)《경향신문》1965.9.15.
19)《동아일보》1965.11.3;《경향신문》1965.11.4. 그는 협정 체결 직후인 8월경 ‘자금’을 10

년에 나누어 평면적으로 소화하지 않고 연간 2,500만$의 수입증가분을 담보로 국제금융자
본시장에서 신용공여를 받아 3년 이내 전부 앞당겨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동
아일보》1965.8.11.

20)《동아일보》1965.12.27;《경향신문》1965.12.28.
21)《동아일보》1965.11.3;《경향신문》1965.11.29.
22)《동아일보》196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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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천후농업 7.5 7.5 15.0
농촌기계화 촉진 11.5 11.5

수리간척용 준설선 3.3 3.3
농산물처리가공시설 10.0 12.7 22.7

농사기금 13.0

수산부문

부문 계 41.4 90.0 131.4 15.0
어항 및 어업전진기지 1.6 1.6 3.5

어선 건조 및 도입 27.5 77.9 105.4 3.2
연안어업시설 1.4

수산물처리가공시설 1.0 3.6 4.6 0.7
어로장비개량 및 공장 6.6 8.5 15.1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 4.7 4.7 0.2

수산기금 6.0

중소공업
부문

부문 계 90.0 16.1 106.1 8.5
중소기업시설 개체 및 

확충 80.0 80.0
기계공업육성 10.0 16.1 26.1
중소기업자금 8.5

다목적댐 
건설

부문 계 43.9 43.9 12.15
소양강댐 10.5 10.5 1.95
충주댐 20.6 20.6 2.4
안동댐 4.2 4.2 2.3
섬천댐 3.8 3.8 3.0
용담댐 4.8 4.8 2.5

항만건설
부문 계 4.1 4.1 2.7

울산 0.7 0.7 0.6
포항 0.45 0.45 1.25
목포 0.6 0.6 0.32
비인 2.35 2.35 0.53

철도건설
부문 계 28.0 6.0 34.0 1.9
공작창 19.0 19.0 1.9

한강철교 복구 1.0 1.0
동차 및 기타철도용품 8.0 6.0 14.0

기타부문

부문 계 30.7 53.3 31.0 115.0 6.0
송변배전시설 10.7 10.7

선박건조 및 도입 47.0 30.0 77.0 4.6
수송시설 5.7 5.7

제주도·지리산개발 0.6 1.0 1.6 1.4
기술자 훈련 및 
과학기자재 도입 20.0 20.0

민간채권
보상 부문 계 1.0

원자재 부문 계 163.2 163.2
예비비 부문 계 144.2 144.2

청산계정 부문 계 45.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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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0.0 232.6 300.0 832.6 75.25
출전 :〈대일청구권자금사용방안〉(1965.11.30, 원 무임소장관실)《한일회담 청구권관련문서》
87, 266-289쪽.
# 이 자료의 일부 수치는 위의《동아일보》11월 27일자 기사와 약간 다르다. 그러나 골자는 
대체로 일치하고,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다른 문서철에도 ‘한국 측에서 전달한 청구권자금 최종
사용방안’(日文)이란 제목이 달린 동일한 자료가 있다. 따라서 이 안을 이 시점의 최종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균점혜택이란 대원칙을 확립한 1964년 9월 이래 논의는 큰 파동 없이 
잔잔히 흐르는 듯 했다. 그렇지만 거의 막판에 이른 1965년 10월, 박정희의 지시로 
시작된 기획원(안)과 원(안)의 대비와 합수과정은 관찰자의 눈길을 끈다.
  우선 이상한 점은 대외적으로 균점혜택의 원칙을 표방했음에도 원(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화당-기획원(안)(표 3-3)은 그것을 잘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상을 기간공장 중심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구상과 비슷하다
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기간공장도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한다면 궁극적으
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공장을 건설-운영할 민간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원(안)의 농수산 또는 중소공업의 균점혜택 
의미와는 분명 다른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가 기획원(안)에 퇴짜를 놓은 속내는 더 다각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만 그가 ‘공업부문 육성’(안)을 포기하고 ‘농수산 육성’(안)을 선택한 것으로 단순화
하여 이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군정 초기 소위 부정축재 기업인들
에 대한 엄격한 처벌방침이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으로 선
회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던 전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유상자금을 주요 기간공장 건설에 분배하는 것은 공장별로 기업을 지
정해 외자도입 등 건설을 위한 제 편의를 지원한 부정축재자 처리의 귀결 양상과 같
기 때문이다.
  더욱 여러 여론이 있었다고는 하나 야당의 입장은 원(안)과 가까웠던 것도 의식했
을 것이다. 1964년과 65년, 두 차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겪은 터라 더 그렇다. 무
상을 농수산부문에 치중하면서도 재원은 외자보다 내자로 돌린 최종방안(표 3-5)의 
조정형태는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농수산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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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변화의 속사정이 무엇이었든 이 과정을 거쳐 정부의 ‘자금’ 사용방안은 
처음부터 표방한 균점혜택원칙에 더 가까운 것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용방안이 
자금집행 10년에 걸쳐 관철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보듯 1969년, 정부는 
청구권자금의 잔액 대부분을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투입하기 위한 轉用교섭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자금 관리운영방안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먼저 비준 전이라도 대통령
령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발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기영은 위원회는 결정권 있
는 의결기관이며 범국민적 관민합동위로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자금’ 사용을 
다룰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23) 대일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 규정안(대
통령령)은 8월 17일 경제각의를 통과했고, 이어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965.8.28, 대통령령 제2207호).
  기획원에서 성안한「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운용관리법)
은 12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청구권자금관리
특별회계법」도 같은 날 국회에 상정되었다.24)
  그러나 운용관리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첫째, 안건 결정절차에 
대해 정부안은 관리위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고 했으나 이에 더해 최종적
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둘째, 정치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관리위에 국회의원은 불참해야 한다는 것, 셋째, 민간인 보상
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골자였다. 해를 넘겨 1월 31일, 민중당은 국회에 
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 구태회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수정안에 찬성할 수 
없으며, 사용계획에 대한 국회동의는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5)
  2월부터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처음 여당의 반발과 달리 장기영
은 민간인 보상은 재무부에서 입안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회동의 문제도 국회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르겠다고 해 대안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대신 공화당은 관리위에 
국회의원 참여 방침은 고수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야당의 반발을 받았다. 결국 재경
위 8인 소위(공화4, 민중3, 무소속1)에 상공·농림위 대표들(여야 각 1명씩 옵서버 
자격)이 가세한 철야 회의 끝에 수정안이 재경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26) 

23)《동아일보》1965.7.26.
24)《동아일보》1965.12.22;《경향신문》1965.12.27.
25)《경향신문》1966.1.31.
26)《동아일보》1966.2.2, 2.4;《경향신문》1966.2.7. 



125

정부 원안 야당 대안 비고(2.19 제정된 법률)

목적
청구권자금의 효율적 운
용·관리 또는 도입에 필
요한 사항 규정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삽
입할 것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또는 도입에 필요
한 사항 규정

자금사용 
제한

한국 정부와 국민 외 사
용 불가

정치자금화 금지 규정을 
명문화할 것

사용 제한(3조)과 별도 
조항(25조 벌칙)을 통해 
정치자금으로 사용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

민간청구
권 보상 없음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규정 신설할 것 5조에 신설-규정

관리위원
회 구성

위원(15인 이내)은 대통
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자, 국회의원 5명(야
당 2인 이상) 포함

농업·수산·중소기업·재계·
학계·언론계 ·법조계에서 
각각 2명씩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위촉할 것

위원은 관계부장관과 경
제계·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 부문에서 대통령
이 임명 또는 위촉

실시계획 
확정

관리위원회 의결,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

대통령 승인 후 국회 사
전동의 얻도록 할 것

관리위원회 의결 거쳐 
대통령 승인, 국회 동의 
要

안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 후 통과되었고, 12일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제정되었
다.27) 관리위에는 총 16명이 위촉되었다.28)

표 3-6.「운용관리법」주요쟁점

출전 :《동아일보》1966.2.2;「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2.19, 법률 제
1741호)

  수정안은 위의 네 가지 쟁점 모두 야당 대안을 대체로 반영했다.29) 단 그것이 모
27)《동아일보》1966.2.12.
28) 위원장 정일권(국무총리), 부위원장 장기영(부총리), 위원 이동원(외무부장관), 김정렴(재

무부장관), 차균희(농림부장관), 박충훈(상공부장관), 전예용(건설부장관), 김용완(경제인협
회 회장), 송대순(상공회의소 회장), 이은복(생산성본부 이사장), 최호진(연대 교수), 김종규
(한국일보 사장), 김치열(변호사), 홍성하(금통위원), 김윤기(대한기술연합회 회장), 주원(평
론가, 전 서울신문 주필).

29) 단 무상자금 사전승인에서 야당은 업체 명시까지 요구했으나 사업부문에 대한 승인으로 양
보했고, 관리위의 어용화 방지 위해 순수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각부 장
관이 참여케 되었다. 민중당은 관리위 의결권에 제한을 가해 과잉시설, 낙후된 산업시설, 국
내 생산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생산물 및 일본 구매가 현저히 불리한 생산물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산업시설 도입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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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정치자금화 금지 규정이 포함되
긴 했지만 정치자금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고, 정부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친고죄로 맥 빠진 법률이라는 비판을 들었다.30) 민간청구권 보
상규정은 정식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근 10년을 기다려야 했다.31)
  이상 ‘자금’ 사용방안 및 국내 수용태세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민중당은 대일
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문서를 국회에 발송했다. 질문서는 총 15개항으로 경제협력을 
빙자한 일본의 대한경제침략, 무역수지 불균형, 일본금융자본의 침투, 주한일인상사 
과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32) 이들은 수교 후 정부가 맞닥뜨린 현안이
자 이제부터 대일교섭의 화두가 되는 쟁점들이었다.

다.《경향신문》1966.2.7.
30)《동아일보》1966.3.8.
31) 정부가「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을 거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로 극히 미약하나마 보상 및 기념활동에 나선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다.
32)《경향신문》1966.1.7. 정부는 답변에서 대일 예속을 방지하고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속품 국산화 촉진 3개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모든 시설재는 외촉위에서 신중히 검토
해 허용함으로써 일본의 폐품시장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자본
의 불법 침투와 국내자본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그 외에 외국은행 진출에 대비해 환금은행설치법을 제정하고 주한일인상사의 과세 체납은 
외교경로를 통해 납부토록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추심채권 및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압류와 
체납처분 등의 대책을 강력히 진행, 일본인의 부당한 특허 침해 막기 위해 심사진을 과학적 
관리체제로 강화, 여행자의 자금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외환신고는 계속 강화하고 외환관
리법 개정해 거주인으로 대우된 외국인의 원화거래까지 규제토록 보완조치, 외국은행 국내
지점 설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 수립되고 환금은행 설립된 후에야 인정할 방침 등
을 밝혔다.《동아일보》1966.1.19. 국민경제 발전 기여할 시설과 생산재에 한해서는 사양산
업이더라도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경향신문》196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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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자금 초년도(1966) 사용상의 대립

1) 실시계획의 굴절

(1) 총액의 삭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문은 일본정부와의 협의였다. 구매절
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양식을 결정하고 더 긴요하게는 1차년도 실시계획을 결정해야 
했다. 협정은 실시계획을 매년도 개시 전까지 결정하도록 하되 첫 해는 협정효력발
생일(1965.12.18)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여유를 뒀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초년도 
실시계획은 1966년 2월 17일까지 결정되어야 했다. 또 협정은 한국정부가 계획을 
작성하되 최종 결정은 양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계획은 일본의 공급능력을 초
과하거나 외환의 추가부담을 지게 하지 않으며, 통상거래를 현저히 저해하지도 않아
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 장에서 보았듯 이것은 한국정부의 실시계획 작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또
는 권한의 범위였다. 그렇지만 달리 보면 이들 조건을 준수하는 한 계획 작성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이 한국정부의 해석이었고, 
실제 국내에서는 협정 내용을 그렇게 설명·선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목교섭의 
경위를 들어 한국의 독자적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33)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의 기대와 달리 일본은 실시계획 결정과정에 적극 개입
해 자신들의 통제권을 십분 발휘하고자 했다. 이것은 세목교섭이 야기한 파장의 연
장이었다.
  한국정부는 9월경부터 우선 실무논의를 진행할 교섭단 파견을 검토했으나 일본정
부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거듭 미뤄졌다. 10월 초, 주일대사관 오재희 정무과장이 외
무성 구로타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장을 만났을 때 구로타는 관계 실무자들이 바빠 
본격적인 교섭은 11월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34) 그러나 11월에 최호중 

33)《동아일보》1965.4.10.
34)〈대사관-외무부〉(1965.10.8)《청구권관련문서》87, 187쪽. 정확히 하자면 주일대표부가 

대사관으로 개편된 것은 협정 비준(1965.12) 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대사관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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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1.5억$) 2안(1.2억$) 3안(1억$)

무
상

자본재

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 3,055 3,055 2,505
농업증산사업 5,221 5,221 5,221
수산진흥사업 3,497 3,497 3,497

어선건조 및 개량 12,371 12,371 12,371
송변배전시설 2,300 2,300 1,332

계 26,444 26,444 24,926
원자재 계 30,000 30,000 30,000

청산계정 계 4,573 4,573 4,573
합계 61,017 61,017 59,499

유
상

중소기업시설개체확충 40,000 25,000 15,000
기계공업시설확충 5,000 3,000 2,000

한강철교복구 1,000 1,000 1,000
철도용품 10,000 10,000 10,000

선박도입 및 건조 18,400 12,600 5,100
수리간척준설선 3,300 2,200 2,200

重機 도입 12,200 6,600 6,600
합계 89,900 60,400 41,900

경제과장과 오재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외무성 야스이 경제협력국 배상과장
은 12월부터 시작하자고 말을 바꿨다.35) 실무교섭은 12월 초에야 시작되었고, 실시
계획 협의도 그만큼 밀렸다.36)
  정부 내부적으로는 앞서 보았듯 대체로 11월 말까지 ‘자금’의 전체사용방안을 완성
한 데 이어 일본정부와 협의할 초년도 실시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어 관계부
처(기획원·외무부·농림부) 회의를 거쳐 기획원에서 실시계획과 교섭자료를 작성했다. 
12월 29일, 외무부장차관과 김동조 주일대사, 안광호 주일공사, 원용석, 김영준, 기
획원 우윤희 기획국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결재를 얻었다. 단 실시계획의 
내용은 기획원장관과 무임소장관이 연내 재조정 후 시행하라는 구두지시에 따라 기
획원에서 수치를 재조정했다. 최종적으로 주일대사관에 전달된 안은 총 셋이었다. 1
안은 총액이 무려 1.5억$, 마지막 3안도 1억$ 규모의 계획이었다(표 3-7).

표 3-7. 청구권자금 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안(1965.12.31) (단위 : 1,000$)

35)〈韓国代表部崔経済課長及び吳政務課長との会談要旨〉(1965.11.9, 外務省 賠償課)《日本外
交文書》89;〈대사관-외무부〉(1965.11.9);〈대사관-외무부〉(1965.11.18);〈청구권관계세
목교섭〉(1965.11.25, 대사관-외무부);〈대사관-외무부〉(1965.11.30)《청구권관련문서》
87, 249-253, 260-265쪽.

36) 일본은 1월 초까지도 실시계획 논의에 소극적이었다.〈韓国大使館崔経済課長との会談要
旨〉(1966.1.14, 外務省 賠償課)《日本外交文書》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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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50,917 121,417 101,399
출전 :〈청구권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안)〉(1965.12.31)《청구권관련문서》88, 7-17쪽.
# 이 계획(안)의 유·무상 사업부문은 앞에서 인용한 전체사용계획(11.30)과 약간 다르다. 즉 
무상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이 포함되지 않았고, 유상에서는 제주도개발이 빠진 대신 중기 도입이 
추가되었다.

  반복되지만 ‘자금’ 사용에 관한 정부의 최우선목표는 조기사용이었다. 가능한 집행 
초기에 연간 공여액을 증액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공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했다. 유·무상자금을 10년간 균등분할 제공하되 무상의 연간제공한도는 양국 합의로 
증액할 수 있다고 한 협정의 규정이 근거가 되었다. 그러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
된 게 이 교섭안이었다. 협정상 연간한도 0.5억$와 비교하면 1안의 총액은 무려 3
배, 3안도 2배이다. 자금을 당겨쓰겠다는 정부의 의욕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37)
  한도증액은 박정희의 의사이기도 했다. 12월 초, 교섭안을 작성하기 전 원용석은 
김영주 외무부차관을 만나 초기에 자금사용효과를 올리기 위해 초년도 무상 5천만$, 
유상 4천만$ 가량 도입을 희망하니 비준서 교환 차 내한하는 시이나 외상과 협의하
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다.38) 이것을 보면 3안으로 제시한 1억$는 대통령의 의
중이자 한국이 고수하고자 한 마지노선에 가까웠다. 이 같은 정부의 조기사용 의지
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39)
  기획원은 초년도 실시계획을 성안할 때 ‘자금’을 6년 내 사용해야 할 필요성부터 
짚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이 1967년부터 시작되는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었다. 즉 
2차 계획은 기간 중 약 9,200억 원의 투자를 필요로 했고, 이 가운데 약 40%를 해
외저축으로 계상했다. ‘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해외저축의 약 27%, 총저축 대비는 
약 11%였다(표 3-8). 물론 국내저축의 비중이 더 높고 정부도 환율과 금리현실화 
37) 당시 정부문서들은 주로 繰上으로 표기, 이는 예정보다 앞당긴다는 뜻의 일본어 繰り上げ

를 줄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도증액’ 또는 ‘조기사용’으로 표현했다.
38) 그는 이를 위해 주일대사로 하여금 극비리에 일본정부 고위층의 의향을 사전 타진함이 좋

을 것이라고 말했다.〈외무부차관이 원용석 무임소장관과 면담한 내용〉(1965.12.2)《청구
권관련문서》87, 303-304쪽. 이때 원용석은 김영주에게 어업협력은 상업차관 중 별도로 9
천만$가 배당되었으므로 무상의 일부를 어업부문에 사용하는 데 일 측이 난색을 표할 가능
성 있으니 교묘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39) 1월 초의 한 일간지는 경제기획원이 ‘자금’을 5개년계획 테두리에서 6년에 걸쳐 도입할 계
획이라고 전하고, 구체적으로 1966년 구매계약예정액 기준 1억 600만$, 물자도착예정액 기
준 8,782만 8천$라는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19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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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8 69 70 71 계 비율
(%)

국민총생산 876.04 937.36 1,002.98 1,073.19 1,148.31

총
투
자

총계 150.43 166.29 183.66 199.45 217.72 917.55 100.0
국내저축 77.36 88.16 106.74 128.03 150.81 551.10 60.1

해
외
저
축
($)

계 265.7 284.1 279.7 259.7 243.3 1,332.5 39.9
미국원조 112.5 100.7 84.8 68.9 42.3 409.2 12.3
외자도입 100.6 137.6 153.9 157.6 109.6 719.3 21.5
청구권 73.8 73.6 73.8 67.5 64.5 353.2 10.6

원리금상
환·기타 -21.2 -27.8 -32.8 -34.3 -33.1 -149.2 -4.5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지만 내자동원능력은 단기간 급격히 향상되기 어렵다. 따
라서 ‘자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더욱 집행 첫 해인 1966년은 1차 5개년계획
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농업·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함으로써 2차 계획의 기반을 다
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40)

표 3-8. 2차 경제개발계획 투자재원조달계획(안) (단위 : 10억 원 / 100만$)

출전 :〈청구권자금 1차년도 사용계획〉(1965.12.10, 경제기획원)《청구권관련문서》92.

  정부가 내심 더 중시한 것은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이유였다. 비준 직전 방일했
던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사토 총리 및 시이나와의 면담에서 ‘자금’의 초년도 증액을 
요청했다. 이때 언급한 것이 1967년에 예정된 대통령선거였다. 이동원은 국교정상화
가 한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특히 국민들
은 그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41)
  세 안을 전달하면서 외무부는 아직 구매사절단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실시계획은 
연초(2.17)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주일대사에게 일본정부와 비공식 협
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추후 정식 교섭에서 소요될 시간을 줄이고자 
했다. 특히 조속한 경제개발에 기여하고자 초년도 한도를 증액, 조기 도입한다는 방

40)〈청구권자금 1차년도 사용계획〉(1965.12.10, 경제기획원)《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유상자
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 설명자료》. 이 문건은 첫 해 도입 목표로 무상 5,500만$, 유상 
3,000만$, 도합 8,500만$를 제시했다. 작성일자를 따져보면 12월 초에서 말까지 약 20일 
사이에 초년도 도입목표가 3안을 기준으로도 1,500만$ 이상, 1안을 기준으로는 무려 6,500
만$까지 뛰었다.

41)〈対韓経済協力の初年度供与額の増額についての韓国側申入れについて〉(1965.12.14, 外務省 
経·協·政)《日本外交文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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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하에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니 이에 따라 교섭할 것을 강조했다.42) 자연 조기사용 
여부가 교섭 초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966년 1월 19일부터 도쿄에서 양국 관계자간 의사타진이 시작되었다. 이규성 주
일공사와 최호중은 외무성 요시노(吉野文六) 참사관(경협국장 대리)과 후지타 배상
담당 심의관을 만나 위의 1안을 제시하고 초년도 증액의 이유 및 각 사업별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요시노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공식 견해는 말
하기 어렵다면서도 자기로서는 정부예산 제약상 요청에 응하기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규성은 일본 국내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한국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긴요한 것이니 제의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43)
  의견교환의 첫 단계였지만 한국정부의 조기사용계획에 이미 암영이 드리워졌다. 
더욱 요시노의 부정적 반응은 단지 개인 차원이 아니었다. 朝日신문은 한국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자금’을 6년간 당겨쓰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지만 외무성 소식통은 응
하지 않을 태도라고 전했다. 협정에 10년으로 규정한 것을 간단히 변경할 수 없고 
아직 초년도 실시계획을 결정하기도 전이라는 이유였다.44) 또 이 문제는 이미 이동
원-사토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는 장기영의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도 외무성은 즉각 부인했다.45)
  1월 26일, 요시노가 이규성에게 자국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혔다.46) 실무적 견해
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다는 간단한 답이었다. 실무교섭을 관장하는 니시야마 국
장도 거들었다.47) 그는 한국 신문들은 조기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
으나 자국으로서는 도저히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를 한국정부에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이 실시계획을 확정해 자국에 제시하고, 확정된 이상 어쩔 수 없
다는 태도를 보이면 응할 수 없는 자기들도 곤란하고 따라서 한국도 난처해질 것이
니 최종 결정 전 꼭 협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사실상 단정적인 거부 의사였다.48) 그

42)〈한일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시행에 관련된 제1차년도 실시계획안 송부〉(1966.1.4)
《청구권관련문서》88, 5-6쪽.

43)〈대사관-외무부〉(1966.1.20)(위 책), 39-41쪽.
44)〈발생보고〉(1966.1.20, 대사관-외무부)(위 책), 42-43쪽.
45)《동아일보》1966.1.19, 1.20.
46)〈대사관-외무부〉(1966.1.26)《청구권관련문서》88, 44-45쪽.
47)〈대사관-외무부〉(1966.2.2)(위 책), 56-58쪽.
48) 니시야마는 실시계획 내용에 대해 무상은 농수산부문에 너무 치중된 점이 곤란하다는 게 

관계각성 느낌이며, 유상은 대부분 소비자재 위주로 이는 오히려 무상자금을 사용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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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한국 측은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49)
  사실 일본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상
태였다. 첫째, 무상의 경우 협정에 단서규정이 있지만 자국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했다.50) 유상은 협정상 단서규정이 없을뿐더러 역시 재정형편상 추가자금 확보
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협정이 발효하자마자 변경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다. 따라서 일본은 협정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의 신속한 
작성과 이행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초년도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제안
을 속히 받아 협의를 희망한다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51)
  한도 증액에 부정적인 일본정부의 입장은 앞서 세목교섭 때 무상에서 초기 청산계
정 상쇄분을 제하고도 연간 3천만$를 제공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협정 체결 직후 대장성의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장성
은 국회관계로 대한경제협력 예상문답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는 무상의 연간공여한
도 증액 가능 규정이 재정에 불안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대장성이 준비한 답변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여한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요
청이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므로 부
당하게 압박받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52)
  이 같은 입장은 위의 이동원-사토·시이나 면담에서도 표명되었다. 이동원의 요청
에 시이나는 듣기만 했지만 사토는 최근 재정사정상 무상의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말
했다. 직후 비준서 교환 차 시이나가 대표단을 끌고 방한했을 때도 비슷했다. 시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덧붙여 유상은 장기저리차관인 이상 제철공장이나 댐 건
설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부연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계약상 큰 액수를 약정(commit)하고 실제 자금은 분할 지불(disburse)하게 
되니 한국으로서도 국내선전상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이었다. 증액 요청을 거절한 대신 장
차 절충의 여지를 슬쩍 보여준 제안이었다.

49) 김동조는 30일 후쿠다(福田赳夫) 대장상, 31일 외무성 우시바와 시모다(下田) 차관을 각
각 방문하고, 요청을 조속히 수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월 1일에는 이규성과 최호중
이 니시야마를 방문해 거듭 요청했다.〈대사관-외무부〉(1966.1.31; 2.2)《청구권관련문
서》88, 51, 56-58쪽. 

50) 양국 합의로 연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는 협정 단서규정의 시효는 재정사정에 따라 증액 
가능하다고 한 김-오히라 합의였다. 후에 오히라는 이 부분에 대해 교섭이 좀 서툴러 그와 
같이 말했다고 회고했다. 이동준 편역, 2015, 앞 책, 570쪽.

51)〈対韓経済協力の初年度増額について〉(椎名大臣訪韓用)《日本外交文書》89.
52)〈第49回 国会(臨時会)　 日韓経済協力関係想定問答〉(1965.7, (大藏省) 国際金融局)《日本

外交文書》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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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국정부의 내년 재정이 매우 어려워 무상의 조기실시는 극히 어렵고, 재정자금
을 기금에 투입해야 하는 유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배석한 우시바의 보충설명은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증액은 도저히 무리라고 단언했다.53)
  일본정부의 공식 불가 입장은 2월 17일, 우시바를 통해 김동조에게 통보되었다. 
마침 이날은 협정발효 두 달째 되는, 원래대로라면 합의 마감시한이었다. 김동조는 
최초 이동원-사토 회담에서 요청했을 때 총리가 초년도부터 무상의 증액은 어렵지
만 유상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비준서 교환 시 이동원-시이나 회담에서 
외상 역시 재원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잘 준비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문
제라고 답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가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니시야마는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외상은 조기사용이 불가능함을 강조했고 최근 
국회에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답했다.54) 우시바는 이 장관이 
증액 요청의 이유를 설명할 때 명년의 선거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외상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에 도움을 준다는 기본태도에 비추어 야박하게 거절할 수 없었던 데
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요컨대 일본정부는 애초부터 균등분할 원칙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 조기사용목표
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에 가까웠다. 다만 사토나 시이나는 약간씩 여지를 남
기는 발언을 하기는 했다. 예컨대 사토는 무상은 불가하다면서도 유상은 고려의 여
지가 있으니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 뜻을 외무당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시이나
는 요청의 취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런 발언들은 외교적 수사에 
가깝다. 이 정도의 발언과 협정의 단서규정만 믿고 일본정부의 숱한 부정적 신호를 
무시한 것은 적절한 외교 전략이나 판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기 및 교섭과정이 투명치 못하다는 점에서 국내여론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다. 
민중당 김대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낙후 물품을 고가로 도입할 우려가 있

53) 한국이 우선 초년도 지출을 4,500만$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었다.〈椎名大臣
と李長官との会談〉(1965.12.18, 外務省)《日本外交文書》89. 단 시이나는 실시계획을 어느 
정도 부풀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했는데 이 말의 뜻은 곧 명확해진다.

54) 시이나 외상은 2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 공여기간 단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16일의 기자회견에서도 민간차관은 별개이지만 ‘자금’ 증액은 불가하다고 
단언했다.《동아일보》1966.2.15;《경향신문》196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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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을 도입하려는 것은 무모한 조치이며 상대의 이익이 될 가
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정략적 동기가 아닌지 문제제
기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비우호적·침략적 무역불균형의 과감한 시정을 촉구했다.55) 
청구권 문제는 잡음이 없어야 하므로 교섭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덮어놓고 단축이 아닌 일본의 대한경협자금계획을 소상히 알아보는 게 필요
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56)
  일본정부의 태도가 강경함에 따라 한국도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
점, 장기영은 양국이 논의할 초년도 사용규모는 약 1억$ 정도이며 우리가 작성한 실
시계획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본도 조기사용 요구를 납득할 것이라고 낙관
적으로 말했다.57) 얼핏 기존 입장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규모, 즉 금액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1억$는 12.31안의 3안에 해당했다. 일본과 협의를 시작한지 
약 열흘 만에 최종안으로 생각했던 3안의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다.58) 김동조는 실시
계획 교섭을 위한 전문가를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비공식 교섭을 통해 
양국 견해가 접근할 때까지 국내 제반절차는 일단 보류할 것을 건의했다. 그도 사태
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59)
  결국 사흘 후 우시바를 다시 만난 김동조는 일본이 제시한 대안을 본국에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60) 그것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 회계연도상 FY65년도
(65.4.1-66.3.31) 補正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자금(1,100만$)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FY66년도(66.4.1-67.3.31) 예산의 자금(청산계정을 제외한 4,500만$)을 합한 

55)《경향신문》1966.1.14.
56)《경향신문》1966.1.22.
57)《동아일보》1966.2.2.
58) 정부의 공언과 달리 대일교섭이 더딘 진전을 보이면서 이 무렵 자금사용에 대한 부정적 전

망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血債 청구권자금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단순 절차 협
의가 예상보다 늦고, 조기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을 두고 자금 사용에 앞으로도 더 
큰 정력과 시간 소비가 따르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평했다.《동아일보》1966.2.10.

59)〈대사관-외무부〉(1966.2.18)《청구권관련문서》88, 64-68쪽. 그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며 당초 여유 있고 우호적이었으나 현재 개회 중인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야당의 공세
가 격화될 것을 두려워 해 상당히 경화된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대로 일본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국정부 문서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불가 입장이 명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예상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교섭 책임자로서 혹시 모를 책임 추궁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열
어둘 필요가 있다.

60)〈대사관-외무부〉(1966.2.22)《청구권관련문서》88, 7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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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600만$ 규모로 초년도(66, 65.12.18-66.12.17) 실시계획을 우선 합의하고, 이
것을 실시하는 도중에 2차년도(67, 66.12.18-67.12.17) 실시계획을 합의해 가급적 
1967년 초에 시행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김동조는 초년도와 2차년도 실시계획을 미리 합의한다는 일
본의 복안이 2차년도 사업의 조기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것은 
합의된 실시계획에 의한 구매계약 및 인증까지는 가급적 초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
되 연간한도 초과분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불(결제)은 내년에 가서 FY67년도
(67.4.1-68.3.31) 예산으로 가능한 연도 초기에 완료되도록 협조한다는 뜻이었다.
  결국 이것은 계약 또는 약정(commitment) 베이스와 지불(disbursement) 베이스
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예컨대 초년도 실시계획을 총 1억$ 규모로 합의하
면 얼핏 증액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정부가 실제 초년도에 지불하
는 금액은 5천만$로 연간한도를 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은 잔여분의 계약·인증·지
불은 다음 해 또는 그 이후로까지 이월되는 것이다. 김동조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
액과 같고, 일본으로서도 자국 국회·언론에 대해 협정에 의거해 실시한다는 기본자세
에 변함없다고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난처한 상황에서 벗
어날 실마리였다는 점에서 ‘자금’ 상업차관과 같은 또 하나의 묘안이었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구상에서 일본정부가 실질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었다.61) 핵
심은 한국정부의 조기사용계획이 일본정부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쳤고, 관철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공여금액 산출에 관한 실시계획과 집행의 이중구조는 이 난관을 덮
고자 했던 눈속임에 가까웠다. 그마저 연도 초에 집중 사용한다는 계획도 이후 실제 
양상과는 달랐다.
  근 한 달에 걸친 조기사용 교섭은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협상이 실패하면서 부
득이 실시계획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초 정부는 1안에 해당하는 약 1
억 5,500만$ 규모의 계획안을 관리위에 제출했었다. 위의 주일대사 보고가 올라간 
지 하루만인 2월 23일, 관리위는 총액에서 1,794.2만$를 삭감한 1억 3,753.3만$ 규

61)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자국 지불액은 결코 협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누차 
공언했다. 예컨대 3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이나와 니시야마는 초년도 지불액은 
5천만$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문보고〉(1966.3.19, 대사관-외무부)《청구권관련문
서》88, 110-111쪽;《경향신문》196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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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부문 中부문 小부문 금액 주요내역

무
상

농업

전천후
농업개발
(3,055)

양수장시설 420 양수장 40개소 설치 및 2만 정보 
지하수개발용 각종 시설기자재지하수개발 1,563

조사시험기기 1,072
농업

증산사업
(2,929)

저수지 준설 1,354 준설선 3대 / 토양진단기구 및 각
종 동위원소 이용기기 / 소(520두), 
돼지(500두), 토끼(2,500마리), 닭
(11,500수)

저위생산지 개량 340
農材검사기구 648

종축 도입 587

수산
수산

진흥사업
(3,497)

어업기본시설 111
전진기지 10개소(3곳에 종합가공공
장3, 냉동공장1, 종합어시장2 설치) 
/ 어업무전국시설 / 유조선(1척), 
시험선(4척), 지도선(12척) / 파견
(30명) 및 기술자 초빙(2명)

어업전진기지 400
수산물처리가공 200
시험기기 도입 204
시험선 도입 915
지도선 도입 859

지도선건조자재 736
연구생 72

모로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야당은 이마저도 조기사용을 전제로 한 허황된 계획
이라고 단정하고, 국회 사전동의권을 사실상 묵살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난했
다. 일본정부가 조기사용을 거절한 것이 명백함에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
며, 정부여당의 선거전략과 관련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62) 
  꼭 야당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1억$를 훌쩍 넘는 규모로는 일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이틀 만에 관리위 수정안을 9,593.3만$ 규모로 
재수정해 국회 재경위에 상정했다(표 3-9). 공화당은 계획원안이 협정상의 1년 치 
사용가능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영도 대일교섭의 난항을 인정하고 여당 의견을 참작했다고 말했다.63)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심의를 거부하며 반발했다.64)

표 3-9. 국회에 상정된 청구권자금 1차년도 실시계획(1966.2.25) (단위 : 1,000$)

62)《경향신문》1966.2.24. 야당은 정부가 미리 업자와 결탁해 커미션 제공을 약속받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동아일보》1966.3.2.

63)《경향신문》1966.2.25;《동아일보》1966.2.25.
64)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코로나 자동차 특혜수입의혹 관련, 공화당에서 코로나의 수입중지결

의안을 폐기시킨 것이 야당이 더 강경하게 반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민중당 김상현 
대변인은 코로나 관련 결의안을 폐기시킨 것은 공화당 정권이 특정기업체를 위한 면세조치
로써 정치자금 염출 기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논평했고, 김영삼 원내총무는 경향신문 경매사
건 조사위 구성과 전국적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야당 주장을 묵살하면 더 강경한 원내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196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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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초청
어선 
도입·

건조·개량
(12,371)

어선도입 6,156 100톤급 어선(88척) 도입 / 중형 
기선저인망 및 새우트롤어선(85척) 
등과 연안어선(150척) 건조 / 동
력·시설 개량

어선건조 5,066
동력개량 669
시설개량 480

기타 송·배전시설 2,300 -

원자재
도입 20,000

비료 및 농약(300만$), 건축자재
(260만$), 조선자재(460만$), 화공
약품(140만$), 섬유류(520만$), 기
계류(320만$)

청산계정 4,573 -
오차대비 1,400 -

소계 50,125

유
상

중소
기업

중소기업시설개체 12,000 -기계공업시설개체 3,000

철도·
해운

철도시설
개량

(11,000)

동차 도입 5,574 동차(85량), 화차(436량) / 화차건
조자재(1,100량)화차 도입 4,436

화차건조자재 990
한강철교 복구 1,000 -

해운진흥
(9,008)

선박도입 6,600 연안유조선(휘발유전용선) 및 화물
선(7척, 총 47,000톤) 도입 / 화물
선(6척, 총 11,000톤) 건조*선박건조 2,408

건설업 重機 도입 6,500 불도저 150대 및 트럭·트랙터·트레
일러 등

수리간척용 준설선 3,300 3개 선단
소계 45,808

총계 95,933
출전 :《동아일보》1966.3.1;〈무상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
획안〉《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유상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 설명자료》;〈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한 무상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년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국회동의요청(안)(제17회)〉(1966.2.25)《국무회의안건철(제14회-18
회)》.
* 도입 상세내역: 유조선 3,500톤급(2척), 화물선 6,000톤급(3척), 11,000톤급(2척). 건조 상
세내역: 500톤급(2척), 1,000톤급(2척), 4,000톤급(2척)

  약 1억$ 안팎에 달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응당 계수적 엄밀성을 갖춰야 할 ‘자금’의 
1년 치 실시계획이 불과 며칠 새 두 번 수정되고 5천만$ 이상 등락한 것은 정부정
책의 일관성 및 합리성이란 차원에서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 자금을 초기에 당겨
쓰겠다는 조기사용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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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러 교섭전략을 세우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막연한 기대와 고위층의 호언장담 외
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어찌 보면 적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 것은 한
국정부였다. 이 점에서 정부 책임은 불가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의 확정절차가 뒤바뀌었다. 애초 정부의 선전에 따르면 
실시계획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먼저 국내 승인을 거친 후 일본과 최종 협의
를 통해 확정되어야 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역할을 수동적인 확인 또는 동의 정도
로 간주한 절차였다. 그러나 실제 양상은 달랐다. 일본이 계획안의 단순 접수를 거부
하면서 역으로 그것이 국내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 세목교섭에서 실시계획 결정권을 
일본에 넘긴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언론도 계획을 거듭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고, 협정의 단서 규정에만 의존해 원칙을 무
시한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정부의 조기사용계획 자체를 비판적으로 꼬집었다.65)

(2) 내용의 수정66)

  실시계획의 협상 담당자인 기획원 김영준 차관보가 2월 23일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교섭은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갔다. 앞의 첫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놓고 
협의할 것인지 대략적인 선을 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교섭이었
다. 양국 협의로 실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한 세목교섭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도 했다.
65) 더욱 상대가 계획을 거부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체면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가공의 계획

에 근거를 둔 정부 추가예산도 가공의 것이 됨에 따라 결국 예산집행에 중대한 파탄을 가져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관리위의 유명무실화도 지적했다. 원안을 벼락 심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고작 원안에 장단을 맞추는 정도인 관리위는 “허울 좋은 한갓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동아일보》1966.2.26.

66) 청구권자금의 도입을 분석한 정대훈은 한국의 조기사용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잘 지
적했다. 단 그는 이것이 자금의 복잡한 절차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일본정부의 계약 인증지
연 때문인 것으로만 설명했다. 일본이 실시계획교섭 단계에서 이미 조기사용 요구에 대한 
불가 의사를 명확히 했고, 대신 계약과 지불의 이중구조를 제시했던 사실을 놓쳤다. 다른 한
편 그는 사용항목은 양국간 주요한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서술했다. 양국의 의향이 달랐다 
해도 결정적이지 않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정대훈, 2011〈대일청구
권자금의 도입과 포항제철의 건설〉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0, 26-27쪽. 이하
의 내용은 양국이 실시계획의 항목을 두고도 상당히 대립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139

  김영준의 도일에 앞서 외무성은 2월 중순경, 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다.67) 
우선 전체적으로 종합장기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즉 1965년 말로 예정했던 2
차 5개년계획의 확정이 1966년 6월로 늦어지면서 각 사업들의 장기계획 및 방향, 
그리고 대일민간상업차관을 포함한 기타 외자도입과 내자를 아우르는 투자계획이 불
명확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첫 해 실시계획만으로는 이것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할 계획인지, 또 양국 산업의 경합을 조정하는 것도 극히 어렵다고 생각했다.
  실시계획과 한국경제 종합장기계획의 관계를 따진 것은 이 시기 외무성 대한경제
협력정책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二장에서 서술했듯 일본정부는 대한원조 또는 경제
협력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제 외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구조
개선을 경협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국이 솔선하여 지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68) 장기개발계획을 언급한 것도 실시계획이 전체 계획
의 테두리에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의 여부
를 떠나 한국으로서는 내정간섭으로 여길 수 있는 태도이기도 했다.
  김영준은 도착 즉시 외무성 관계자들 및 해외경제협력기금(以下 기금)의 야나기타
(柳田誠二郎) 총재와 접촉했다.69) 실질적인 토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계획
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언급이 있었다. 이어 25-26일, 양국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유·무상 각각 비공식 회합이 있었다.70) 일본은 각 사업부문의 적부부터 부문별 구체
적인 내용까지 여러 층위에 걸쳐 엄청난 의견을 쏟아냈다. 
  일본이 우선 문제 삼은 것은 무상의 수산(어선)과 유상의 해운부문이었다. 청구권
협정의 교환각서로 합의한 상업차관 3억$+α에는 9천만$의 어업협력자금과 3천만
$의 선박도입자금이 있었다. 이것은 각각 어업협정 체결과 선박청구권의 보상조로 
포함된 자금이었다. 일본의 주장은 수산과 해운은 해당 자금을 사용하고, 무상에서는 

67)〈日韓経済協力に対する問題点と所見〉(1966.2.14, 外務省)《日本外交文書》90.
68)〈韓国に対する当面経済協力問題に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1964.7.29, 外務省)《日本外交文

書》68. 단 지도적 역할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단독이 아닌, 어디까지나 제 외국과 공동 협
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 후반에 달라진다. 한편 이 시기 일련의 외
무성 문서들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적하는 행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韓国に対する経済協力政策〉(1965.3.1, 外務省 経済協力局)《日本外交文書》74.

69)〈대사관-외무부〉(1966.2.25)《한일회담 청구권관련문서》88, 78-80쪽. 김영준은 접촉 
경위를 보고하면서 곧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니 부문별(특히 수산청, 중
소기업은행, 대한해운공사, 철도청 등) 관계 실무자의 비공식 파견 준비를 요청했다.

70)〈대사관-외무부〉(1966.2.25, 2.28)(위 책), 83-87, 9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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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어선부문 대상이 될 연안어민 대부분이 영세어민
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력으로는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보조가 긴요하니 이 부문들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부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유조선은 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설계 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도선의 
경우 계획상 고성능으로 보통선박은 아니라고 단정, 대북관계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었다. 한국 측은 확답을 피하고 일본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자중할 것
이라고만 답했다.71)
  유상의 경우 대상사업 전반이 근본적으로 기금의 취급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은 주로 장기저수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소
공업이나 철도·해운 등은 모두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들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재정차관의 성질상 사회간접자본72)을 대상부문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이 계
획에는 그와 같은 것이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작년 연말에 발표했던 청구
권자금사용10개년계획과도 다른 게 아닌지 물었다. 또 댐·철도와 같은 대단위 프로
젝트가 없는 것에 실망을 표시했다.
  한국 측은 10개년계획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재정차관은 외부경제와 사회간접자
본형성사업·중소기업부문에 사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간산업에 사용한다는 기본방
침도 그대로라고 답했다. 중기 및 기계공업·철도·해운·통신·항만·다목적 댐·제주도수
자원개발 및 방파제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 10개년계획을 설명하고 초년도 실시계획
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예비타당성조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
었다고 부언했다.
  이어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오갔다. 일 측의 질의는 중소기업의 
IS로서의 성격, 양국 중소기업의 마찰 가능성, 자금의 전대조건, 마지막으로 소화 가
능성, 크게 넷이었다. 특히 대장성은 중소기업은 물론 선박·화차(철도) 등은 IS로 간

71) 그 외에 농업부문에 대한 언급도 있다. 농업증산사업의 경우 축산계획에 포함된 肉牛(아버
딘 종)는 수출한 전례가 없다는 것, 乳肉牛(홀스타인 종) 가격은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
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 등이었다. 병아리와 산양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저수지 준설선은 기
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농수산업의 경우 시기적
으로 제한성이 많으니 조속히 합의해 사업 시행에 지장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72) IS(Infra Structure). 원문은 하부구조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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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개개의 품목으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자와 합친 사업으로 보면 모두 프로젝트로 성립된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은 
산업인구의 대부분을 점하므로 국민 전체의 이익균점원칙에 비춰 적절하다고 반박했
다.
  둘째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대가 싼 한국과 자본·기술이 있는 일
본 업계가 상호 수평적으로 협력해 일본의 기존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일 것이라고 답했다. 셋째, 일 측은 실시계획으로는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및 시설개체 또는 확충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유상의 총액 대비 
지나치게 거액이 아닌지, 1년 안에 자금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측은 후자는 우리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계획에는 올해 중 계약을 체결하고 내
년 초부터 시작되는 사업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73)
  일 측의 문제제기는 사실상 유·무상 대부분의 사업에 걸쳤다. 그렇지만 좀 더 꼼꼼
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일본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어업·해운(선박)·
중소공업은 모두 양국의 경합 분야였다. 어업은 어업협정에서 평화선을 없애고, 대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했는데 이곳이 양국의 직접적인 경쟁수역이 되었다. 이 수역은 
서로 출어척수 및 어획량을 조절하는 한편 공동감시 등을 수행하기로 했지만 한국의 
어업역량 부족으로 일본의 독무대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해운이나 중소공업도 
비슷했다.
  더욱 어업·선박 소위 협력자금은 제공한다는 원칙만 합의되었을 뿐 구체적인 제공
조건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화급히 결정해야 할 초년도 실시계획 문
제를 아직 조건 결정은커녕 제대로 교섭도 시작하지 못한 어업자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단순 찔러보기 식의 문제제기보다 노골적인 견제에 가까웠다.
  한국에서 사업별 담당 실무자들이 건너오면서 3월 초에도 비공식 실무교섭이 계속
되었다. 양측의 입장과 대립지점이 확연해졌다. 일본은 특히 무상의 수산(어선)과 유
상의 해운부문을 파고들었다. 특히 초점은 공동어로수역에서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될 대형 어선이었다. 일 측은 대형어선은 어업자금으로 하고, 무상으로는 소형어선만 
도입할 것을 종용했다. 한국 측은 열악한 수산장비 실정과 현격히 불균형한 양국의 
장비 격차를 들어 이번에는 무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어업자금을 사용하도록 어민

73) 전대조건은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케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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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1차년도 실시계획

협정상 출어척수
보유현황 비고

(일본 
보유)도입 건조 현 

보유
요대체
노후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대형 기선저인망(도입) 16척(162만$) 기선저인망(건조)* 36척(233.2만$)

선망어선(도입) 12통(453.6만$)** 소계 848.8만$
중소형 기선저인망(건조) 40척(102.4만$) 포경어선(건조) 3척(18만$)

기타(건조)*** 156척(153만$) 소계 273.4만$
총계 1,122.2만$

들을 지도하겠다고 설득했다.7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 측이 문제 제기한 것은 어선 도입·건조 전체 여섯 
항목 중 기타를 제외한 다섯 항목이었다(표 3-10). 100톤급 대형 어선들은 영세어
민용이 아닌, 상환능력이 충분한 기업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게 반대의 이유였고, 포
경어선은 어업협정에 저촉되므로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75)

표 3-10. 청구권자금(무상) 1차년도 실시계획 중 어선 도입·건조부문의 크기 및 선
종별 내역

* 신문기사에 따라서는 중형으로 분류되기도 함.
** 1통은 본선(1), 부속선(3), 운반선(2), 총 6척으로 구성. 따라서 12통은 72척에 해당.
*** 주로 연안어선.

  반면 한국 측은 비준 후 일본은 최신장비를 갖춘 어선이 협정상 허용된 척수를 채
워 출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협정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 상태임을 
강조했다. 예컨대 선망어선 출어척수는 120통이지만 한국의 현 보유척수는 19통에 
불과하고, 그나마 노후로 실제 출어에는 부적합한 12통의 대체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무려 250통을 보유했다(표 3-11). 도입·건조를 계획한 대형어선은 총 
124척이지만 이 역시 어업협정상 출어한도에 턱없이 못 미쳤다. 요컨대 무상에 계상
한 어선은 국내실정상 최소한의 필요수량이고 양국 어업협력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
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 3-11. 한일 중대형어선 보유현황과 협정상 출어척수

74)〈대사관-외무부〉(1966.3.13)《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75)〈대사관-외무부〉(1966.3.28)《청구권관련문서》88, 114-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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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선저인망

16척
(162만$)

36척
(233.2만$)

270척 
(allowance 포함 

310척)
308척

80%
(약 

240척)
약 800척

선망어선 12통
453.6만$ 120통 19통 15통 약 250통

중형
기선저인망

40척
(102.4만$)

115척 
(allowance 포함 

138척)
162척

95%
(약 

154척)
500척 

이상

계
76척

489척
85%
(약 

409척)
선망어선 부속선 제외 

951.2만$

  유상의 해운부문에서 일 측은 선박자금 외에 해운협정 체결 문제를 추가로 거론했
다. 한국은 1959년 3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훈시에 의거, 자국 화물은 자국선박
으로 수송한다는 원칙(自貨自船主義 또는 자국선우선주의)을 세웠다. 이어 다음 해 
6월부터 한국선주협회에서 국적선불취항증명제도(waiver)를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
다. 또 1965년 6월, 56회 국무회의에서「해상화물의 국적선 수송조치」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수출입화물의 최저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수송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
했다.76)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특히 웨이버제도였다. 제도의 골자는 자화자선주의로 수입
화물은 FOB(운임 제외), 수출화물은 C&F(운임 포함) 조건을 원칙으로 하여 한국이 
수출입화물의 선적권을 보유토록 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에 대한 외화 지
급을 불허했고, 한국선박이 없거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외국선 이용 시 선주협회가 
발급하는 웨이버(국적선불취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외화 환전·송금을 가능케 했
다.77)

76)《한일 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1966》. 1960년 11월, 상공부는 한은 및 선주협회통첩공
문(해운 제1252호)을 통해 수출입물자 수송에서 외국선박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선적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선주협회 발행의 웨이버 증명 없이는 외국선박 이용을 인증하지 않도록 조
처했다.〈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 참고자료(교통부문)〉(1969.8.15, 교통부)《한일정기각료
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V4. 자료)》

7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편, 2007《한국해운 60년사》한국선주협회, 205쪽. 특히 이 제도는 
한일항로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대부분의 중소 선사들이 이 항로에 배선했고 항로거리가 짧
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시 운송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웨이버제도의 위력은 수송실
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6에 따르면 1965년 기준 한국 국적선의 외항수송실적은 수출
입 합계 30%에 불과했지만, 부록 7에서 같은 해 한일 간에는 수출 39%, 수입, 91%, 합계 
65%의 화물을 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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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유조선 貨客船 합계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200-500 22 6,951 6 1,796 1 380 29 9,127
501-1,000 11 8,047 4 2,502 3 2,368 18 12,917

1,001-2,000 9 14,026 9 14,026
2,001-3,000 2 4,324 2* 4,324*

  이 때문에 한일간 수송에 제한을 받은 일본은 한국선박우선정책(Ship-Korea 
policy)을 비판하고 해운자유원칙에 입각한 해운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국교정상화에 
따라 연간 5천만$ 안팎의 청구권자금 물자는 물론 그 이상의 상업차관과 무역거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물자들을 누가 수송할 것인지는 양국 선박업계는 물론 국가적
으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반면 한국은 양국의 엄청난 해운격차를 감안할 때 동등
한 경쟁은 불가능하며 자화자선주의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은 현 상황에서 
자유원칙을 수용 시 일본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으로 종국적으로는 양국간 선박수송
을 일본이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78)
  그 연장에서 일본은 원유·광석·곡물 등의 전용선은 대형 선박도 제공할 용의가 있
지만 외항정기화물선(Liner)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
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만 실은 해운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이었다. 당시 
한국이 보유한 화물선은 전체 약 70여 척에 불과했고, 그나마 4,000톤 이상은 10척
뿐이었다(표 3-12). 일본은 한국이 대형 화물선을 확보해 연안이 아닌 외항지역 해
운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은 서로 이질적인 문제를 관련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지만 단 해운협력무드를 조성하고자 민간해운업자간 ‘자금’ 
물자수송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79)

표 3-12. 선종·톤수별 외항선 보유현황 (단위 : G/T)

78) 더욱 이는 아국만 시행하는 게 아닌, 후진해운국가에서 널리 시행하는 자국선 보호정책으
로 국제적 共知이며 적재자유 주장은 실은 상선 대량보유국이 자국선박으로 많은 화물을 수
송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웨이버제도는 그간 한일 간의 관례였으며, 그에 따른 양
국 물동량 약 65:35 비율도 일본이 그간 인정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일해운협정과 
관련한 일본의 대한선박수출 금지〉(1966.4.7, 교통부-외무부)《한일 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1966》;〈한일잠정해운협정(안) 검토 보고〉(1966.3.8, 신동식(대통령비서관)).

79) 이 내용을 전하며 대표단은 일본 측의 거부 태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평가-보고했다. 
즉 민간해운업자회담을 주선하되 대신 초년도 실시계획에서 외항선박 제공의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운수성이 대체로 동조하는 반응이었다는 것이다.〈정세발생보고〉(1966.3.16, 
대사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88,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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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4,000 19 72,152 19 72,152
4,001 이상 10 73,785 1 5,242 11 79,027

계 73 179,285 11 9,540 4 2,748 88 191,573
출전 : 방일민간경제사절단, 1967《한일합동경제간담회 제2차 회의관계자료》149쪽. 자료는 선
주협회.
* 원 자료에는 합계의 2,001-3,000톤 항목의 수치가 각각 3척, 6,923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조선이나 화객선 중 해당 톤수에 1척(2,599톤)이 누락된 것일 수도 있으나 알 수 없기 때문
에 합계 부분을 수정했다.

  실무협의를 관장한 김영준은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일단 마쳤다고 판단, 3
월 18일 일시 귀국을 계획했다. 이때 변수가 생겼다. 14일 오후, 제주도 모슬포 서쪽 
해상에서 어로 중이던 일본 기선저인망어선 두 척(제52,53海洋丸)이 한국 해양경찰
대 소속 경비정에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경이 이들을 나포했으나 한 척은 도
주하고 한 척만 제주항으로 예인되었다.80) 예인된 어선에는 13명의 선원이 승선했
을 뿐만 아니라 수교 후 처음 발생한 나포사건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양국 모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양찬우 내무부장관은 어선들이 한국의 전관수역
을 침범했다고 밝히고, 이는 어업협정 위반이므로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는 뜻
을 표명했다. 반면 일본 언론과 야당은 한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
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사토는 즉각 관계부처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22일에는 시이나가 나서 한국정부가 어선과 어부를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명하기도 했다.81)
  양국의 국내 공기가 험악해짐에 따라 자연 교섭 분위기가 경화되었다. 우선 비공
식 교섭이 어느 정도 진전됨에 따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식 협의기구인 합동위원회
(이하 합동위)로 논의의 장을 옮기고자 했던 계획이 거듭 연기되었다. 24일 개최 예
정이었던 합동위는 일본의 일방적인 통보로 28일로 연기되었고, 당일에 재차 무산되
었다.82) 일본정부는 실시계획 교섭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압력을 가
했다.
  각 부문별 논의도 영향을 받았다. 해운부문에서 양국은 이전까지 유조선과 화물선 
각 2척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83) 그러나 일 측은 외항화물선 6,000톤급은 총톤
80)《경향신문》1966.3.15;《동아일보》1966.3.15.
81)《경향신문》1966.3.16, 3.17, 3.23;《동아일보》1966.3.17.
82)〈대사관-외무부〉(1966.3.17)《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146

선종 한국 일본(시모다 시안)
대형 기선저인망 도입 16척 8척(-81만$)

건조 36척 24척(-77만$)
선망어선 12통 6통(-225만$)

수(G/T) 9,00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콕항에 취항하는 배로는 너무 커서 출입이 
곤란할 것이라며 기술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도입부문(88척, 615.6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합의에 도달했던 어선부문에서는 농
림성이 일체의 비공식 협의에도 불응하는 태도로 변했다.84) 대신 외무성에서 사건과 
별개로 당초부터 대형어선에서 약 500만$를 삭감할 방침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구
체적인 삭감안을 제시했다(표 3-13). 한국 측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번복하는 것이
라며 항의했고, 포경어선을 제외하고는 절대 감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일 측
은 상호 오해가 있었다며 한국의 설명을 이해했다는 것이었지, 제공척수와 금액을 
전량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또 그 같은 강경한 주장을 계속하면 
현 단계에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85)

표 3-13. 어선관계 청구권자금 1차년도 실시계획과 일본의 수정안 대비(1966.3.28)

83) 단 통산성에서 OECD관계와 円차관정책상의 견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반대의 근거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84)〈대사관-외무부〉(1966.3.28)《청구권관련문서》88. 이 전문의 원본 성격의 문건이《대일
청구권자금관계철 유상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 설명자료》철에도 수록. 군데군데 수정과 
가필을 한 이 문건에는 김 차관보의 의견으로는 어선의 중요성에 비춰 어선도입·건조사업은 
포경어선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장대로 전액 관철시키고 대신 다른 사업을 약간 조정하여 약 
300만$ 정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타결점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논평이 있다.

85) 앞서 김영준의 도일 전, 외무성에서 실시계획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때도 외무성은 무상의 어선부문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평화선의 “代償자금”이
라는 것과 나포어선에 대한 자신들의 보상조치와 유사한 의미도 있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재가로 최종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한국의 어업시설이나 어선 사정상 이들 대
부분은 노후 시설 및 어선의 대체용이라는 것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어선건조
사업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각 선종별 크기나 척수를 줄이는 것도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경질적이고 자극적으로 억제하려고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국 공통의 
문제인 자원·경영·시장 등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 보다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 연차계획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장기전망에 따라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같은 입장은 교섭과정과 견줘 의외로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이것은 수산청 등 관
계부처의 견해를 종합한 것이 아닌, 외무성 자체 의견임을 감안해야 한다. 일련의 교섭과정
에서 외무성의 기본입장은 다른 부처들에 비해 비록 상대적이지만 타협적 성격이 더 짙었
다. 또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문구는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쉽게 인정한다는 태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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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기선저인망어선 건조 40척 10척(-76만$)
포경어선 건조 (-18만$)

대 -477만$*
출전 :〈1차년도 실시계획 중 어선관계 대비표〉(1966.3.28)《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
보고 차관관계철》.
* 삭감분을 1968년에 도입한다는 한국의 양해 있으면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 않음.

  한편 시모다 심의관은 비공식 의견임을 전제하고, 상기 477만$ 삭감분을 3차년도
에 해당하는 1967년 12월 18일 이후에 인도/인수한다는 것을 부속문서(side letter)
로 합의해준다면 농림성을 설득해보겠다고 제의했다. 아직 1차년도 집행은 고사하고 
실시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려 2년 후 인수를 종용한 것이다. 더욱 이 제
안을 수용하면 2차년도 실시계획에 어선부문을 넣지 못하거나 넣어도 집행은 그만큼 
또 밀릴 우려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계획의 전체 규모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제외하
면 실리적으로는 한국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안이었다.
  이처럼 일본이 나포사건과 연계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오자 결국 한국은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외무·내무·법무)에서는 나포
-억류 중인 일본인 어부들을 정치적으로 석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상대의 제의
를 받아 검토한 모양새를 취했고, 양국 우의관계와 수교 후 첫 케이스라는 점을 감
안했다지만 정치 문제와 거래할 생각이 없다던 애초의 입장은 다소 무색해졌다. 언
론 또한 전관수역 침범어선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으로 일본의 위협적이고 오
만한 태도에 석방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양국관계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
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86)
  어부들이 석방되고 비공식회합이 재개되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했
다.87) 무상의 대형어선(어업)과 지도선(수산), 유상의 대형 화물선(해운), 중소공업
부문의 대립요소는 그대로였다. 일본은 이들을 실시계획에서 완전히 탈락시키기보다
는 제한 규정을 두는 교섭전술을 들고 나왔다. 첫째, 어선부문에서는 국회관계상 도
입·건조어선은 노후선 대체에 사용한다는 것을 부속문서로 보증해달라는 제안을 내
86)《경향신문》1966.3.26;《동아일보》1966.3.26, 3.28. 일본정부가 한국이 비난하는 대북 교

류에 대해 보류한 것, 비록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나 한국이 주최하는 ASPAC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새삼 상기시킨 것, 그간 실현되지 않았던 해양 공동순시와 감시원의 공동승선 등을 
조속히 실현시키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화책으로 해석되었다.
《동아일보》1966.3.29.

87)〈대사관-외무부〉(1966.4.1)《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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놨다. 적어도 척수로는 현 상태를 유지케 하려는 목적이었다.  둘째, 수산부문 중 지
도선의 경우 국방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시 부속문서에 기재하자고 제의
했다. 지도선을 제공하더라도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셋째, 해운의 경우 통산성에서 외항화물선(Liner)은 장기저리차관의 대상사업이 될 
수 없다는 전례가 있고 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했다. 반면 대
한해운공사와 외항화물선 2척 제공을 이미 언약한 운수성은 동 선박이 한국-방콕 
항로만 운항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과 톤수를 4천 내지 4,500톤으로 수정할 것을 요
청했다.88) 넷째,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양국 업계의 급격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
간 수시로 협의한다는 취지를 부속문서에 규정하고 마찰이 예상되는 사업은 자금사
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상 공통적으로 일본은 해당항목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용도 또는 범위를 제한하고
자 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도, 또 ‘자금’ 사용의 자율성이란 명분과 정부의 
체면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한국이 부속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사실과 내용이 알려질 경우 일본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
에 수용할 수 없고, 실시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응한 데는 그런 고충
이 있었다.
  계획을 삭감 또는 제한하려는 일본과 고수하려는 한국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
했다. 김영준은 4월 5일, 통산성과 외항화물선 문제를 재차 논의했다.89) 이들은 
4,000톤급으로 줄여 연안용으로 사용한다면 통산성도 정부차관대상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영준은 선박의 규격·성능 등은 수요자인 한국이 선택
할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제원의 선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박을 
무상으로 돌릴 수 없겠느냐는 물음에도 거듭 불가하다고 답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이시다(石田) 수산청 차장과 어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시다는 
한국 수산업계의 실정을 참작했다면서 전과 비슷한 약 500만$ 삭감안을 들고 나왔
다.90) 그는 초년도 실시계획 총규모가 협정상 2배일 뿐 아니라 무상에 어선을 계상

88) 일본-홍콩-방콕을 연결하는 동남아 정기항로는 당시 일본/태국 운임동맹과 태국/일본 운
임동맹이 지배했다. 대한해운공사는 1961년 처음 이 항로를 개설(盟外 배선)한 데 이어 
1963-64년에 두 운임동맹에 가입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7, 앞 책, 518-519쪽.

89)〈대사관-외무부〉(1966.4.6)《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90) 그는 안의 계수는 한국 수산진흥10개년계획상 어선 증가 계획척수의 1/10을 근거로 했다

고 덧붙였다.〈대사관-외무부〉(1966.4.6)(위 사료철). 주 89와 다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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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변동(척수) 내역 변동(척수)
도입 대형 

기선저인망어선 同一 선망어선 12 → 
8(151.2만$)

건조
대형 

기선저인망어선
36 → 

28(51.8만$)
중형 

기선저인망어선
40 → 

35(12.8만$)
포경어선 3 → 0(18만$) 기타(주로 

연안어선) 同一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준은 도저히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했고, 선종·척수 간의 균형 
문제는 국내 사정이니 우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섭이 최종 고비에 이른 가운데 김영준은 정부의 최종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91)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준이 다시 도일(4.13)한 이튿날, 장기영은 어선도입은 한 척도 깎을 수 없다고 
훈령했다고 밝혔다. 19일에도 어선부문에서 300만$를 축소해 교섭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밀고 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92) 그러나 정부는 타협을 선택했다. 
이미 각 부처마다 청구권자금을 재원으로 계상한 각종 사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
다. 수산진흥계획만 해도 첫 사업으로 생각했던 어선 60척의 조기발주가 실시계획 
합의의 지연으로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93) 마냥 대치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4월 20일, 마침내 교섭이 타결되었다. 어선부문은 도입 151.2만$, 건조 82.6만$, 
합계 233.8만$가 삭감된 1,003.3만$ 규모로 합의되었다(표 3-14). 절충선은 외무
성이 처음 비공식 제안했던 약 480만$ 삭감안의 절반 정도였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총액도 9,593.3만$에서 9,359.5만$로 줄어들었다.94)

표 3-14. 청구권자금(무상) 1차년도 실시계획 합의결과 어선부문 삭감내역

91)〈외무부-대사관〉(1966.4.11)(위 사료철).
92)《매일경제신문》1966.4.14, 4.19. 박동묘 농림부장관도 일 측의 대형어선 삭감 시도는 어

업협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성의를 촉구했다. 협정 발효 후 일본 어선의 전
관수역 침범·남획 등으로 궁핍일로인 우리 어업실태 생각할 때 어선과 어선자재도입에 대한 
요구는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1966.4.15.

93)《경향신문》1966.3.23.
94) 보도에 따르면 어떤 정부 당국자는 삭감에도 불구, 결과에 지극히 만족한다는 태도를 표시

하고 애당초 일 측의 전략을 예견하고 미리 금액을 늘려놓은 작전이 주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동아일보》1966.4.21. 지금껏 살펴본 교섭경위상 이 발언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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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업부문 약속액(계약 기준) 1차년도 지불예정액 이후 지불예정액
중소기업 개발 12,000 5,000 10,000기계공업 개발 3,000
건설장비 확충 6,500 4,500 2,000
철도시설 확충 11,000 7,500 3,500

해운 개발 9,008 1,500 7,508
한강철교 복구 1,000 800 200

수리간척용 준설선 3,300 700 2,600
계 45,808 20,000 25,808

출전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 (제35회)〉(1966.4.22.)《국무회의안건철(제34회
-37회)》.
# ()는 삭감액.

  뿐만 아니라 무상의 원자재자금도 총액(2천만$)은 변하지 않았으나 세부항목에서 
변동이 있었다. 원래 섬유류(520만$), 조선자재(460만$), 기계류(320만$), 비료 및 
농약(300만$), 건축자재(260만$), 화공약품(140만$)을 계획했으나 조선자재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 역시 크게 보면 어선·해운부문 견제의 연장이었다. 이것을 포함하면 
어선과 선박의 삭감액은 700만$가 넘었다.95)
  또 실시계획의 실행 스케줄을 통해 연차별 지불액이 나뉘었다(표 3-15). 이에 따
르면 유상의 경우 계약 기준 대외적으로 발표한 총액 4,580.8만$는 지불예정일에 따
라 1차년도와 그 이후로 나뉜다. 일본정부가 실시연도(-66.12.17)에 맞춰 지불할 
것으로 계상한 금액은 정확히 협정상 연간 한도인 2천만$였다.96)

표 3-15. 청구권자금(유상) 1차년도 실시계획 B(차관) (단위 : 1,000$)

출전 :〈List of Agreed Projects and First-Year Implementation Schedule-B〉(1966.4)《청
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표 3-16. 청구권자금 1차년도 실시계획 합의 교환문서 중 비공개 토의기록
(1966.4.20)

95) 삭감분은 대신 섬유류, 기계류, 건축자재에 200만$, 180만$, 80만$씩 배분되었다.
96) 연간한도 제한은 각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집행과정에서 정부는 동·화차사업이 시

급하다고 판단, 초년도 한도(750만$)를 초과해 2차년도 이후의 자금까지 사용했다. 전체 한
도를 늘릴 수는 없었기에 이 초과분은 중소기업부문에서 대신 차감되었다. 요컨대 실시계획
의 규모와 실제 집행은 별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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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대표는 제1차년도 실시계획의 실시를 위해 한국 측으로부터 계약의 인증을 요청할 
경우 지불기간이 익 실시계획연도에 있어서 일본의 회계연도 말까지에 도래될 분에 대
하여는 당해 기간 중의 요지불총액이 지불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는 희망에 대해 한 대표는 협조할 뜻을 말했다.

2
한국 대표는 실시계획에 제시된 화물선 2척의 용도에 대해 이 선박은 실수요자
(end-user)인 대한해운공사가 현재 방콕 항로에 취항 중인 노후선 2척과 대체하는 것
이고 금후에도 동 공사가 회원이 되어 있는 同盟船으로 취항할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일본 대표는 이를 양승했다.

3

해운증강사업에 관해, 일본 대표는 장기저리차관자금에 의한 본 사업의 실시에 관해서
는 선박 수출에 관한 일 측의 종래의 취급방침으로 보아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본 사업
의 실시가 금년도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고 또 현재 본 사업계획 이
외에 동 자금에 의한 새로운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점이라는 것 인정해 
선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데 대해 한국 대표는 이를 양승했다.

4

일본 대표는 중소기업과 기계공업개발사업의 실시에서 자금 사용이 특정한 업종에 집중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는 뜻 말했고, 한국 대표는 상기 사업의 
운용에서 각기 자기나라의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되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뜻 
말했음. 이와 관련해 일 측은 최근 현저히 수출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합판제조업을 언
급한 데 대해 한국 대표는 합판제조업은 수출 목적의 업종으로서는 제1차년도 실시계획
상의 사업대상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

양국 대표는 대형 기선저인망, 선망어선, 중형 기선저인망 및 새우트롤 등 중대형어선 
및 건조자재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해, 첫째 무상자금에 의한 이들 도입 및 건조
는 원칙적으로 어선에 대한 민간상업차관 운용이 현실화될 때까지 특별한 조치이며 전
례가 되는 것 아님, 둘째 노후어선의 대체에 충당하는 것이 이들 수입의 목적, 셋째 무
상 수입이더라도 한국 수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는 유상으로 함, 넷째 이 계획에 
의한 어선 준공은 66년과 67년에 걸친다.

6
지도선 사용용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국 대표는 실제 계획에 포함된 지도선은 한국 
어선이 어로하는 해역에서 다만 어선 지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대표
는 이를 양해했다.

출전 :〈청구권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 합의사항 보고〉(1966.4.19, 대사관-외무부)《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 동맹선 : 특정항로의 운임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선주 또는 해운회사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
 
  금액 외에도 비공개 토의기록(Record of Discussion) 형식으로 다수의 제약조건이 
붙었다(표 3-16). 우선 지불금액 제한이다. 토의기록 1항의 요지는 1966년 12월 
18일 이후 실시연도상 2차년도로 넘어가도 일본의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
(1967.3.31)까지는 FY66년도 예산 범위에서 인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두 해 분의 계약을 미리 약정하고 초년도 미지불 건은 가능한 2차년도 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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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함으로써 조기사용의 효과를 낼 수 있다던 김동조의 구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정부는 실시연도가 아닌 자국 회계연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지불
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97)
  토의기록 2-3항은 해운부문의 부대조건이다. 선박 도입(수출)을 인정하되 예외일 
뿐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화물선 2척의 사용용도를 제한했다. 4항에는 중
소기업부문에서 양국 산업의 경합을 우려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출산업으로 성장
하고 있던 합판제조업은 대상사업에서 배제되었다. 마지막 5-6항은 수산부문 관련
규정이다. 지도선은 대북한관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막았다. 말썽 많았
던 어선에는 무려 4개의 조건이 붙었다. 어선 준공은 1967년까지 두 해에 걸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토의기록은 애초 한국이 제안했던 시안과 큰 차이가 있었다. 시안은 1항의 경우 
“지불예정액이 협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 만
일 그러한 사태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합동위에서 양국 대표가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한다고만 규정했다. 자금의 탄력적 집행과 그 경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한국 안과 달리 확정된 토의기록은 예산범위 내 집행을 명시했다.
  해운부문의 경우 한국 안은 2항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을 뿐 3항은 없다. 중소기업 
관련규정(4항)은 대체로 비슷하다. 수산부문의 어선(5항)은 단서규정이 하나도 없다. 
넷이나 포함된 토의기록과 대조적이다. 지도선(6항)에 대해서만 같은 규정이 있는데 
한국 안은 토의기록의 “다만”이라는 표현이 빠져 어조를 누그러트렸다. 종합해볼 때, 
확정된 토의기록에는 전 부문에 걸쳐 한국의 애초 의사보다 더 강력한 제한조건이 

97) ‘자금’의 1차년도는 1965년 12월 18일부터 1966년 12월 17일까지인 반면 회계연도는 매
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뀐다. 따라서 1966년 12월 18일부터 1967년 3월 31일까지는 ‘자
금’ 실시연도로는 2차년도에 해당하지만 회계연도로는 여전히 1966년이다. 일본정부는 무상
자금의 예산으로 FY65년도 補正예산에서 18억円(500만$), FY66년도 예산으로 88억 7,934
만円(2,466.48만$)을 준비했다.〈청구권자금을 위한 일본정부의 예산준비〉(1966.4 추정)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후자에서 약 500만$는 실제로는 
1966년 12월 18일 이후, 2차년도 계획을 위한 예산이다. 회계연도와 실시연도의 불일치로 
인해 한 회계연도 예산이 두 해 분의 실시연도 예산으로 갈라진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이 운용방침을 엄격하게 고수했다. 1966년 11월 이후 계약인증
액이 예산에 계상된 무상 지불한도(106억 7,900만円≒2,963.39만$)에 육박하자 한도 초과 
이후의 인증 요청분은 지불조건을 다음 회계연도(1967.4.1) 이후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자금에 의한 제1차년도 지불한도액에 관한 것〉(1966.11.7, 경제기획원-사절단);〈사
절단-경제기획원〉(1966.11.12);〈무상자금 제1차년도 지불한도액 및 어선구매〉
(1966.11.26, 경제기획원-사절단)《전문철(Outgoing)2(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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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었고, 특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도증액 및 수산부문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이에 앞서 실시계획은 국내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2월 25일 국회 재경위
에 상정되었던 계획은 민중당의 심의 거부로 표류하다 3월 4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
되었다. 5일의 본회의에서는 민중당이 심의를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12명
이 무더기 발언을 신청하는 등 혼란 끝에 6일 새벽, 역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청구권자금특별회계안의 경우 3월 15일에 국회 상정되었으나 
19일과 23일, 역시 여당 단독으로 각각 재경위와 예결위를 통과했다.98)
  절차뿐 아니라 사업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실시계획과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자금·사업 배정에서 영남 중심의 지역 편중성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천후농업사업으로 양수시설·지하수개발·수자원조사 등에 총 11억 900만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양수장은 33개소가 계획되었는데 2/3가 넘는 24개소가 영
남이었고, 특히 진양에 무려 11개소가 집중되었다. 진양은 예결위원장이자 공화당 정
책위 부의장인 구태회의 지역구였다. 반면 호남에는 단 1개소만 배정되었으며 다른 
지역(경기3, 강원1, 충북1, 충남3, 제주0)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금’을 10년간 집
행한 결과도 비슷했다(표 3-17).
  예산안에 계상된 ‘자금’ 전체 사용비율도 영남(41.9%)이 독보적이었다.99)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시계획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는 약 20명의 전라도 출신 공화당 의
원들이 사업계획을 경상도에 편중하고 전라도를 소홀히 했다고 따지면서 시정을 촉
구하기도 했다.100)

표 3-17.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한 양수장시설용 및 지하수개발용 디젤엔진의 도별 배
정내역(1976년 현재)

98)《경향신문》1966.3.4, 3.5;《동아일보》1966.3.23. 실시계획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한 
일간지는 정부가 사소한 문제는 여론의 비평을 듣는 척하면서도 중대한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독선과 독주를 일삼는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다.《동아일보》
1966.3.8. 특별회계안은 4월 7일, 본회의를 통과-확정되었다.《동아일보》1966.4.8.

99)《동아일보》1966.3.26.
100)《동아일보》1966.3.6. 장기영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중당의 김상흠 의원은 장기영에게 

“대한민국이 경상도의 나라냐, 호남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1966.3.18. 이 기사는 예산편성 시 영남에 치중하고 호남을 소홀히 한 것 때문
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라도 의원들의 불평불만은 오래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에서 지역편중이 더욱 노골화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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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양수장시설용 지하수개발용
地區 수 수량(대) 비율(%) 地區 수 수량(대) 비율(%)

경기 7 12 4.6 4 4 8.3
강원 6 6 2.3 1 1 2.1
충남 10 13 9.5 5 6 16.7충북 7 12 2 2
전남 12 14 11.8 7 7 20.8전북 13 17 2 3
경남 106 142 71.9 17 20 52.1경북 41 47 5 5
計 202 263 100.0 43 48 100.0

출전 : 경제기획원, 1976《청구권자금백서》111, 114쪽.
# 양수장시설용 항목에서 원 자료의 부산(1,2)과 제주(1,1)는 각각 경남과 전남에 포함하여 작
성했음.
##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했음.

  특별회계는 ‘자금’의 연내 도착을 유·무상 5천만$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대략 무상 
3천만$에 해당하는 82억 7천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 이 계획의 정확성도 문제였
다.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것은 계약 기준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언론도 실시계획의 
총액은 “어디까지나 발주 베이스에 불과”하며 “정부 당국이 한결같이 내세운 조기사
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착 기준으로는 연간 5천만
$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101) 그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특별회계의 근거인 
연내 약 50% 도입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보상이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비판
도 있었다.102)

2) 집행상의 차질

(1) 집행상의 제 문제점

  양국은 실시계획 합의기일을 두 달하고도 이틀을 더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우선 어선부문 삭감에 관심

101)《동아일보》1966.4.21, 4.22.
102)《동아일보》196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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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였다. 박동묘 농림부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고, 삭감된 233.8만$ 분은 제3국 차
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며 여론을 달랬지만103)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중당은 성명을 통해 중대형어선자금이 삭감된 것은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경쟁
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도 일본이 우리의 어로경쟁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경쟁의식의 일단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일본이 우리 어업근대화에 
무관심하다든지 원치 않는 듯한 인상을 주어 섭섭하다거나 그나마 당장 4월 및 9월 
성어기의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견해도 있었다.104)
  그러나 일단 계획이 정해진 만큼 향후 과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미 1차년도의 근 1/3이 경과한 만큼 ‘자금’ 
사용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었다. 그렇지만 녹록하지 
않았던 합의과정 전반을 돌아볼 때 사용과정도 낙관하긴 힘들었다. ‘권리’로 받는 ‘자
금’이면서도 사용과정은 多難할 것이라는 우려대로 초년도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문
제들이 불거졌다.
  출발이 늦은 만큼 정부는 집행을 서둘렀다. 4월 30일 오후, 운용관리법에 따라 실
시계획을 정식 공고했다.105) 이어 무상 원자재는 22개 대분류품목에 200여 세부품
목으로 나눠 한국은행에서 5월 5일부터 실수요자 공모를 시작했고106) 12개 항목 5
천여 품목의 자본재는 20일부터 공고,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107) 그러나 2천만$가 배정된 원자재의 경우 뜨거운 관심과 달리 정작 업
자들의 실제 참여도는 저조했다. 공매 개시당일은 신청접수가 없었고, 약 보름 경과
한 5월 21일까지도 배정실적은 84.6만$로 100만$에 못 미쳤다. KFX 원자재 수입신
용장 개설이 일평균 150건 정도인 것과 대조적이었다.108) 
  초기 집행이 난항을 겪었던 첫 번째 이유는 구매에 장시일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
에 있었다. 예컨대 무상 원자재의 경우 한은에서 연도실시계획을 공고한 후 공매-실
수요자 선정을 거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정부의 인증 후 선적 요구 전 단계인 

103)《매일경제신문》1966.4.21.
104)《동아일보》1966.4.21, 4.22;《경향신문》1966.4.22, 4.25.
105)《경향신문》1966.4.30.
106)《매일경제신문》1966.5.4.
107)《매일경제신문》1966.7.6.
108)《매일경제신문》1966.5.5, 5.6, 5.7,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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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수권서(A/P: Authorization to Pay) 발급까지 약 140일이 걸렸다. 약 45일 소요
되는 물자별 선적기간은 별도였다.109) 이 기간 중 실수요자로 선정된 업자들은 물자
를 인수하기 전까지 물자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원화代錢을 보증금으로 적립해두어
야 했다. 이것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민간 수입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110)

그림 1. 청구권자금(무상) 원자재 구매절차

출전 : 第一銀行, 1967《対韓経済協力の手引き : その概要と手続き》東京.

그림 2. 청구권자금(무상) 자본재 구매절차

109) 경제기획원의 추정이다. 자본재나 유상의 절차도 비슷했다. 전자는 구매요청서 작성부터 
A/P 발급까지 약 165일, 유상은 사업계획합의서(Pro/Ag: Project Agreement) 체결부터 지
불수권서(L/A: Letter of Authorization) 확인까지 약 180일이 걸렸다. 역시 최대 8개월(重
機/기계)까지 소요되는 물자별 선적기간은 별도이다.〈무상자금/장기저리차관 구매소요일자 
추정표〉《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

110) 잔여 35%는 선적서류(B/L: Bill of Lading) 인도 시 적립했다. 도입기간의 장기화는 곧 
자금회전률의 저하를 의미한다. KFX에 의한 수입의 경우 $당 250원을 일시 적립해야 했지
만 대신 3-6개월의 연불결제(시은 지불보증)가 인정되었다.《경향신문》19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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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第一銀行, 1967《対韓経済協力の手引き : その概要と手続き》東京.

  둘째로 일본정부의 계약인증사무 지연도 더딘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원자재의 경
우 공매 시작 후 약 두 달이 지나면서 457건(442만$)이 배정되는 등(계약 체결된 
것은 413건) 초기의 관망국면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에 정부는 6월 초부터 사절
단을 통해 200여 건의 인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7월 초까지 한 건도 인증되지 않았
을 뿐더러 외려 41건이 반송되었다. 배정작업은 꾸준히 속도를 내 한국에서는 7월 
말까지 601건(602.6만$)을 배정했으나 일본에서는 나일론·건축자재·단섬유(SF) 등 
24만$를 인증하는 데 그쳤다. 8월 말까지 요청한 168건 중 한 건도 인증되지 않은 
자본재도 상황은 비슷했다. 111) 이것은 세목교섭에서 일본이 계약인증권을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
  협정상 일본정부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통고해
111)《동아일보》1966.7.7, 7.15;《매일경제신문》1966.7.7, 7.13, 8.1, 8.9. 여기에는 사절단이 

직접 계약한 300만$의 비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료를 제외한 원자재 총액은 1,700만$이
다. 자본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월 초까지 약 1천만$, 194건의 인증을 요청했
지만 인증된 것은 4건(53만$)에 불과했다.《매일경제신문》196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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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그러나 기한을 지킨 것은 한 건도 없었다.112) 더욱 반송의 사유는 서류 미
비, 예컨대 금액을 기입할 때 円 단위 미만을 끊지 않았다거나 고무도장 외에는 전
부 타자로 기입해야 한다는 것, 매매자 주소는 사서함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써야 
한다는 것, 자금배정에 대한 한은총재 직인이 없다는 것 등 한국 측으로서는 사소하
다고 생각한 사유들이었다. 7월 중 한은 고위당국자는 서류작성관계는 당초 협약에 
없었던 것이고, 더욱 그 양식은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13)
  한편 무상 자본재 공개입찰에서는 일본 공급자들의 빈번한 담합이 집행과정의 어
려움을 가중시켰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일동포들마저 배제된 ‘자금’의 순전한 바이·
재패니즈 성격에 기인했다. 초기부터 이미 일본 상사들이 가격 담합을 시도 중이며, 
심지어 일본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설이 돌았다.114) 메타놀·초산·PVA·비
닐론 등은 공매 전부터 담합 품목으로 지목되었다.115) 원자재 담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플랜트는 더 심하다는 평도 있었다.116)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조달청이 실시한 자본재 10건의 구매입찰에 
총 364개 일본 상사들이 참여했다. 농업증산사업의 종축 도입(6.15, 9개 상사), 원자
력생산지개량(6.25, 20개사), 농업자재검사기구(6.29, 43개사), 어선사업의 어선건조
자재(6.27, 71개사), 어선동력개량(6.28, 51개사), 수산진흥사업의 어업기본시설

112) 더욱 60건은 이미 14일을 초과한 상태였다.〈한일경제각료간담회〉(1966.9.5)《한일경제
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종합업무보고〉(1966.9.30, 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관
계철 PR관계자료》.

113)《동아일보》1966.7.7, 7.15;《매일경제신문》1966.7.7, 7.13. 기획원도 사소한 사항을 이
유로 계약을 반려하는 것은 협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 측과 인증의 성격을 다시 논
의할 것을 한은에 지시했다.〈경제기획원-사절단〉(1966.7.8)《전문철(Cable incoming)(대
일청구권자금관계철)》. 이후 정부는 9월의 양국 경제각료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114) 이는 일본의 경제상황과도 관련 있었다. 당시 일본은 월평균 300개 중소업체가 도산할 
정도의 불경기였다. 일본정부는 과잉생산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종래의 60% 수준으
로 맞춰 수요와 밸런스를 맞추고, 정부가 생산 물자의 40%를 구매하는 지원책을 폈다. 수출
업자들 또한 그들끼리 수출가격 담합을 통해 동남아·유럽·미주 등 지역별로 가격을 규제했
다.《매일경제신문》1966.5.4. 요컨대 업자들이 ‘자금’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 불황을 회복
하고 국내의 생산제한조치를 해소하는 한편 해외무역정책의 변동 계기로 삼는다는 설이었
다. 특히 현재 일본은 소비재보다 원자재 생산에 급피치를 올려 어느 공장이든지 원자재 생
산품이 산적, 오랫동안 녹슨 것도 있다고 할 만큼 급한 형편으로 ‘자금’에 의한 시설재란 무
조건 한국에 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왕이면 비싼 값으로 
팔아보자는 것이고 일본정부도 은연중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매일경제신
문》1966.7.25.

115)《매일경제신문》1966.5.4.
116)《동아일보》196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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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36개사), 기타의 송배전시설재(6.24, 61개사) 모두 표면상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다.117)
  그러나 이들 대부분에 담합이 개재했다. 특히 어선부문이 심했다. 업계는 71개 상
사가 참가한 129척의 어선건조자재부문(386.5만$) 중 약 100만$의 철판은 완전 담
합으로 깨기 힘들 것으로 보았다.118) 사절단에서 현지의 담합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
기도 했다. 어선용 디젤엔진의 경우 일본 운수성의 행정지도를 받는 소형선박기계수
출진흥회(25사)가 담합의 중심이라는 정보였다. 119)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철저한 가격조사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제한된 인원의 사절단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사절단은 품목별로 몇몇 제작자 또는 공급상사에게 가격조사 취지
를 설명하고 정직한 가격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120)
  결국 조달청은 7월 23일, 원자력 연구자재(54개 품목, 34만$)와 어선건조자재(52
개 품목) 입찰 대부분을 유찰시켰다. 25일에는 농업자재검사기구(120.9만$) 입찰에
서도 담합이 발견됨에 따라 약 절반인 64.8만$(255개 품목)에 대해서만 13개 상사
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어선용 디젤엔진 등 동력개량자재도 애초 입찰의 
1/8에 해당하는 약 21만$만 계약 체결이 결정되었다.121)
  급기야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나서 이 같은 담합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수출입은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일부 업자들이 담합 
및 저자세로 부당한 교역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충훈은 시멘트의 
경우 일본 업자들이 타국(홍콩)에는 톤당 12$선(FOB)에 판매하면서 한국에는 
117)《매일경제신문》1966.7.5, 7.6.
118)《매일경제신문》1966.7.11;《동아일보》1966.7.23.
119) 외무부는 관련 정황을 파악 중이며 그 외에 어선용 목재도 담합이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달청이 요청하는 심사에 필요한 시가 및 시장자료 조사를 지시했다.
〈6004-S 입찰에 관한 건〉(1966.7.5, 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외무부-사절단〉
(1966.7.8)《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관한 한일간 실무교섭, 1966.6-10》.

120)〈PAC-6001-S 가격조사 통보와 비료 및 원자력 연구기재 업무연락〉(1966.6.28, 사절
단-조달청)《전문철(Outgoing)No.1(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7월 14일, 본국의 ‘자금’ 사
용 연석회의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구매공고 전의 가격조사는 불가능하므로 곧 5-6명을 충
원한다고 결정했다.〈청구권자금 사용에 관련한 연석회의〉(1966.7.20, 경제기획원);〈청구
권자금 사용에 관련한 연석회의 보고〉(1966.8.1, 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무상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관계서류철》.

121) 디젤엔진의 경우 조달청 査定價보다 4-5% 고가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철강제품의 경
우 예정인도기일을 훨씬 늦춰 응찰하는 등 가장 긴요하고 급히 필요로 하는 품목만을 골라 
가격과 인도기일에서 교묘히 담합했다.《매일경제신문》1966.7.11, 7.25, 7.26;《동아일보》
196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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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에 오퍼하고, 빌렛(Billet, 압연용 강판)의 경우 종전 가격보다 5% 인상하는 
등 부당조건을 제시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122) 민충식 또한 일본 상인들의 
음성적 담합행위 때문에 순조로운 물자도입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할 
정도였다.123)
  그러나 이처럼 담합 정보가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실제 입찰에서 대량의 유찰이 발
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 약 30개의 주한일상사들은 그리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외려 “이미 쥐어진 밥상이니 어느 때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밥이라는 식으로 
자기네들 간의 담합만을 더욱 굳게 하고 있는” 기색이었다.124) 이는 일차적으로 ‘자
금’의 구매지역 제한 때문이었지만 원자재의 경우 정부정책과도 관련 있었다.
  이렇듯 담합이 성행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정부의 시행착오의 영향도 있었다. 5월 
3일, 기획원은 원자재 공매요령을 한은에 지시하면서 비료·화공약품·섬유류·건축자재·
기계류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될 때까지 같은 물자를 KFX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
다. ‘자금’은 실시연도가 정해져 있고, 시작이 늦었으므로 다른 재원에 앞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방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보면 수입물자의 공급원을 
‘자금’으로 제한하는 조치였다.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공급원이 된 공급자들은 느긋
할뿐더러 담합을 획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론은 엄격한 가격심사제와 악덕한 일
본 상사들의 대한진출 규제 등 적절한 대책을 요망했다.125)
  집행이 거듭 지연되자 국내 물자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다른 
재원의 병행 수입이 금지된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대일의존도가 큰 화학·섬유 등 제
조업계의 원료 구득이 영향을 받았다. 자연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5월 말
에서 6월 초의 열흘간 일제가 99%를 점하는 빙초산은 톤당 가격이 약 11%, 초산도 
톤당 12% 올랐다.126)

122)《매일경제신문》1966.5.16.
123)《경향신문》1966.7.14. 담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첫째 품질 또는 규격상의 담합으로 

실수요부처와 조달청의 요구 품목보다 저품질로 응찰, 둘째 품질과 규격은 맞는 대신 엄청
난 고가로 응찰, 셋째 품질과 가격까지 맞아도 인도기일을 12월 또는 내년 1-2월로 늦춰 
응찰, 넷째 경합 없는 단일 응찰 등. 또 얼핏 조건은 문제없고 오히려 유리한 듯 위장하면서 
부속품을 고가로 파는 이른바 투·스텝·론도 지적되었다.《동아일보》1966.5.17;《매일경제신
문》1966.8.9, 8.15.

124)《매일경제신문》1966.8.15.
125)《동아일보》1966.5.17.
126)《경향신문》1966.5.7;《매일경제신문》1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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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A) 실적(B) B/A(%) 세출예산(A) 실적(B) B/A(%)
1966년 8,271 5,420 65.5 8,271 4,990 60.3
1967년 11,029 10,021 90.9 5,338 4,662 87.3
1968년 10,548 8,883 84.2 11,034 8,445 76.

  정부는 방침을 바꿔 자금배정의 지연을 감수하고 KFX를 사용한 연불(DA) 수입을 
허용하는 긴급대책을 검토했다. 5월 10일, 상공부 이철승 차관은 대일연불수입 500
만$, 수출산업용 수입품목, 기타 상공부가 지정하는 자가소비용 연불수입품목은 ‘자
금’과 병행해 대일구매를 허용한다는 일부 예외조치를 발표했다.127) 정부는 원자재
자금 사용부진을 만회하고자 품목 자체를 변경하기도 했다.
  여러 문제점들이 겹치면서 자연 집행실적은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자금’ 집행부
진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민충식 사절단장은 이미 10월 초에 1차년도 실시계획 중 
연내 도착 가능액수는 무상(원자재 2천만$, 자본재 4백만$), 유상 1,600만$, 합계 4
천만$로 예상되며 예산집행에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128)
  사용실적이 실시계획은 물론 협정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자연 도입된 물자의 
판매대전으로 계상한 청구권자금특별회계의 실적도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표 
3-18). 애초 청구권자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 시 정부는 무상 3천만$ 물자 
도입에 준하는 약 83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전액을 사용(세출)하는 것으로 편성했
다. 그러나 실제 세입은 65.5%에 해당하는 약 54억 원(약 2천만$)에 그쳤다. 그에 
따라 세출도 5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표 3-18. 1966-68년, 청구권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단위 : 100만 원)

출전 :《한국통계연감》(한국은행 조사부).

  자연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다. 어업이 대표적
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 후 한일어업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수산진흥10개년계획을 마
련했다. 첫 사업으로 계획한 것이 어선 60척의 조기건조였으나 실시계획교섭 지연으
로 발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129) 1966년 11월 말까지 수산진흥
127)《경향신문》1966.5.11. 예외조치는 계속 확대되었다. 7월 7일, 상공부는 수출 및 군납 기

자재로 긴급도입이 요구된다고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의 병행수입을 추가로 인정했고, 
약 보름 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자금’의 해당품목이라도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고
자 하는 경우, 가격을 비롯한 기타 거래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매일경제신문》1966.7.8, 7.23.

128)《매일경제신문》196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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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사업 규모(척) 인도/준공 예정일
도입 기선저인망어선 16 5.31(8척), 6.10(2척), 7.20(2척), 

7.25(2척), 7.31(2척)

사업에 146만$가 투입되어 어업전진기지 급수시설 5개소, 급유시설 9개소, 공동창고 
9개소, 어업무선국과 유조선 1척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험선·지도선 도입, 어선
도입, 연구생 파견 등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더욱 어선 건조는 손도 못 대는 형편이었다. 애초 1차년도에 1,300만$를 책정해 
연내 64척을 도입하고 445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연도 말까지 단 한 건도 도입·
건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 일간지는 공동규제수역에서 일본 어선과 조업경쟁은 
“말이 경쟁이지 일본의 독무대에 지나지 않는 것”, “무기 없이 싸우려는 병사의 격”
이라고 비판했다.130) 또 정부가 조기발주를 강조했던 것을 상기하며 조기발주라 말
하기조차 민망하다고 논평하기도 했다.131)
  초년도 수산부문에 책정된 ‘자금’ 총 1,353만$ 중 12월 22일 현재 인증분은 379
만(약 22%)에 불과했다. 동일 기준 A/P 발급액은 313만$, 선적완료분은 불과 94.5
만$(약 7%)였다. 청구권특계로 추진되는 수산사업도 극히 부진해 3/4분기 말 기준, 
사업진도는 기간 중 계획의 약 58%에 불과했다(수산청, 3/4분기 심사분석보고서
).132) 사절단은 실시연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11월 중순에야 어선 64척의 사양
서 조정과 조선소 지정 및 가격 협의를 마치고 나가사키현 무역공사와 총 
5,415,177$ 가계약을 체결했다.133) 그렇지만 1967년 3월까지 도입 또는 건조된 어
선은 한 척도 없었다(표 3-19).

표 3-19. 청구권자금(무상) 1차년도 사용계획에 의한 어선 도입 및 건조현황
(1967.3)

129)《경향신문》1966.3.23.
130)《경향신문》1966.12.17. 동 수역 출어 중인 어선은 대형기저선 100여 척, 중형기저선 50

여, 합계 150여 척으로 협정 출어척수 385척의 절반도 못 되는 실정이었다. 선망어선은 23
통으로 협정척수보다 97척 부족했고, 15척 출어하게 되어 있는 60톤급 이상 고등어낚시어
선은 1척도 출어하지 못했다. 기사는 동 수역 지도선도 9척에 불과해 일 어선들의 횡포 제
대로 막지 못하는 처지라고 보도했다.《매일경제신문》1966.10.1.

131)《매일경제신문》1966.12.6.
132)《경향신문》1966.12.26, 12.30.
133)〈어선, 지도선, 시험선 구매상황 보고〉(1966.11.16, 사절단-경제기획원)《전문철

(Outgoing)2(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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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계획
합의일 계약일 최종선적일

철도시설개량사업(K1) 1966.6.8 1966.6.13, 6.24 1966.11.30
한강철교복구사업(K2) 1966.6.17 1966.8.13~9.3 1967.6.30
수리간척/준설사업(K3) 1966.7.20 1966.10.6 1967.5.30, 8.7, 

8.17
건설기계개량사업(K4) 1966.7.20 1966.9.17, 12.13 1967.5.30, 8.16

해운진흥사업(K5) 1966.7.27 1966.10.6, 10.14~12.29 1967.9.30, 
1968.2.23, 5.20

중소기업육성사업(K6) 1966.7.27 1967.3.24~71.2.11 1973.10.31
철도시설개량사업(K7) 1967.3.23 1967.3.25, 12.4~70.12.30 1972.2.15

수송하역시설개량사업(K8) 1967.6.27 1967.8.29~68.2.29 1969.12.14
광주시상수도사업(K9) 1967.7.11 1967.11.27~69.12.17, 1970.10.31

선망어선 3통(18척) 6.30
지도선 3 6.15
시험선 4 4.25

건조

소형 연안어선 226 4월중
중형 연안어선 150 3월중(46척), 5월중(104척)

중형 기·저 및 새우트롤어선 35 4월중(10척), 6월중(25척)
근해어선 6 7월중

대형 기·저 28 7월중
지도선 9 7월중

출전 :〈청구권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에 의한 수산진흥사업 집행보고(경제장관회의안건)〉
(1967.3, 농림부)《경제장관회의안건 3차-14차에 관한 서류》.

  유상의 경우 중소기업(K6)을 제외하고는 5개 사업 모두 연도 내 계약을 체결했다. 
단 협정 체결 시 상호 양해한 지불한도(2천만$) 제약과 함께 공통적으로 해당품목의 
제작에 장시일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구매를 서둘렀던 동·화차와 일부가 
연내 도입된 중기(불도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1967년 이후로 선적이 미뤄졌다(표 
3-20). 특히 해운사업에서 화물선과 유조선 각 2척의 도입은 이태 후인 1968년까
지 기다려야 했다.134)

표 3-20. 청구권자금(유상) 1-2차년도(1966-67) 사업별 사업계획 합의·계약·선적
일(1974.12.17)

134) 1967년 8개 사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계약과 최종선적이 같은 해 이뤄진 사업은 
전무하다. 그나마 수송하역시설개량사업과 소양강댐 건설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의 최종선
적일은 1970년 이후로 최초 사업계획 합의일과 3년 이상 시차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사
업은 1-2차년도 모두 사업 추진속도가 많이 처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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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0.25~69.2.28
대전시상수도사업(K10) 1967.7.11 1967.11.27~70.11.30, 

1968.9.11~71.2.23 1971.7.15
시외전화확장사업(K11) 1967.7.11 1967.11.15~70.4.7 1971.3.20
산업기계공장 확장(K12) 1967.7.31 1968.1.13, 1.26, 3.13, 

8.24 1970.5.11
소양강댐 건설사업(K13) 1967.8.7 1968.4.12, 8.26 1969.2.23
중소기업육성사업(K14) 1967.8.7 1968.12.2~72.8.26 1973.10.31

출전 :〈청구권 유상자금 집행상황(Pro/Ag별)〉《청구권자금백서관계》.
# 옅은 색 칸은 최종선적일이 실시연도의 다음 해인 경우, 진한 색 칸은 최종선적일이 실시연
도보다 두 해 이상 늦는 경우.

  몇몇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자금’의 집행 부진과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이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 복잡한 구매절차와 계약인증 지연, 담합 모두 기본적으
로는 세목교섭의 결과였다. 그렇지만 예컨대 ‘자금’의 바이·재패니즈 성격 같은 경우 
원조 또는 협력 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서 ‘자금’만의 문제로 보긴 
어려웠다.135)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이들과 달리 온전히 한국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유상의 수의계약 논란이 그것이다. 집행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5
월 24일, 민중당 신인우 의원은 유상의 철도사업(K1)과 관련해 사절단이 모 정치인
으로부터 6개 업자를 소개 받아 그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절단
이 동·화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100만$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월권행위
를 했다고 주장했다.136)
  그에 따르면 사절단은 5월 19일, 일본의 6개 동·화차 제작업자의 대표들을 불러 
구매업자로 지정한다고 통고하고 업자별 제작내역까지 배당했다. 동차는 시가 6.5만
$를 7.1만$로 대당 6천$ 비싸게, 화차는 무개 8천$를 8.5천$로, 유개 8.5천$를 9.5
천$로 각각 대당 5백$ 또는 1천$씩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이었다. 철도청도 사절단
이 결정한대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담당자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폭로의 골자였다.137)

135) 물론 세목교섭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이긴 했겠지만, 여기에도 “도입절차 협의 시
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절차 운운은 한심스러운 것”이라는 비판은 있었다.《경향
신문》1966.5.17. 

136)《동아일보》1966.5.24;《매일경제신문》1966.5.26.
137)《경향신문》1966.5.24. 動車는 日本車輛(35량), 川崎(20량), 汽車製造(10량), 近畿(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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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원과 조달청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펄펄 뛰었다. 폭로 이튿날, 기획원 김학렬 
차관은 신 의원의 발설은 전연 허위라고 말하고, 정부는 아직 동·화차 구매실시계획
서를 작성-교환한 일이 없고 대체로 합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
은 사항의 계약이란 있을 수 없고, 계약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사실
의 진상 여부를 사절단에 긴급 조사토록 지시했다. 한편 김정렴 재무부장관은 조달
청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138)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었다. 대통령이 특별지시로 ‘자금’의 연내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수요부처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 작업을 전
혀 서두르지 않았다. 더욱 동·화차는 수요부처에서 한 달 전에 구매요청서를 보냈지
만 입찰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사절단의 현지구매 의구심을 자아냈다. 
구매절차와 제작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구매는 도저히 불가능했다.139)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정부여당은 이미 4월 26일의 경제관계연석회의에
서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관차와 화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다. 재원은 AID차관과 
청구권자금이었다.140) 5월 초, 기획원은 사절단에게 일본정부 및 기금과 교섭해 가
격과 품질이 타당하다면 일체의 구매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히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 
‘자금’ 사용이 벌써 4개월이나 지연되었고 국내 수송사정이 긴박하다는 게 지시의 이
유였다. 대한국제경제협력체(IECOK) 예비회담 차 런던으로 출국하는 장 부총리 일
행의 15-16일 방일141) 시 원칙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 조처할 것도 지시
했다.142)
  구매 작업은 신속히 추진되었다. 5월 9일, 사절단의 정재덕 계획부장과 도일한 철
도청 원성희 국장은 기금 관계자를 만나 철도·중소기업·한강철교·건설기계 사업계획
합의서(Pro/Ag)를 제시했다. 특히 도입을 서두르는 철도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금

량), 近澤(10량). 貨車는 日立(무개 300량), 汽車製造(유개 236량).
138)《동아일보》1966.5.25;《매일경제신문》1966.5.25.
139)《매일경제신문》1966.6.9.
140)《동아일보》1966.4.26.
141) 방일 시 장기영은 수송력 부족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을 말하고, 동차(디젤) 및 화차를 8

월 말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 측은 가능한 한 요망에 부응해 사무처
리를 촉진하겠다고 답했다.〈三木大臣の韓国張副總理との会談要旨〉(1966.5.16)《日韓要人
会談》.

142)〈사절단-경제기획원〉(1966.5.8)《전문철(Outgoing)No.1(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경
제기획원-주일사절단〉(1966.5.9);〈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1966.5.9, 경제기획원-사절
단)《전문철(Cable incom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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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 Pro/Ag 서명을 목표로 가급적 빨리 최종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143) 
양측은 17일까지 실무협의를 마쳤고, 대략 월말까지는 Pro/Ag에 정식 서명키로 합의
했다.144)
  이에 따라 사절단은 20일, 동·화차 주요 메이커 및 계약상사로 丸紅飯田을 소집했
다. 계약할 물량을 통고하고 납기까지 통고했다. 사절단은 늦어도 31일까지 확정계약 
체결을 전제로 28일까지는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145) 기획원은 화차
의 도입자재 명세 검토 차 철도청 직원 4명이 26일 방일할 예정임을 알렸다.146)
  요컨대 접촉날짜와 업체별 할당량 등 세부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절단이 비밀리에 구매에 나섰던 것 자체는 사실이었다.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정
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지만 재무부와 기획원의 장차관은 모르는 척 발뺌했다. 외
려 정부는 신 의원 입건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
가이익에 어긋나는 두서없고 무책임한 발언은 사회적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단속해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었다.147)
  논란이 되자 26일, 기획원은 사절단에 업자와의 접촉을 일체 중단할 것을　지시했
다.148) 같은 날 사절단은 신문에 보도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따라서 국고손
실 운운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내부적으로 기획원에는 지시에 따라 업자와 접
촉은 중지하되 가격 및 시장조사는 계속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149)
  6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1966.6.13, 대통령
령 제2565호). 긴급 구매가 필요할 때 조달청의 공고·입찰과정을 생략하여 사절단장

143)〈사절단-경제기획원〉(1966.5.9)《전문철(Outgoing)No.1(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144)〈사절단-경제기획원〉(1966.5.18)(위 사료철).
145) 동차는 日本車輛(간사 메이커)(35량), 川崎車輛(20), 近畿車輛(20), 新潟鉄工(10), 화차

는 日立(간사)(유개 300량), 汽車製造(무개 236량).〈사절단-경제기획원〉(1966.5.20)(위 
사료철). 사절단은 시장조사를 통해 판명된 각 업체의 공급능력과 납기를 감안해 가장 현실
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에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통보한 납기는 동차 9월 
말, 화차 8월 말이었다. 단 사절단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일단 통보한 것일 뿐이라
고 덧붙였다. [ 다른 자료 : 화차: 히타치가 무개, 기차제조(유개) 136량, 미쓰비시(유개) 
100량. 동차: 니가타(20), 긴키(25), 가와사키(5) (일본차륜은 그대로로 추정) ] 工業時事
通信社 編, 1971《71日韓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36쪽.

146)〈경제기획원-사절단〉(1966.5.25)《전문철(Cable incom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147) 베트남 파병의 성격을 언급한 신한당 윤보선 총재의 남원 발언, 김일성과 담판할 용의를 

표명한 민사당 서민호 대표의 발언이 같이 입건대상에 올랐다.
148)〈경제기획원-사절단〉(1966.5.26)《전문철(Cable incom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149)〈사절단-경제기획원〉(1966.5.26)《전문철(Outgoing)No.1(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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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6 1967 1971(계획)
기관차 디젤 125 125 173 277

증기 272 251 203 103
객화차 객차 1,467 1,581 1,526 1,849

화차 10,584 11,454 12,617 15,935

이 업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의 골자였다. 민중당은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논평하고, 국회 개원(6.15) 즉시 재경위를 소집하
고 장 장관을 출석시켜 일대 논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절단과 공급자의 
직접 계약은 근본적으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긴급한 물자일수록 오
히려 공개적으로 해야 할 터인데,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150)
  같은 날, 도쿄에서 정재덕은 기금을 방문해 Pro/Ag 서명을 강력히 촉구, 동·화차는 
8일에 서명키로 합의했다.151) 8일, 민충식과 야나기타 기금 총재가 0.11억$ 철도개
량사업계획(디젤 기관차 85량, 화차 536량, 화차 1,100량 건조용 자재)에 합의-서
명했다. 닷새 후에는 丸紅飯田와 1,022만 7,258$ 규모의 차량도매계약 체결까지 일
사천리로 진행되었다.152) 구매계약한 디젤 기관차 수량은 당시 한국 보유대수의 
68%, 화차(건조자재 포함)는 약 14%에 해당했다(표 3-21).

표 3-21. 1965-67년, 열차 보유현황 (단위 : 대)

출전 : 경제기획원, 1971《한국경제의 개관》1971, 179-180쪽.

  각 메이커별 할당량을 결정한 것이 사절단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폭로
대로 정치인의 개입이 있었는지까지는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구매절차상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했어야 하는 것을 비공개 수의계
약으로 처리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 세목교섭에서 정부는 사절단이 아
닌 조달청 구매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현지 단일구매창구로서 사절단은 담합에 
취약하고 여러 부정이 개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결국 계약 전 과정은 조
달청이 하는 것으로 절충해 이를 대일교섭의 성과로 강조한 것도 생생하다. 그런데 
정작 구매과정의 초입에 들어서자 입찰은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수의계약을 택했다. 

150)《매일경제신문》1966.6.4.
151)〈사절단-경제기획원〉(1966.6.3)《전문철(Outgoing)No.1(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152) 납품기일은 8월부터 12월까지였다.《동아일보》1966.6.9;《경향신문》1966.6.14. 화차 건

조자재는 별도로 6월 24일에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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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 방침을 어기고 그럼으로써 의혹을 자처한 것이다.
  수의계약은 철도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준설선(K3, 330만$), 건설장비(重
機)(K4, 650만$), 선박(화물선·유조선)(K5, 660만$) 등 합계 1,640만$ 유상의 ‘큰 
덩어리’ 사업 모두 9월부터 12월까지 사절단이 일본 현지에서 수의로 계약했다. 초
년도 6개 사업 중 이 해에 집행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입찰방식으
로 처리한 것은 가장 작은 100만$ 규모의 한강철교복구사업 단 하나였다. 관계자들
은 경위에 대해 일절 함구하여 비난을 자초했다.153)
  의혹제기도 계속되었다. 민중당의 최수룡 의원은 650만$ 건설장비 수의계약으로 
적어도 100만$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폭로하고, 시세가 1,300만円임에도 불구 
2,700만円에 계약을 체결한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시멘트 혼합기계를 예로 들
었다. 이에 대해 장기영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계약단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가 최수
룡이 계약일자(8.13 도입가격 체결, 9.17 정식계약)를 지적하자 조사해보겠다고 답
했다.154)
  이처럼 ‘자금’ 집행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한 
일간지는 일본정부와 일부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들을 분개케 
하는 일만을 거듭”하고 있다거나 국교정상화 “첫 단계부터 진절머리 나는 일을 거리
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명실 공히 국교정상화답게 우리에게 우호정
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한 일은 거의 없고, “있다면 그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의 차별적
인 대한정책을 그냥 계속 답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155) 수의계약에 관한 정부 비
판기사는 일부를 직접 인용하고자 한다.

“ … 정부가 그렇게 말해왔다. 감히 어떤 돈인데 청구권자금 구매와 사용을 비밀리에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동남아 다른 국가들이 일본 배상자금을 사용했을 때 흔하던 

153)《매일경제신문》1966.9.5.
154)《동아일보》1966.9.28.
155) 또 “원자재자금을 비롯한 청구권자금 사용은 일본 측의 실질적인 기피행위 때문에 지연됨

으로써 우리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가져와 “청구권특별회계에 의한 농수산부문 투
자와 기타 경제개발사업은 거의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동아일
보》1966.7.26. “‘청구권자금 도입’은 일 측의 일방적 이익추구의 제물”로 일본의 대한경제정
책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근린 궁핍화를 서슴지 
않는 정책이라는 등의 일련의 비판이 수교 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의 대일 논조였다.《매일
경제신문》1966.8.9;《동아일보》1966.9.7.



169

집권자의 뒷거래가 동경현지구매사절단에게 계약권을 준 데 있으니 우리는 이를 거울
삼아 동경사절단을 서류통과기관으로 약화시키고 모든 구매와 결정은 서울에서 조달
청이 직접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이후 재정차관자금 제1호가 바로 동경구매
사절단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이를 사후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 청구권자금관리법 
시행령 규정까지 뜯어 고쳤다. 동·화차 1,100만$, 불도저 650만$, 수리간척용 준설선 
330만$이 차례로 모두 동경에서의 수의계약으로 맺어졌고, 이는 재정차관 중 구매조
치분(2,100만$)의 96%가 되는 돈이다. … ”156)

  1966년 12월 17일, 협정이 비준된 지 만 1년이 되었다. 이를 전후해 일간지들은 
한일수교 1년을 되돌아보고 양국관계의 현황을 정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157) 경제
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이 많았다. 특히 청구권자금 사용은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어업자금과 선박자금은 아직 사용조건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牛步”를 걷고 있는 반면 자본의 “매판성”과 “권력 작용의 콧김이 예민하게 서리는” 
민간상업차관은 폭증하는 상황, 무역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곱
지 않은 시선으로 읽혔다.
  세밑에 다다른 12월 30일, 민중당은 이중재 의원 외 33인 이름으로 10개 항목의 
한일관계 대정부질문서를 제출했다. 자금도입으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일종의 주종
관계가 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방지대책, 무역 불균형 및 경제관계의 불균형·부조
화 시정방안 등을 물었다.158) 초년도 ‘자금’ 사용과정은 이처럼 지난했고, 아직 정상
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웠다. 야당의 대정부질문서는 일본 또는 정부의 대
일정책에 대한 불신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강해진 측
면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청구권자금백서가 주는 착시

156)《동아일보》1966.12.17.
157) “한일국교 만1년 얼마나 변했나”《경향신문》1966.12.17; “한일국교 1년 안으로 살핀 변

모”《동아일보》1966.12.17; “한일가교 1년의 회고”《매일경제신문》1966.12.17.
158)《동아일보》1966.12.30. 질문서는 그 외에 두 개의 한국론이나 정경분리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일본방위체제의 일부분으로 편입될 가능성 및 양국의 군사
적 불균형 상태에 대한 대처방안, 교포의 북송 저지책, 협정체결과정에서 희생된 교수·학생
의 구제방안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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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주일사절단장이었던 민충식은 사절단의 임무를 ‘자금’의 유효적절한 사용이라
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안이하며,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해 그것은 신속한 사용
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이것을 지상과제라고도 표현했다. 누차 살펴보았듯, ‘자
금’을 가능한 초기에 집중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최대 관심사였다.159) 따지고 보면 
김-오히라 정치회담에서 명목은 미룬 채 총액만 합의한 것도, 세목교섭에서 사용의 
주도권을 넘겨준 것도 ‘자금’을 서둘러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기사용 
목표는 그 열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10년간의 집행이 
완료된 후 ‘자금’의 각종 사용실적을 망라한《청구권자금백서》160)(이하 백서)의 통
계에서는 이와 적이 다른, 약간의 이물감이 느껴진다.
  백서(표 3-22)는 ‘자금’의 집행실적을 ‘사용’과 ‘도착’, 크게 둘로 나누었다. ‘도착’
실적은 말 그대로 물자의 국내 도착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반면 ‘사용’의 기준
은 다소 애매하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구매계약 후 일본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 
즉 인증계약을 기준으로 한 집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사용’이란 용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一感도 그렇다. 그렇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으므로 인증 후 일본정부의 결제
(지불) 기준일 수도, 또는 ‘도착’과 비슷하게 물자가 실수요자에게 인수된 것을 기준
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차별’ 사용실적과 도착실적이라고 하면 당
해연도에 얼마를 사용했고, 어느 정도의 물자가 도착했는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이 
표는 유상의 도착실적을 제외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백
서의 통계는 조기사용의 실패를 드러내지 않는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 먼저 백서의 

159)〈사절단의 업무 총평 및 전망〉(1966.6.30, 사절단). 참고로 이 보고서 표지에는 ‘청와대 
서봉균 비서관’이라는 수기가 있다. 보고서의 수신인일 것이다. 1966년 당시 경제기획원 외
자총괄과의 한 직원도 자금 사용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기사용을 꼽았다. 이성곤, 
1966.11〈대일청구권자금 사용계획〉《경협》34, 43쪽.

160) 경제기획원, 1976《청구권자금백서》. 1974년 4월, 자금의 사용실적을 평가-분석해 공표
하고 이를 국가경제시책의 자료로 활용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기획원에서 경제협력차
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서발간준비위원회를 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해 
공여기간(1966-75)이 끝난 직후 간행했다.〈대일청구권자금 도입물자의 관리 및 활용 개선
지시〉(1974.4.26, 경제기획원-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집행백서 발간계획〉(1975.3.7, 경
제기획원-사절단)《청구권자금백서관계》. 발간 지시와 함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전달
한 준비계획 문건은 큰 틀에서 책자의 목차(협정 체결의 배경 및 연혁, 협정 개요, 관계법령 
개요, 연차별 실시계획 및 집행실적, 투자효과분석)를 제시했다. 이것은 대체로 백서의 체제
(도입배경과 사용기준, 운용관리체제, 도입실적과 활용, 부문별 기여, 투자효과분석)에 반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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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유상 계
사용 도착 사용 도착 사용 도착

1차
(66)

39,915
(13.3)

29,715
(9.9)

44,677
(22.3)

12,149
(6.1)

84,592
(16.9)

41,863
(8.4)

2차
(67)

34,668
(11.6)

30,355
(10.1)

27,389
(13.7)

25,351
(12.7)

62,057
(12.4)

55,706
(11.1)

3차
(68)

27,979
(9.3)

33,783
(11.3)

17,813
(8.9)

16,198
(8.1)

45,792
(9.2)

49,982
(10.0)

4차
(69)

24,059
(8.0)

31,133
(10.4)

11,070
(5.5)

21,363
(10.7)

35,129
(7.1)

52,495
(10.5)

5차
(70)

25,995
(8.7)

24,657
(8.2)

8,894
(4.4)

12,497
(6.2)

34,889
(7.0)

37,154
(7.4)

6차
(71)

29,205
(9.7)

32,138
(10.7)

8,000
(4.0)

16,728
(8.4)

37,205
(7.4)

48,866
(9.8)

7차
(72)

29,798
(9.9)

29,444
(9.8)

34,900
(17.5)

29,601
(14.8)

64,698
(12.9)

59,045
(11.8)

8차
(73)

29,613
(9.9)

29,822
(9.9)

5,004
(2.5)

22,200
(11.1)

34,617
(6.9)

52,022
(10.4)

9차
(74)

28,016
(9.3)

28,201
(9.4)

41,521
(20.8)

10,313
(5.1)

69,537
(13.9)

38,514
(7.7)

10차
(75)

30,752
(10.3)

30,752
(10.3)

732
(0.4)

33,600
(16.8)

31,484
(6.3)

64,353
(12.9)

계 300,000
(100.0)

300,000
(100.0)

200,000
(100.0)

200,000
(100.0)

500,000
(100.0)

500,000
(100.0)

설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3-22. 청구권자금 연차별 사용 및 도착실적 (단위 : 1,000$)

출전 : 경제기획원, 1976《청구권자금백서》29쪽, 표1-3-1(청구권자금의 연차별 사용실적), 
376쪽, 표1(대일청구권자금 연차별 사용실적 총괄표), 표2(대일청구권자금 연차별 도착실적 총
괄표).
# ()는 총액 기준 구성비(%).
 
  백서(표 3-22)에 따르면 사용 첫 해인 1966년, 무상은 3,991.5만$를 사용해 연
간공여한도인 3천만$를 약 1천만$ 초과했다. 더욱 유상은 무려 4,467.7만$를 사용
해 연간공여한도(2천만$)의 2배 이상, 즉 2년 치를 첫 해에 사용했다. 유·무상 합계
는 8,459.2만$로 연간공여한도(5천만$)의 약 1.6배이다. 2차년도인 1967년에도 합
계 6,205.7만$를 사용, 첫 이태의 누적 사용실적은 총 1억 4,664.9만$로 2년간 공여
한도의 합인 1억$보다 약 4,665만$ 많으며 근 3년 치(1.5억$)에 달한다. 비록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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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계획실시액 인증액 일정부 貸記액 인증/계획 지불/인증

무상
물자구매 41,422,403 25,943,057 14,817,833 62.6% 57.1%
수수료 21,000 - 1,827
예비비 1,770,597 - -

청산계정 4,573,000 - -
소계 47,787,000 25,943,057 14,819,660

유상 소계 45,808,000 27,727,858 12,148,756 60.5% 43.8%
계 93,595,000 53,670,915 26,968,416 61.5%* 50.2%*

년부터 1971년까지 4년간은 연간공여한도에 다소 못 미치지만 누적실적으로 보면 5
차년도인 197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평균을 상회했다.
  요컨대 이 표는 정부의 조기사용 목표가 충분히 성공한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 “제
1차 자금연도인 1966년에 총도입액 5억$의 16.9%에 해당되는 84,592천$를 도입하
여 연차별 실적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반면, 제10차 자금연도인 75년에는 총도
입액의 6.3%에 해당되는 31,484천$의 도입실적을 보이고 있다.”(30쪽)고 서술한 부
분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본 첫 해의 집행 실상과는 다
르다. 뿐만 아니라 백서 간행 전, 동시대에 좀 더 가깝게 생산된 정부문서들의 수치
들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몇몇 자료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3. 청구권자금 1차년도 계약 인증 및 지불상황(1966.12.17) (단위 : $)

출전 :〈청구권자금 제1차년도분 계약 인증 및 지불상황〉《제2차년도 인증액 총괄, 1967, 경
제기획원》.
# 인증/계획과 지불/인증의 계 항목은 원 자료와 달리 수수료·예비비·청산계정을 제외한 수치로
만 계산.

  표 3-23은 1차년도 종료일 현재 유·무상 계약 인증액 및 일본정부 대기액을 보여
준다. 대기액은 ‘지불상황’이란 출전의 제목과 같이 계약인증 후 일본정부가 지정은
행에 지불-결제한 금액이다(유상의 경우 기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에게 직
접 지불). 여기서 초년도 무상과 유상 인증액은 각각 약 2,594만$, 2,773만$이고, 
지불액은 1,482만$, 1,215만$이다. 실시계획 대비 인증액 비율은 60%를 약간 넘는 
정도이고, 인증 대비 지불은 다시 합계 약 50%에 그쳤다. 총 지불액은 약 2,697만
$로 청산계정 상쇄액(457.3만$)을 합하더라도 3,154.3만$, 연간한도(5천만$)의 
63% 정도이다. 이 수치는 초년도 집행의 부진像에 부합한다. 그러나 백서의 초년도 
사용/도착실적과 이 표의 인증/대기실적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유상의 도착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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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66) 2차(67) 3차(68) 계

무상자금(A)
자본재 400 17,952 11,356 29,708
원자재 14,418 11,535 15,922 41,875
수수료 2 10 14 26

청산계정 4,573 4,583 4,573 13,729
소계 19,393 34,080 31,865 85,338

협정상 연간사용액(B) 30,000 30,000 30,000 90,000
(A)/(B) 65% 114% 106% 95%

유상자금(C) 소계 12,149 25,351 16,198 53,698
협정상 연간사용액(D) 20,000 20,000 20,000 60,000

(C)/(D) 61% 127% 81% 90%
총계(A)+(C) 31,542 59,431 48,063 139,036

(A)+(C)/(B)+(D) 63% 119% 96% 93%

연도별 무상 유상(B) 계(A+B)자본재 원자재/기계류 계(A)
1차(66) 400,223 14,417,611 14,819,661 12,148,756 26,968,417
2차(67) 17,952,135 11,536,140 29,506,650 25,350,610 54,857,260
3차(68) 11,356,493 15,921,744 27,291,753 16,198,101 43,489,854
4차(69) 13,115,591 14,630,474 27,761,014 21,362,506 49,123,520
5차(70) 9,056,754 14,513,207 23,582,306 12,497,338 36,079,644
6차(71) 12,420,169 4,049,168 16,473,569 16,728,126 33,201,695
7차(72) 30,349,960 5,179,092 35,548,094 29,600,723 65,148,817
8차(73) 6,661,778 13,132,458 19,805,475 22,200,391 42,005,866
9차(74) 5,207,940 21,405,181 26,628,973 10,312,959 36,941,932

계 106,521,043 114,785,075 221,417,495 166,399,510 387,817,005

3-23의 대기액) 뿐이다. 무상의 사용/도착과 유상의 사용실적은 각각 표 3-23의 
무상 인증/대기, 유상 인증과 크게 다르다.

표 3-24. 청구권자금 사용현황(1968.12.17) (단위 : 1,000$)

출전 :〈청구권자금 사용현황〉《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경제관계] 합의사항 이행, 1968-6
9》.

  3차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사용실적을 집계한 표 3-24도 표 3-23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이 표는 사용/도착을 구분하지 않은 단일수치인데 유상의 사용액은 백서의 
도착실적과 같다.

표 3-25. 청구권자금 연도별 인출상황(1974.12.17) (단위 : $)

출전 :〈청구권자금 연도별 인출상황〉《청구권자금백서관계》.
# 원 자료에서 무상의 ‘연도별 은행수수료’ 항목을 편의상 생략. 연도별 계(A)는 자본재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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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무상 유상(B) 계(A+B)자본재 원자재/기계류 계(A)
1차(66) 400,223 14,417,611 14,819,661 12,148,756 26,968,417
2차(67) 17,952,135 11,536,140 29,506,650 25,350,610 54,857,260
3차(68) 11,356,493 15,921,744 27,291,753 16,198,101 43,489,854
4차(69) 13,115,591 14,630,474 27,761,014 21,362,506 49,123,520
5차(70) 9,056,754 14,513,207 23,582,306 12,497,338 36,079,644
6차(71) 12,420,169 4,049,167 16,473,568 16,728,126 33,201,694

계 64,006,031 74,824,842 138,895,415 103,638,418 242,533,833

자재/기계류에 은행수수료 항목까지 합산한 수치.
## 무상에서 연간 약 457.3만$의 청산계정 상쇄액 별도. 즉 해당 금액을 더해야 연도별 사용
총액이 됨.

  ‘인출’이란 표현이 사용된 표 3-25에 제시된 수치 역시 표 3-23과 같다. 23부터 
25까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덧붙여 표 3-25에 따
르면 일본정부의 인출(지불)을 기준으로 연간공여한도를 초과한 것은 9차(74)년도까
지 2차(67), 4차(69), 7차(72)년도 단 세 번뿐이다. 누적실적으로는 6차(71)년도까
지 줄곧 연평균을 밑돌았다. 이 역시 줄곧 연간한도 이상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한 백서와 다르다.
  첫 해, 조기사용은 물론 결과적으로 연간한도만큼도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1966년 12월 17일의 1차년도 말까지 무상 실시계획
(4,778.7만$) 중 2,594.5만$를 인증했지만 지불한 것은 1,939.3만$였다고 집계했
다.161) 이것은 청산계정 상쇄분이 포함된 것으로 비록 무상만이긴 하지만 표 
3-23~25의 수치와 일치한다(약 1,482만$). 정부문서에 섞여 있었지만 자료 자체는 
일본정부가 작성한 아래 표 3-26도 마찬가지이다.

표 3-26. 청구권자금 지불현황(1971.12.17) (단위 : $)

출전 :〈PAC and ECOP Funds Disbursement Amounts(From Government of Japan)〉《청구
권자금백서관계》.
# 원 자료에서 무상의 연도별 은행수수료 항목을 편의상 생략. 연도별 계(A)는 자본재와 원자
재/기계류에 은행수수료까지 합산한 수치.
## 무상에서 연간 약 457.3만$의 청산계정 상쇄액 별도. 즉 해당 금액을 더해야 연도별 사용
총액이 됨.

161) 通商産業省 編《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 1967》東京 : 通商産業調査会,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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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계획액 계약(인증)액 외무성 
지불액 은행 지불액 지불총액

(千$)*
1차(66) 41,422,403 25,723,851 25,146,258 25,139,750 29,719
2차(67) 43,430,610 25,898,759 25,775,516 25,764,059 30,348
3차(68) 42,534,841 29,493,137 29,213,324 29,197,049 33,786
4차(69) 45,190,013 26,659,612 26,550,449 26,544,912 31,123
5차(70) 34,597,214 20,132,784 20,077,490 20,071,412 24,650
6차(71) 30,111,700 27,573,009 27,569,767 27,560,542 32,142
7차(72) 25,474,558 24,874,056 24,842,458 24,841,842 29,447
8차(73) 25,802,345 25,523,146 25,166,245 25,123,686 29,739
9차(74) 25,596,941 20,647,769 16,964,611 16,754,166 25,221

계 314,160,625 226,526,213 221,306,118 220,997,418

貸記한도액 계약&인증액 일본정부貸記
연도별 누계 연도 내 貸記 은행수수료

1차(66) 25,427,000 25,723,851 25,146,258 14,817,834 1,827

  여기까지 백서의 유·무상 사용/도착실적 중 일련의 자료들에서 확인한 것은 유상의 
도착실적 하나이다. 각 자료에서 대기/사용/인출/지불실적으로 제시된 이것은 일본정
부의 지불실적을 의미한다. 그러면 백서의 나머지 수치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표 3-27. 청구권자금(무상) 연도별 집행실적(1974.12.17) (단위 : $)

출전 :〈무상자금 연도별 집행상황〉《청구권자금백서관계》.
# 원 자료의 제10차년도 계획액과 계약액은 편의상 생략.
* 매년도 외무성 지불액(100단위에서 반올림)에 청산계정 상쇄액(약 457.3만$)을 더하여 계산.

  표 3-27은 무상자금의 연도별 계획/계약/지불 실적이다. 여기서 백서의 무상 도착
실적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외무성 지불액이 그것이다. 연도별 해당 
금액에 청산계정 상쇄분을 더해 지불총액을 계산해보면(가장 오른쪽 항목) 백서의 
무상 도착실적과 거의 유사한 수치가 된다. 대략 만$ 단위에서 오차가 있지만 전체
적인 경향성을 볼 때, 사실상 같은 방식의 집계로 보아 무방하다.
  그런데 이 표의 연도별 외무성 지불액은 앞의 표 3-23~26과 다르다. ‘인출’이나 
‘지불’이나 동일한 용어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답은 아래 자료에서 찾을 수 있
다.

표 3-28. 청구권자금(무상) 연도별 현황(1971.12.17)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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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무상 유상
계획 계약 지불(1) 지불(2) 계획 계약 지불(1) 지불(2)

66 41,422 25,724 25,146 14,820 45,808 21,128 44,677 12,149
67 43,431 25,899 25,776 29,507 35,365 23,750 27,390 25,351
68 42,535 29,493 29,213 27,292 5,565 16,917 17,812 16,198
69 45,190 26,660 26,550 27,761 25,397 19,965 11,069 21,363

2차(67) 25,427,000 25,898,759 25,774,636 29,488,275 18,375
3차(68) 25,427,000 29,493,137 29,213,324 27,278,237 13,516
4차(69) 25,427,000 26,659,612 26,550,449 27,746,065 14,949
5차(70) 25,427,000 20,132,784 20,030,213 23,569,961 12,345
6차(71) 25,427,000 27,573,099 12,654,829 16,469,337 4,233

계 152,562,000 155,481,242 139,369,709 139,369,709 65,245
출전 :〈7차년도 가용자금〉《청구권자금백서관계》.
# 원 자료의 계약 완료 후 미대기잔액(계약&인증액에서 연도별 누계액을 제한 금액)은 편의상 
생략.
## 원 자료의 하단에는 이 내용을 확인한다는 외무성 경제협력국 경제협력2과 외무사무관 海
老根平과 사절단 구매부 사무관 김규식의 수기 서명이 있다.

  표 3-28은 무상자금의 연도별 계약(인증)액과 일본정부 대기액을 보여준다. 주목
할 부분은 대기액을 연도별 누계와 연도 내 대기로 구분한 것이다. 전자는 표 3-27
의 지불액, 후자는 표3-23~26의 대기/사용/인출/지불액과 같다. 즉 표 3-27의 지불
액 기준은 연도 내라는 시점이 아닌, 당해연도 실시계획이다. 예컨대 초년도 실시계
획상의 계약에 대해 당해연도 내 지불액을 집계한 것이 후자라면 설령 연도를 넘겨 
늑장 지불되었더라도 초년도 지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전자이다. 따라서 백서의 무상 
도착실적은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정부의 누적 지불실적이다. 백서의 유상 
사용실적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누적 지불실적이다.
  정리하면 백서의 무상 도착실적과 유상 사용실적은 당해연도 실시계획 계약에 대
한 누적 지불실적, 유상 도착실적은 당해연도 내 지불실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상 
사용실적의 경우 현재까지는 그것과 조응하는 통계를 찾지 못했다. 이상을 토대로 
‘자금’ 집행실적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3-29). 지불(1)은 지불시기와 관
계없이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누적 지불액(백서), 지불(2)는 실시계획과 관계없
이 당해연도 중 실제 지불된 금액이다.

표 3-29. 청구권자금 사용실적(1974.12.17) (단위 : 1,000$)



177

70 34,597 20,133 20,077 23,582 8,940 13,007 8,894 12,497
71 30,112 27,573 27,570 16,474 8,000 22,030 8,000 16,728
72 25,475 24,874 24,842 35,548 34,900 35,800 34,900 29,601
73 25,802 25,523 25,166 19,805 5,029 5,314 5,004 22,200
74 25,597 20,648 16,965 26,629 21,521 21,521 21,521* 10,313
계 314,161 226,527 221,305 221,418 190,524 179,450 179,267 166,400

출전 : ①무상의 계획·계약·지불(1)은〈무상자금 연도별 집행상황〉(표 3-27). ②무상의 지불
(2)는〈청구권자금 연도별 인출상황〉(표 3-25). ③유상의 계획·계약·지불(2)는〈유상자금 연
도별 집행상황〉. ④유상의 지불(1)은〈유상자금 합의·계약·지불총괄표〉에서 필자가 작성. 이
상 모두《청구권자금백서관계》.
# 원 자료의 수치를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재작성. 무상에서 연간 약 457.3만$의 청산계정 
상쇄액 별도.
* 원 자료에는 41,521로 나오나 ③의 자료와 비교할 때 이것은 1974년과 1975년 각각 21,521
과 20,000으로 나눠진 것으로 판단.

  백서의 유·무상 사용/도착실적 중 비교적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유상의 도착실
적 하나이다. 엄격히 하자면 일본정부의 지불과 물자 도착도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지불은 사용실적이라 하는 편이 정확하다. 그렇지만 공급자가 계약물자를 준비해 선
적하면 곧바로 기금이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의 구매절차상 지불-선적이 거의 동시
에 이뤄지므로 백서에서 지불실적을 도착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해연도 실시계획 계약에 대한 누적 지불실적을 무상의 도착실적과 유
상의 사용실적에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시계획 총액과 당해연도 중 일본
정부의 실제 지불액은 명백히 다르다. 앞서 보았듯 실시계획은 말 그대로 한국의 집
행‘계획’, 또는 ‘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 규모와 실제 집행속도는 별반 관계
가 없다. 실시계획에서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연차실시를 염두에 두
고 작성되었고, 계약-인증은 연도 내 이뤄지더라도 지불-집행은 일본정부의 예산범
위(=연간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앞의 표 3-20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컨대 1차년도 유상의 중소기업부문 약 
1,500만$는 사업계획 자체는 1차년도에 속했지만 실제로는 2차년도인 1967년부터 
6차년도인 1971년에 걸쳐 계약이 체결되었고, 물자 선적은 8차년도인 1973년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 사업금액을 전부 1차년도 사용실적으로 잡은 것이 백서의 유
상 사용실적이다. 무상 도착실적도 같은 양상이다. 따라서 이것을 굳이 백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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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으로 집계하려면 ‘실제 집행시기와 상관없는,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누
적 지불실적’이라는 부연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런 설명 없이 단지 연차별 사용실적
이라고만 하는 것은 자료의 왜곡에 가깝다. 그나마 무상에서 누적 사용실적을 당해
연도 도착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어떻게 해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3. 청구권자금(무상) 연차별 누적사용실적 대조

* 1(위):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누적 지불액(백서). ** 2(아래): 실제 당해연도 중 지불액.
# 세로축 단위는 연간한도에 대한 백분율(%).

그림 4. 청구권자금(유상) 연차별 누적사용실적 대조

* 1(위): 당해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누적 지불액(백서). ** 2(아래): 실제 당해연도 중 지불액.
# 세로축 단위는 연간한도에 대한 백분율(%).

  이처럼 누적 지불실적을 무상과 유상 각각 당해연도 도착과 사용실적으로 집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나마 무상의 사용실적은 출처를 찾기 어렵다. 백서의 의도는 현
재로서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표 3-29의 백서의 통계(지불1)와 실제 연
차별 사용양상(지불2)을 누적실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백서가 주는 효과는 어렵



179

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에서 백서의 누적사용실적은 유·무상 모두 첫 해
부터 항상 연간한도(100%) 이상을 사용했고, 특히 유상은 첫 해 200% 이상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가 다시 그린 실제 실적에서 유·무상 공히 첫 해 60% 정도 
사용에 그쳤고, 점차 회복하지만 한 번도 한도를 웃돌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요
컨대 초기의 집행 부진을 가리고, 반대로 매년 한도 이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백서의 효과였다.162)

162) 문제제기의 출발은 청구권자금의 연도별 실시계획과 실제 집행양상은 다름에도 백서의 
통계는 그 구분이 모호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자금 ‘계획’과 ‘집행’의 시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정대훈이 지적한 바 있다. 정대훈, 2011, 앞 논문, 5-7쪽. 다만 그는 이것을 집행내
역이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내역이 아닌 계획안을 분석의 대
상으로 삼는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끌어낸 논지는 서로 별
개이다. 그렇지만 백서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이며 자료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는 그의 문제제기에는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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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불균형 개선 논의의 확대

1) 무역·재정협정의 개정

  2장에서 보았듯 1964년 긴급원조 논의과정에서 한국이 무역 문제를 제기했고 이
것이 1965년 3월, 시이나 외상의 방한기간에 맞춘 1차 무역회담으로 이어졌다. 무역
회담은 같은 해 연말에 이어 1966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열린 양국 무역관계의 
중요한 논의마당이었다. 그 외에도 양국은 각료회의부터 쟁점별 실무회의까지 다양
한 층위에서 현안을 다뤘다. 그러나 펼쳐진 판만큼 내실을 채우기엔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수교 전에도 잘 드러났듯, 무역 문제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동상이몽
에 가까웠다. 1차 무역회담에서 양국 대표의 대조적인 개회사가 이 점을 잘 보여준
다. 이동원은 무역불균형 시정과 1차산품 관세장벽의 조속한 폐지를 강조했다. 반면 
시이나는 “건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관계의 유지가 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후 장기에 걸친 양국 경제관계의 강화·증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63)
  요컨대 일본은 무역회담의 의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고자 했다. 무역 확대균형
을 위한 현재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에 관한 토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장래 양국
의 무역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다.164)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구 협정의 개정, 나아가 한국에 주재한 자국상사의 지위·과세, 공업소
유권 보호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한국 대표단은 개회식 다음 날 이미 상대가 회
담을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출발이라는 정도로 선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인 
결론은 회피할 것으로 내다봤다.165)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고, 그 때문에 충돌한 쟁점은 무역·재정협정의 개정 문제였
다. 해운협정과 함께 수교 전 양국 通商관계의 법적 근간이었던 두 협정은 모두 연
합국최고사령부(GHQ/SCAP)와 한국정부가 체결한 잠정협정이었다.166) 따라서 국교
163)《동아일보》1965.3.11;〈대표부-외무부〉(1965.3.11)《한·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164)〈한일무역회담 개최〉(1965.2.18.);〈대표부-외무부〉(1965.3.1)(위 사료철).
165)〈대표부-외무부〉(1965.3.12)(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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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개된 마당에는 갱신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1965년 2월, 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양국은 현행 세 잠정협정의 개정 문제를 무역회담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
다.167) 문제는 협정 改廢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협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두고 양국의 속내가 달랐다는 것이다.
  일본은 구 협정에 의한 청산계정과 구상무역 방식은 경제자유화 추세에 따라 對韓
관계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 방식으로
는 수출대금의 延拂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따로 있었다. 청산계정을 청산함으로써 그들의 누적
된 채권을 처리하려 한 것이 그것이었다. 나아가 개정 협정에서 자국민의 출입국 편
의보장 및 한국에서 경제활동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넣고자 했다.
  반면 경제관계에 관한 한국의 주된 관심사는 청구권자금의 사용과 무역불균형의 
시정이었다. 전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후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제협력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무역협정을 개정할 때는 불균형 개선방안을 명시해 무역관계 개선의 계기
로 삼고자 했다. 반면 출입국 편의보장 등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1차 무역회담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섰다.168) 분과별169) 본회의가 시작하자마
자 재정협정을 종료하는 교환서한(안)과 무역협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 3조와 
4조에서 규정한 출입국 및 주한일본상사의 활동보장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
것들은 무역증진, 특히 기술교류기업의 활동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표단
은 전자는 수교되면 자동적으로 차별 없을 것이며, 후자는 중요한 문제이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마치 통상항해조약과 같으니 협정 범위를 
무역 관련사항으로 좁힐 것을 요청했다.170) 안을 협의하는 데 이의는 없으나 이는 

166)「대한민국과 점령 하 일본 간의 잠정해운협정」(1950.10.4, 제1137호).
167)〈대표부-외무부〉(1965.2.12)《청구권관련문서》51, 272-274쪽.
168) 단 해운협정은 준비 미비를 이유로 들어 논의를 차후로 연기했다.〈대표부-외무부〉

(1965.3.19)《한·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회담의 수석대표는 각국 외
교수장인 이동원과 시이나가 맡았으나 실제로는 김동조 대사와 우시바 심의관이 이끄는 실
무회담이었다.

169) 회담은 1차산품 수출증대, 보세가공 및 개발수출, 현행 3개 협정 개폐, 총 3분과로 구성
되었다.

170)〈대표부-외무부〉(1965.3.19, 20, 22)《한·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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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무역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협정 개정은 무의
미하다는 게 한국 입장이었다.171)
  한국의 반대로 첫 번째 무역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무역·재정·해운 3협정은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開閉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교섭”할 것을, 양국 출입국과 체재는 “가능한 원활히 이뤄지
도록 고려”한다는 데 합의하는 데 그쳤다. 회담 폐회 후 4월 말, 외무성은 재정·무역
협정(안)(3.26, 4.20)과 출입국 및 상사 활동에 관한 별도의 안(4.27)을 재차 수교
했다.172) 새로운 협정을 양국 무역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중시, 한일협정의 정식 조
인과 동시에 체결한다는 게 일본정부의 목표였다.173) 그러나 한국정부는 비준서 교
환에 맞춰 열린 12월의 2차 무역회담까지 토의를 미뤘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입장이 달랐던 지점은 크게 두 군데였다. 첫째, 협정의 형식으
로 일본은 잠정협정을 생각한 반면 한국은 정식협정을 원했다. 일본은 정식협정은 
국회비준이 필요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174)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을 통상항해조
약 체결의 전 단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즉 조약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대우를 보장받으면 출입국·체재·상거래·과세·해운수송 
등 그들의 제반 관심사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속내였다.175)

171) 대표단은 일 측이 협정안을 여기서 타결하려는 의도는 아닌 듯하며 우리의 1차산품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견제 또는 협상수단으로 제시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업자들의 한국 출입국 및 재한경제활동 보장 교섭을 병행해 협정 타결 예정기
일인 5월까지 해결할 의도라고 보도했다.〈대표부-외무부〉(1965.3.19, 4.15)(위 사료철).

172)〈日韓貿易会議のフォローアップについて〉(1965.4.22, 5.13,　経 亞)《第1回日韓貿易会議/
フォローアップ》. 주일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정식 전환되는 것은 한일협정 비준으로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이다. 三장은 내용상 수교 이후를 다루는 만큼 이후로는 편의상 비준 전이라
도 모두 대사관으로 칭한다.

173)《朝日新聞》1966.4.4;〈발생보고〉(1965.4.6, 대사관-외무부)《한·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에서 재인용.

174)〈면담내용〉(1965.11.26)《한일 간의 무역협정, 1964-66》.
175) 한일회담 시기 기본관계조약에 통상항해조약 조문을 넣고자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64년, 6차 회담에서 12년 만에 기본관계위원회가 재개되면서 일 측은 기본관계조약에 이 
안건(현행 3협정 개폐 또는 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삽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日
韓基本関係協定に規定すべき通商関係事項に関する件(幹部会協議資料)〉(1964.5.1, 外務省 
経済局 アジア課)《日本外交文書》68. 1965년 1월 말, 외무부는 통상항해조약에 대해 조약 
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만을 두고 협정 체결 시까지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년도 속개 한일회담에 관한 훈령〉(1965.1.25, 외무부-대표부)《청구권관련문서》51, 
240-253쪽. 기본관계조약(1965.12.18, 제163호) 5조는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
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일 측은 이 조문을 근거로 통상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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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국은 정식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상대방 국민·회사의 입국·거주 
및 각종 영리·비영리 활동과 통상·항해에 대해 상호 최혜국 또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
하는 통상항해조약이 원칙적으로는 상호주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본·기술의 우열
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유일한 전
례로 한미통상항해조약(1957.11.7)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국내산업 보호에 불리한 
경우가 많았고, 더욱 한일관계는 한미관계보다 더욱 미묘하므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
을 가져올 경우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무역·항공·해운 등 필요에 따라 분야별 개
별협정을 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둘째, 무역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무역계획(trade plan)을 포함할 것
인지에 대해 입장이 달랐다. 요구한 쪽은 당연히 한국이었다. 사실 1년 단위 무역계
획에 대한 규정은 1950년에 체결된 협정에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여기에 
품목별 수출입 목표실적을 명기하고자 했다. “片무역 시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역협
정은 곤란”하다는 이철승 회담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176)
  반면 일본은 무역‘계획’은 시세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실제로는 일본에 의무를 부과
하려는 것이니 곤란하다며 반발했다. 한국의 수출관심품목인 농수산물은 공업제품과 
달리 계절적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 수입량을 사전에 대거 결정할 수 없다는 실질
적인 이유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조만간 김을 포함한 몇몇 품목의 관세 인하가 논의
될 것이며 쌀은 자신들도 장기구매를 희망하지만 국내법상 난점이 있으니 계약이 아
닌 다른 형식의 약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177)

조약 체결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한국 측의 반대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1971년, 8
차 무역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으나 양국의 이견만 확인했다.〈(不公表)제8차 
한일무역회담에 관한 합의의사록〉《한일무역회담, 제8차, 동경, 1971.6.24-26》. 이 문제
가 정부회담의 의제로 올랐던 것은 이 시기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한편 이것은 비단 정부만이 아닌, 민간업계의 관심사항이기도 했다. 예컨대 도쿄상공회의소 회
장 아다치(足立正)는 1965년 12월, 2차 무역회담을 앞두고 외무성 나카야마(中山賀博) 경
제국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입국체재 편의, 주한일본상사에 대한 합리적 과세, 무역 등 잠정
협정의 신속한 체결 등을 교섭 요청했다. 이외에도 외자도입, 가공무역 증진, 경제교류협의
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日韓貿易会談に対する要望(写)送付について〉(1965.12.13, 東京商
工会議所)《日韓経済案件 / 第2次日韓貿易会議》.

176)〈第2次日韓貿易会議(1965.12.15~12.18 於ソウル) 議事錄2 協定関係分科委員会〉
(1966.3, 外務省 経済局　アジア課)《日韓経済案件 / 第2次日韓貿易会議》.

177)〈면담내용〉(1965.11.26)《한일 간의 무역협정, 1964-66》;〈第2次日韓貿易会議
(1965.12.15~12.18 於ソウル) 議事錄2 協定関係分科委員会〉(1966.3, 外務省 経済局　アジ
ア課)《日韓経済案件 / 第2次日韓貿易会議》;〈대사관-외무부〉(1965.11.26)《한·일본 무역
회담, 제2차, 서울, 1965.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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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본 한국 무역협정
형식 통상항해조약 체결 전까

지의 잠정협정 정식협정 정식협정

의도
(취지)

‘경제관계 강화 및 무역
증진·발전’

‘경제관계 강화 및 무역
증진·균형’

‘경제관계 강화 및 균형 
잡힌 기초 하 무역증진·
발전’

제한
규정

‘자국 법령의 한도 내에
서 노력’

‘모든 조치를 취함’(법령
의 한도 내라는 제한규정 
없음)

‘법령의 한도 내에서 모
든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

무역계획
(없음) ‘협정의 이행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제안을 
호의적으로 검토’

연간 무역계획 채택(최소
한 무역계획만큼의 수출
입 허용)

(없음) ‘상대방 정부의 
요청으로 수입쿼터 할당 
전 상호 협의’

  협정에 불균형 개선 의지를 가능한 명확히 담으려는 한국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일
본의 입장은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대립했다. 예컨대 일본은 前文에 무역확대 취지
를 담았다면 한국은 본문에 확대‘균형’원칙을 명기하고자 했다. 또 일본이 무역확대
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endeavor)는 정도로 표현했다면 한국은 “조치
를 취한다.”(shall take)라는, 보다 강하고 의무를 지우는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한국은 일본의 문안은 ‘노력한다’에 ‘법령의 범위 내’(自国の法令の範圍內で, within 
the scope of the laws and regulations)라는 제한규정까지 있어 실제로는 무의미하
다고 비판하고, 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78)

표 3-30. 무역협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이상의 쟁점을 둘러싸고 2차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한국은 무역계
획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 무역협정을 연기시킬 방침이라고까지 말하며 강경하게 대
응했다. 그렇지만 무역계획은 채택하지 못한 채 타협했다. “법령의 범위 내”라는 단
서 규정도 남았다. 무역협정과 무역거래(결제)방식에 관한 재정협정은 쌍둥이 같은 
존재로 어느 하나만 체결할 수는 없었다. 이전까지의 결제방식이었던 청산계정은 국
교 수립 후 폐지하기로 한일회담에서 일찌감치 결정된 사안이었다. 무역거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무역협정도 개정해야 했다.
  대신 잠정협정이 아닌 정식 협정으로 체결했다는 점, 출입국 및 무역·사업활동 보

178)〈면담내용〉(1965.11.26)《한일 간의 무역협정, 19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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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관한 규정을 협정과 분리했고, 아울러 통상항해조약 체결 문제를 미뤘다는 점
에서는 한국 입장이 관철되었다. 다만 한국의 목표였던 무역 확대균형을 실현할 강
제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일본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되었다.179) 
합의 비준서 교환일이자 무역회담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양측은 재정·무역 신협정
에 가조인했다.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시작된 양국의 청산무역도 폐지되었
다.180)
  무역협정을 정식 체결한 1966년 3월 24일,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불균형 상태에 있던 양국의 무역관계가 균형무역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점에 그 의
의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181) 그러나 그것은 교섭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했던 것처
럼 보장된 것이 아닌, 다시 지난한 교섭을 필요로 하는 과제였다. 무역협정 개정 교
섭은 수교 후 양국 무역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엿보게끔 하는 일종의 전주곡과 같
았다.

2) ‘환경정비’ : 일본정부의 새로운 쟁점 제기

  한편 무역회담에서 한국의 요구사항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일본은 자국 관심사와
는 달리 1차산품 수출증대, 보세가공무역, 개발수출 등에는 확답을 피하는 태도로 일
관했다. 예컨대 한국이 보세가공산업의 중요성과 요구사항을 말하면 제도상 가능하
지만 대상 업종인 잡화와 경공업품이 자국 중소기업과 경합하므로 이들의 보호상 적
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감·면세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이긴 했
지만 실효성 없는 구두 약속에 불과했다.182)
  개발수출의 경우 관심사가 달랐다. 한국은 기술과 시설 문제를 강조하고, 연불 또

179) 단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어도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5조).

180)「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 교환」(1965.12.18, 제185호).「무역협정」
(1966.3.24(정식조인-발효), 제190호). 청산계정은 1966년 3월 19일부터 거래 금지, 9월 
15일까지 결제(매달 말 잔고가 1961.1.31. 기준잔고(45,729,398.08$)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청산) 후 최종잔액 확인, 11월 14일에 폐쇄되었다.

181)〈보도자료〉(1966.3.24)《한일 간의 무역협정, 1964-66》.
182)〈무역회담(제3차 비공식 예비회담)〉(1965.3.17, 대표부-외무부)《한·일본 무역회담, 제

1차, 동경, 1965.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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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산스183) L/C 방법으로 도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 기업의 
직접 참가와 공동 경영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현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한 태도는 얼핏 당연한 것이지만 공동경영은 합작투자의 한 형
태라는 점에서 한국이 마냥 환영할 만한 제안은 아니었다.
  1차산품의 경우도 명확한 수출목표실적을 확보하려는 한국과 구체성을 배제하려는 
상대의 입장이 서로 충돌했다. 한국은 이 분야야말로 한일회담 타결의 촉진제라는 
점, 청구권자금 도입보다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이 더 필요하며 이는 야당에서도 강
력히 요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1차산품의 수입량은 자국의 생산수
급계획에 따라 조절한다며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거부했다.184)
  이렇듯 첫 번째 무역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한국은 유감을 표하고, 
경제협력이 병행하지 않는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경
협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며 수교와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단 불균
형은 단시일 내 시정하기 어려우며 시간을 두고 무역을 상호 확대하는 가운데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185)
  공동성명186)과 합의의사록은 양국의 전반적인 견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성
명에서 한국은 “수년간 매년 5천만-1억$ 수입 초과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조
가 항구화하면 양국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1964년 무역 밸런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금후 양국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며 “1차산품의 대일수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보
세가공 및 개발수출에 대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무역확대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183) 일반적으로 무역결제에 있어 어음의 지급기한을 가리키며, 이러한 기한부 어음을 유산스 
어음이라고 한다. 즉 어음의 지급방법 중 일람급이 아닌 것으로 지급인이 지급약속을 하고 
일정기간(통상 30일, 60일, 90일, 150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기연불수입의 일종이
다. 유산스 방식은 각국간 무역대금의 결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
상은 유산스 기간만큼 수입상품 대금의 지급이 연기되므로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
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크므로 그만큼 무역결제가 원활하여진다. 한편 수출상, 
즉 어음발행인은 유산스 기간만큼 대금회수를 유예하는 셈이므로 수입상에 대한 단기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2019년 7월 25일 검색).

184)〈대표부-외무부〉(1965.3.23)《한·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185)〈대표부-외무부〉(1965.3.18)(위 사료철).
186)〈대표부-외무부〉(1965.3.26)(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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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류

중
분류 한국 측 요구 일본 측 답변(합의의사록)

1차
산품

농수
산물

·김 : 수입자유화(1안), 65년 최소 5
억 매(2안)
·현 관세(매당 2엔)를 적어도 51년 
관세(종가 15%)로 환원

·즉시 자유화 곤란. 65년 2억-5억 
매 수입할당
·가능한 조속한 관세 인하 노력

·어개류 : 자유화(1안)
·65년 건오징어(100,000피클), 오징
어(10,000톤), 방어·전갱이·고등어·꽁
치(2백만$)(2안)
·수입담보율(35%), 종전(5%)으로 
환원

·자유화 불가
·65년, 64년 이상 할당(전갱이·고등
어 제외한 어개류는 양국 공급-수급
사정 고려해 탄력적 대응), 건오징어
(60,000피클)
·다음 담보율 조정 시 충분히 고려

·축산물 : 자유화, 소는 민간장기계약 
대상인 65년(3,000두), 66년(10,000
두), 67년(10,000두 이상) 가능토록 
배려

·돈육은 필요 시 돼지로 할당 고려
·소는 식육 할당 범위에서 검토, 우
선 실정조사·검역시설 확충 등 노력

·쌀 : 장기수입 확약

·65년은 3만 톤 수출가능

·공급여력 조사 필요(수출여력과 기
타조건 합치되면 호의적 배려)
·구체적으로 교섭할 용의

·잎담배 : 장기수입 가능성 검토 ·필요한 현지 사전조사 후 가급적 조
속히 시험수입

·한천 : 관세 인하 ·재수출용 수입은 보세제도 활용
·내수용은 인하 노력

비
농수
산물

·무연탄 : 65년 50만 톤 할당 ·수요 감소경향, 30만 톤 할당목표
·인상흑연 : 관세 인하 ·국산품과 경합으로 곤란하나 검토

보세가공

·원자재 및 기계의 D/P·D/A 및 무환
수출 인정
·일본으로 재수출 시 역위탁가공제도
에 의거해 허가발급 촉진
·장기계약에 의거한 화학비료의 대한
수출용 지대는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면제
·민간업자 협의체 설치

·D/P·D/A의 일반적 적용은 어려우나 
검토, 원자재 무환수출은 건별로 허
가
·지불능력 확실한 것은 건별로 인정

·협의체 검토 합의

개발수출
·1차산품(몰리브덴, 아연, 동, 철광석 등) 일본의 수요 면에서 검토할 가치 
있으며, 조사단 파견 고려
·농축산물의 품질 개선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술 및 기타협력
·공업화를 위해 정부 베이스의 경제·기술협력 적극 고려, 별도로 민간 주도

표 3-31. 1차 무역회담에서 양국의 입장(1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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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밀한 협력관계 수립 요망
출전 :《한·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 한국 입장은 3분과위원회 4차 회의(3.23)에서 제시했던 안, 일본 입장은 확정된 합의의사록
(3.27).

  합의의사록에서도 항목별 목표수치를 제시했던 한국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
았고, ‘노력’ 또는 ‘검토’한다는 정도에 그쳤다(표 3-31). 김은 거의 유일하게 숫자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을 배려해서라기보다 자국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일본정부는 이미 1964년부터 국내 생산량 저조 및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의 대책으로 
추가할당을 검토하고 있었다. 역시 숫자가 명시된 건오징어의 경우도 비슷했다. 일본
은 건오징어의 국내 수요가 매년 늘어나 공급이 부족하므로 수입을 약간 늘리는 것
은 영향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187)
  이 첫 번째 무역회담에서 논의의 구도가 드러났다. 일본은 균형무역은 장기적으로 
검토-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의 즉각적인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교
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이른바 경제적 환경정비를 강조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제 안건을 주장하는 논리이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과 
주한일본상사 지위·활동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공업소유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다. 이들이 무역확대의 선행조건 또는 거래대상이 되는 셈이었다.
  일본은 이 안건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2차 무역회담부터였다. 2차 
회담에서 한국은 두 의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피했지만 일본은 자국 입장을 메모
로 수교했다.188) 공업소유권의 경우 한국 국내법이 상호주의를 취한 것과 그들도 한
국인의 출원을 인정할 의향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킨 후 기술을 도입하려면 특허권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사 문제의 경우 첫째, 사증 발급기간의 단축, 
체재허가기간 연장, 일반상용 목적의 입국 허가 등 출입국·체재 편의를 요청했다. 둘
째, 사업활동과 관련해 현지법인 및 지점과 주재원연락사무소 설치허가를, 마지막으
로 오퍼상으로서 적정한 과세를 요구했다.189)

187)〈対韓国経済協力(第2次案)(貿易関係)〉(1964.7.28, 経·ア)《日本外交文書》68.
188)〈第2次日韓貿易会議(1965.12.15~12.18 於ソウル) 議事錄1 本会議〉(1966.3, 外務省 経

済局　アジア課)《日韓経済案件 / 第2次日韓貿易会議》.
189) 하나 더 눈여겨 볼 것은 일본인 투자를 외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당분간 일인의 직접투자는 물론 합작투자도 받지 않는다고 
할 만큼 경계심이 높던 때로 상당히 이른 시기의 요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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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 체결국 협정 비고(추가내역)
1955.12.1 서독 상표 1959.12.24, 특허 및 상표
1956.11.28 미국 통상 및 공업소유권
1959.11.24 스위스 상표 1960.3.5, 특허
1960.1.20 영국 특허 및 상표
1960.4.27 캐나다 상표 1967.11.2, 특허
1960.4.28 파나마 특허 및 상표
1960.5.2 호주 상표
1960.6.11 홍콩 상표
1960.6.16 오스트리아 특허 및 상표
1960.8.30 중국(대만) 상표
1960.12.9 덴마크 상표 1963.10.11, 특허
1961.2.7 프랑스 상표 1963.4.26, 특허
1961.3.7 이탈리아 특허 및 상표
1961.7.15 스웨덴 특허
1962.1.16 벨기에 상표
1965.4.13 노르웨이 특허·상표·의장
1966.4.29 네덜란드 특허 및 상표

  먼저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은 일반적으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을 
통칭한다.190) 당시 한국은 만국공업소유권보호동맹에 아직 가입하기 전이었다. 양자
관계에서는 미국과 공업소유권 일체에 관한 상호보호조약(1956)을 체결했고, 기타 
20여 국과 주로 상표·특허 위주의 부분적 협약을 체결했을 뿐이었다(표 3-32).

표 3-32.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체결 현황(1967년 현재)

출전 : 상공부 특허국, 1968《특허국 연보(1959-1967)》21쪽.

  자연 공업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활용도도 낮았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1968년 3월 기준으로 36,289건 출원되었고, 6,984건이 등록되었다. 그렇지만 이 중 
실시되고 있는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빈약한 실정이었다. 
1959-67년, 외국인이 출원 및 등록한 특허는 각각 1,185건과 694건이었다(표 
3-34). 그렇지만 1968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외국에 출원했거나 특허 받은 것
은 10건에 못 미쳤다. 반면 일본의 연간 특허출원은 37만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이었다. 미영 두 국가에도 각 3,158건, 2,089건을 출원했고(1966년), 그로 인한 수
입도 1,660만$에 달했다.191)

190) 광의로는 산업상 필요한 특정 이익에 관한 권리, 나아가 무체재산권까지 포함할 수도 있
으나 위의 4권이 통설이며 당시 한국의 실정법도 이 기준을 따랐다. 임석재, 1966《공업소
유권법》발명문화사, 11-12쪽. 한일간 논의되었던 공업소유권도 이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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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계
1963 771 (223) 1,790 (493) 729 (386) 1,295 (1,045) 4,585 (2,147)
1964 908 (213) 2,244 (480) 804 (318) 1,845 (1,178) 5,801 (2,189)
1965 1,018 (289) 2,849 (556) 825 (264) 2,053 (1,506) 6,745 (2,615)
1966 1,060 (255) 3,252 (600) 1,338 (727) 2,752 (2,145) 8,402 (3,727)
1967 1,177 (428) 3,594 (819) 1,919 (979) 3,228 (2,165) 9,918 (4,391)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계
미국 646 (424) 54 (8) 16 (12) 2,294 (1,814) 3,010 (2,258)
서독 173 (68) 2 (2) 7 (-) 644 (653) 826 (723)

스위스 161 (62) 1 (-) 10 (7) 367 (347) 539 (416)
영국 79 (53) - (-) - (-) 413 (467)* 492 (520)

이탈리아 59 (52) - (-) - (-) 120 (105) 179 (157)
5개국 합계 1,118 (659) 57 (10) 33 (19) 3,838 (3,386) 5,046 (4,174)
외국인 총계 1,185 (694) 59 (11) 47 (26) 4,411 (3,746) 5,702 (4,477)

표 3-33. 1963-67년, 연간 공업소유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출전 : 상공부 특허국, 1968《특허국 연보(1959-1967)》79쪽; 특허청, 1997《특허청 20년
사》164-165쪽.
# ()는 등록 건수.

표 3-34. 1959-67년, 주요 외국별 공업소유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출전 : 상공부 특허국, 1968《특허국 연보(1959-1967)》33-34, 98-99쪽.
# ()는 등록 건수.
* 출원보다 등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 이 항목은 원문의 착오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공업소유권을 보호받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간 유력회
사를 망라한 일본특허권협회는 이미 1963년 10월에 자국 특허청장관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전력이 있었다.192) 협정 체결 후에는 일본 공업계에서 일찌감치 무더
기 특허 출원을 획책, 한국의 특허당국과 변리사들에게 줄을 대느라 혈안이라는 풍
문이 돌았다. 이들은 경제 정보에 민감하다 못해 변리사들까지 내한해 한국의 특허
행정 실태를 샅샅이 체크하고, 미출원 공업생산품 등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는 형
편이었다.193)
  양국의 공업수준 격차가 크고 로열티 지불은 물론 “그들이 公知公用의 것조차 마
191)《매일경제신문》1968.8.22.
192)〈第2次日韓貿易会議(1965.12.15~12.18 於ソウル) 議事錄1 本会議〉(1966.3, 外務省 経

済局　アジア課)《日韓経済案件 / 第2次日韓貿易会議》.
193)《동아일보》1965.11.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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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원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일본의 이러한 동향은 한국사회에 
마치 “감추었던 발톱을 내놓고 한국경제 터전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한 
것”과 같은 위협으로 느껴졌다194) 정부는 1965년 7월, 대일정책에 관한 특별담화 5
개 공약에서 일본인의 특허권 사용 억제방침을 표명했다.195)
  그렇지만 이것은 우려와 별개로 국제경제교류를 위해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 또 국내 공업발전과 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1965년 9월, 
대한상의는 특허보호위원회와 상표보호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특허행정 강화를 정부
에 건의했다. 1966년 1월에는 공업소유권 인정에 대비한 관·학·업계 공동간담회를 
열기도 했다.196) 흥미로운 것은 간담회가 관련협정 체결을 내년 즉 1967년경으로 
전망하면서 호오와 별개로 불가피한 현실로, 그것도 상당히 빨리 도래할 것으로 인
식했다는 점이다.
  더욱 한국은「특허법」에 의거해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즉 동 법 35조는 외
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거나 조약·협정·법률로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주소·영업소 유무에 불구,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특허권 향유를 인
정했다. 이는 일본의 특허법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로라면 일본이 자국 법률에 따라 
자국에서 한국인의 공·소를 보호할 경우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주무부처인 상공부도 원칙적으로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규성이 없거나 
권리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일만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면 제도 
본래의 의의 및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이용 등을 위해 공업소유권
을 상호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문제는 방대한 특허·상표출원을 처리할 수 
있는 특허국의 역량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심사·심판관 수가 1/10에 채 못 미
쳤고, 특허공보 보유량도 턱없이 부족했다(표 3-35). 따라서 상공부는 공업소유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에 앞서 특허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97) 요컨대 국

194)《동아일보》1965.12.4.
195)《동아일보》1965.7.31. 1964-65년경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공·소 보호를 

건의,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
196)《경향신문》1965.9.6, 1966.1.15. 일간지에 계몽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연재되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공업소유권을 관리했다”(66.5 발명의 날 공업소유권관리상 수상 기업가의 경
험담, 5.27-28), “여권에 묻어온 증언 내가 보고 느낀 해외경제” 시리즈 중 ‘일본서 개최한 
공업소유권’(전 특허국장 이윤모 변리사 연재, 5.31-6.3), 상표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하고자 
‘상표’란 연재(8.9-).

197) 수입태세가 완비될 때까지 외교절차에 의거, 공·소 권리·능력의 인정을 늦춰달라는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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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비고
심사·심판관 48명 600명 한: 1966.3, 2배로 증원한 결과
특허공보 
보유량 8,000권 320,000권 한: 1966년, 18,000권 구입예정

미: 710만 권
연간 특허출원 7,000건 약 500,000건 한: 1965년 기준
특허료 지불 41,000$ 약 

150,000,000$
한: 1964년 기준
일: 특허료 수입은 500만$

내형편상 보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교교섭을 통해 그 시기를 가능한 늦추
고자 한 것의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다.

표 3-35. 한일 특허행정 관련 현황(1966.3)

출전 :《경향신문》1966.3.23. 일본 심사·심판관 수는〈第3次日韓貿易会議議事錄〉(1966.4, 外
務省 経済局)《日韓経済案件 / 第3次日韓貿易会議》.

  또 다른 쟁점은 주한일본상사(이하 일본상사)의 지위와 과세, 관련하여 조세협정 
체결 문제였다. 일본상사들은 1960년 4·19 이후부터 하나둘씩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
해 수교 전에 이미 약 40여 사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주요 호텔 또는 빌딩에 
연락사무실을 차려놓고 상행위를 했다. 활동영역은 자국 상품의 판매는 물론 한국 
수출입무역의 중계, AID 및 KFX에 의한 구매입찰 참여까지 광범한 범위에 걸쳤다.
  단 이들의 상행위는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다. 수교 전에는 입국·체재에도 많은 제
약이 따랐다. 예컨대 경제 관련 입국은「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7조(입국자격) 6
(산업상의 특수한 기술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청되는 자)에 따라 기술지도 또는 
한국산품의 수입상담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체재기간도 짧아 상사 주재원들
은 대개 통과사증이란 15일 기한의 단기 비자를 발급 받아 릴레이식으로 체재하는 
형편이었다.
  음지에 머물렀던 이 문제가 수면에 떠오른 것은 민정 이양 직후인 1964년부터였
다. 1월 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민정당 이상돈 의원은 일상 51사가 상공부
에 등록하지 않아 과세에 치외법권이 된 상황을 따졌다. 이병호 상공부장관은 그들
이 영주자가 아니고 잠정적 여행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무역법에 해당하지 않아 과

요청에 대해 외무부는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법률상 완전한 대비책은 아니라고 생각, 관계법
령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한일 간의 공업소유권 
보호문제〉(1965.10.18, 상공부-외무부)(1965.11.8, 외무부-상공부)《한일 간의 공업소유
권 보호문제,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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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종업원(日:韓) 거래액(62-
63년) 상사 종업원(日:韓) 거래액(62-

63년)
三井物産 7 : 10 20,492,607 일본

트레이딩 1 : 0 1,784,732
住友商社 1 : 5 12,377,506 伊藤忠 3 : 15 1,634,921
東洋綿花 4 : 6 9,916,620 安宅實業 2 : 5 1,617,645
丸紅飯田 3 : 15 6,356,336 木下商産 3 : 3 1,045,548

日立 귀국 5,789,456 兼松商社 1 : 1 622,081
三菱商社 4 : 5 3,446,364 江商株式 1 : 2 368,562
日綿實業 3 : 8 1,883,016 거래액(계) 67,335,394

세치 못했다고 답했다. 질의과정에서 스미토모·미쓰이 등 약 30사가 본사의 연락사
무소 형태로 상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등기는 물론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연 납세 실적도 없었다.198)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박동규 재무부장관이 상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
두선 총리의 특별지시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사를 설치한 상사는 13사, 
1962-63년 거래실적은 총 6,733만 5,400여$였다(표 3-36). 정부는 소급하여 과세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동시에 추방을 포함한 법적 조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세방침을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표 3-36. 주한일본상사의 종업원 및 거래액 현황(1964.4) (단위 : $)

출전 :《동아일보》1964.4.29.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더욱 여론을 등에 업고도 머뭇거린 것은 과세에 여러 난점
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은 본사로부터 파견되어 한정된 출장여비로 집무했고 
국내 재산이 없었다. 즉 담세능력이 없었고, 과세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집행하기도 
마땅치 않았다. 주일한국상사에 대한 상대적인 보복조처도 고려해야 했다.199) 보다 
근본적으로 과세하든 하지 않든 모두 후속절차가 난감하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었
다.
  우선 미수교국 국민의 상행위는 불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입국 목적에 어

198)《경향신문》1964.1.29. 이 직전, 정부가 그간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일본상사들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우고 이미 세무사찰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는 정부가 지금까지 
약 30사의 1963년 영업행위로 5-60만$ 상당 세원을 포착하고 소급과세방법을 검토 중이라
고 보도했다.《경향신문》1964.1.21.

199)《동아일보》19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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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대상
기간 상사 수 과세 징수액 미납영업세 법인세 계

64 62-63 9 17,679 53,731 71,410# 57,194 14,216
65 64 10 1,706 10,336 12,043 12,043 0

계 19,385 64,067 83,453 69,237 14,216

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추방해야 했다. 이는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상행위가 한국에 이로운 경우도 없지 않을뿐더
러 추방은 외교 갈등을 감수해야 했다. 반대로 과세하는 것은 상행위를 불법이라 하
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것은 외무부의 걱정이었
다. 또 그렇게 되면 수교 전엔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정부정책과 충돌하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200)
  정부가 과세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은 약 다섯 달 후인 9월이었다. 재무부는 8사에 
사당 200-800만 원의 법인세 및 영업세 과세통지서를 발부했다(1962-63년분).201) 
총액은 약 6,592만 원이었다. 재무부는 기일 내 미납 시 재산 차압과 출국금지 등 
조처할 것이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과세가 이들
의 상행위를 합리화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현행 세법
으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처임을 강조했다.202) 재무부는 약 1년 후인 1965년 11
월에도 10사에 1964년도 법인세·영업세 1,200만 원을 부과했다(표 3-37).203)

표 3-37. 1964-65년, 주한일본상사 과세실적 (단위 : 1,000원)

출전 :〈주한일인상사에 대한 과세경위와 한일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1967.7, 
국세청)《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 과세액이 본문의 계수와 다른 것은 연체로 인해 가산세가 붙었기 때문.

  재무부가 과세 통지하면서 이 문제는 양국의 외교이슈로 비화되었다. 상사들은 자
국정부와 협의 하에 우선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납세 독촉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세이행을 전제로 기한 연기신청 또는 납세관리인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
다.204) 이후 당국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연작전을 썼다.205) 일본정부는 1965
200)《동아일보》1964.9.19.
201)《경향신문》1964.9.3.
202)《동아일보》1964.9.15, 9.19.
203)《경향신문》1965.11.29.
204)《경향신문》1964.9.16, 9.26;《동아일보》19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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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시이나 방한에 앞서 선처를 요청했다. 특히 과세근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
청했다. 한국정부가 상사들의 업종을 도매상으로 파악해 과세했으나 실제로는 도매
업무가 아니니 미국상사들과 같이 서비스업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었
다.206)
  당면한 문제는 상사들의 등록 허용 여부였다. 과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결정하지 
못한 정부 입장은 여전히 오락가락했다. 1964년 9월, 이정환 재무부장관은 상사 등
록을 불허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 조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
부가 과세방침을 번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를 계기로 상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혼선을 야기했다.207) 반면 1965년 5월, 홍승희 재무부장관은 한국에서 사업
하는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대로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8) 수교가 
임박하면서 등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협정 조인 후 정부는 특별담화를 통해 일본 무역업자들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겠다
고 발표했다. 기존 신고제에서는 내국인의 명의를 빌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무
역법을 개정해 상사(오퍼상) 등록을 허가제로 바꾼다는 방침이었다.209) 이어 8월 6
일에는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외국상사의 음성적 상행
위에 대한 과세조처 강화를 공약했다.210) 연말에 서봉균 재무부장관(대리)은 일상에
게 영업감찰(지금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211) 12월 2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
205) 1964년 첫 부과 시 히타치를 제외한 7사는 한국정부의 일방적 인정과세로 과중하다는 이

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사세당국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거 재심사하고, 징수강행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반무역에 대한 과세는 제외했을 뿐더러 조달청에서 실시한 국제입찰분만 자
료를 바탕으로 과세했다고 반박했다.《경향신문》1964.10.22;《동아일보》1964.10.22, 7사
는 다음 해 4월, 납부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 특별부에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1965.4.22.《동아일보》1965.6.25.

206) 한국정부는 국내 문제라며 외교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경향신문》1965.1.25.
207)《동아일보》1964.9.19. 사세당국은 발언에도 불구, 이미 고지서 뗐으니 기존 방침대로 세

금 받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경향신문》1964.9.25. 
208)《동아일보》1965.5.8.
209)《동아일보》1965.7.31. 국세청, 일상 세무사찰 결과 탈세유형 넷 포착. 첫째 주한일상에

서 실질적 거래 성립시키고도 본사와 수요자 직접거래인 것처럼 하는 두더지 방식, 둘째 거
래 성립시키고도 본사가 아닌 유령회사 내세워 유령회사와 수요자 거래인 것처럼 하는 릴레
이식, 셋째 본사와 상호 운영·자본 같은 한국인 오퍼상 설립해 도매업 과세 피해 오퍼업으로 
과세 받는 옷 바꿈 방식, 넷째 파견원이 실제 거래 성립시키고도 주한 오퍼상이 본사와 수
요자 연결시킨 것처럼 가장하는 터널 방식.《매일경제신문》1967.10.21.

210)《동아일보》1965.8.6.
211)《동아일보》196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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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상사 등에 대한 합법과세의 근거를 마련했다.212)
  이처럼 무역불균형 개선과 공업소유권 및 상사의 지위·과세 문제의 해결을 서로 
요구하는 무역관계의 구도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일회담 중에 제기했던 경제
협력의 핵심 의제가 수교 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이번엔 상대가 새로 제기한 제 
쟁점과 대치하게 된 형국이었다.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은 서로 맞물리며 줄다리기
하는 듯한 양상을 빚었다. 한일협정 비준절차가 끝나고 무역협정까지 체결된 1966년 
이후에는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예컨대 공업소유권의 경우 일본이 경제협력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면 한국은 국
내형편상 시기상조라고 맞섰다.213) 1966년 4월, 3차 무역회담에서 일본 특허청 관
계자는 경제관계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공·소 보호가 필수라고 주장했고, 문제해
결 시 자국의 출원이 일시에 쇄도할 것을 우려하는 한국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공
을 들였다. 또 연수생 수용과 자료제공 등을 통해 한국의 특허행정 정비에 협력하겠
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국내 기술이 유린당할 것을 우려하는 업계를 먼저 
설득·지도할 필요성을 말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야기를 잘 듣는 정도로 그치고 국
내체제 정비를 선행한 후 실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에서 공업소유권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전도 있었다. 일 측은 자국의 기술진보는 특허법과 전후 기술도입으
로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UN보고에서도 보호의 의의가 지적되었다고 설명했
다. 이에 한국 측은 최근 국제회의 등에서는 상호주의가 현재와 같이 적용되면 실제
로는 일방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사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반론했다. 일 측은 후진국에서 공·소의 역할이 크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재차 
반론했다.214)

212) 개정령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둘 때는 등기가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게 했다.
《경향신문》1965.12.29.

213)〈第3次日韓貿易会議議事錄〉(1966.4, 外務省 経済局)《日韓経済案件 / 第3次日韓貿易会
議》.

214) 일본에서 열린(4.11-16) 26차 국제공업소유권보호협회(AIPPI) 총회에서, 저개발국 경제
개발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 시 특별한 배려 하 원조 요청(16차 유엔총회에서 브
라질이 제의한 바도 있음), but 인도 제외한 대부분은 공·소 보호제도 원칙 엄수해야 한다는 
의견 지배적. 인도, 선진국 공·소와 노하우 도입 필요하나 일정 기간 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요청. 결론적으로 공·소 보호원칙 엄수하되 저개발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 
가능.《매일경제신문》1966.6.3. 이 기사는 ‘일본서 개최한 공업소유권’(전 특허국장 이윤모 
변리사 연재, 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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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회담에서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요청-설득하는 일본과 시기상조라는 이유
로 언질을 주지 않으려는 한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때문에 합의의사록에서는 
“공업소유권 보호는 금후 양국 경협을 원활히 하고 가공무역 증진을 위해 중요한 요
건의 일부이니 협정 체결해 실현 도모하길 희망”하는 일본과, “현재 국내의 사무처리
체제 미정비 실정 설명하고 현 상태로는 요망에 응하는 것 곤란하지만 가급적 속히 
사무체제 정비토록 노력함과 동시 일본 요망에 대해 국내사정 증진에 따르면서 검토
할 생각”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215)
  일본상사의 지위·과세 문제 양상도 비슷했다.216) 같은 회담에서 통산성은 무역 확
대균형에 동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유리한 환경(climate)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꺼냈다. 한국 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도 자국 상사의 협
력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상사 주재원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상사 활동이 한국 수출에 공헌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첫
째,「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입국 허용기준을 확대해 일반 商用·무역 목적의 입국 
인정을 요구했다. 동시에 체재기간을 처음부터 1-2년 허용해주길 요청했다.217) 둘
째, 가능한 빨리 오퍼상으로 등록해주고, 그에 따라 현재 도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을 
시정해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상공부는 국내에서 야당과 민간 모두 양국관계가 장차 균형 상태로 
나아갈지에 관심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어 회담에서 적극적인 성과가 
있다면 정부의 의사를 부드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이 먼저 
역조 시정조치를 취해 한국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의사표시였
다. 외무부 전상진 차관보도 오퍼상 등록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언제 결단할 지가 문
공업소유권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재산권이면서 동시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거

나 적어도 산업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직간접 산업성을 가지는 산업적 무체재산권에 가깝
다. 이와 관련해 공업소유권의 권리는 불가침이 아닌,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권능뿐 
아니라 의무도 포함한다. 이것은 권리에 내재하는 고도의 사회성·공공성 때문으로 공익상 일
정한 한계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기타 제3자를 정책적으로 상호 조화·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임석재, 1966, 앞 책, 32-36쪽.

215)〈제3차 한일무역회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및 공동성명〉《한일무역회담, 제3차, 동경, 
1966.4.21-26》

216)〈第3次日韓貿易会議議事錄〉(1966.4, 外務省 経済局)《日韓経済案件 / 第3次日韓貿易会
議》.

217)「출입국관리법시행령」(1966.1.12, 대통령령 제2372호). 또 자녀 동반 입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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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며 이 회담이 모멘트가 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국교정상화는 되었지만 무역에
서도 정상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불균형 개선전망이 서야만 상사 
건도 결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18)
  다만 이때는 국교가 재개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상사 등록을 무한정 불허할 수만
은 없었다. 과세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등록시켜야 했다. 약 반 년 뒤, 정부는 경제각
료간담회에서 부실 업자는 배제하되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선량한 상사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승인하고, 제3국 상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일본
은 무역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219)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긴 1967년 4월, 호혜적 무역진흥을 명목으로 수교 후 처음
으로 국내 일상 28사 중 14사의 오퍼상 등록이 정식 인정되었다. 업계는 한편에선 
국제관례에 따른 합리적 조처로 환영하면서도 한편에선 순수한 오퍼행위를 넘어 우
리나라 유통기구에 개입하거나 국내 무역업자와 경합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220) 
같은 해 12월, 10사가 추가로 등록 허가되었다.221)
  등록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쟁점은 과세로 옮겨갔다. 정확히는 무역법상 상사의 업
종(오퍼상)과 세법상 업종(도매업)의 괴리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었다. 앞의 두 번의 
과세에 이어 1966년 11월, 국세청은 일상 28사에 65.1-66.3 영업세 2억 200만 원
을 부과했다.222) 특히 이때는 앞의 과세에서 빠졌던 일반거래분까지 포함되어 총액

218) 토의 중 일 측은 한국의 태도는 상사 활동을 제한하면서 片무역 시정이 안 된다고 불만
을 표하는 격이라고 불평했다. 그러자 전상진은 제한하는 데도 이만큼 역조인데 제한을 없
애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짧은 문답이었지만 역조 개선과 
환경정비, 서로 상대의 조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해결을 촉구했던 구도가 잘 드러났다.

219)〈한일경제각료간담회 토의기록〉(경제기획원);〈한일경제각료간담회에 관한 보고〉
(1966.9.12)《한일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220) 이토추, 안타카, 니치멘, 미쯔비시, 스미토모, 이와이, 마루베니이다, 도요멘카, 미쓰이, 도
쇼쿠, 닛쇼, 도요타, 노무라, 가마무라.《동아일보》1967.4.18.

1966년 하반기 등록이 무산된 이유의 하나는 한비의 사카린 밀수사건 때문이었다. 이철승 상공
부차관은 연말에 통산성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OOO만 등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먹줄로 지워진 부분은 밀수사건의 일 측 상대였던 미쓰이물산을 가리킬 
것이다.〈李韓国商工部次官と山本事務次官との会談要旨〉(1966.12.5, 通商産業省 市場第三
課)《日韓要人会談》.

221) 이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히 협의했다. 1966년 연말, 양국 상공(통산)차관회담에서 이철승
이 오퍼상 등록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보세가공 관세가 감액된다
든지 동기가 될 만한 것이 필요한 데 간담회 후 성과가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장기영은 
사토 및 시이나를 만난 자리에서 신년 초 오퍼상을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張基榮副總理
と佐藤総理との会談〉(1966.12, 外務省　アジア局長);〈張基榮副總理との会談〉(1966.12.12, 
外務大臣-ソウル(大使館))(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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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폭 증가했다. 요시다 주한일본공사는 과세고지 당일을 포함해 연말까지 적어도 
2번 이낙선 국세청장을 찾아가 과세가 과중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낙선은 과학
적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며 감세 요청을 거부했다.223) 외무성도 당장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심각하게 판단했다.224)
  오퍼상은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오퍼(물품매도확
약서)를 발행하는 상인·상사로, L/C 개설이나 자기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단
순 중개인이었다. 일본정부·상사는 그들이 단지 수수료 에이전트, 즉 오퍼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활동에 제약이 있는 오퍼상으로 등록시키고, 세법상
으로는 오퍼상보다 훨씬 무거운 도매업으로 과세한다고 비판했다(도매업은 판매금액
에 대해, 오퍼업은 중개수수료에 대해).225) 1967년 3월, 박충훈과 간노(菅野和太郎) 
통산대신 회담 시 간노는 자국 상사들이 종합상사라는 특수한 형태 때문에 도매업으
로 과세되고 있지만 영업활동의 실제는 이와 다르니 세법상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226)
  반면 일상의 행위는 오퍼업이 아닌 도매업이라는 게 한국의 입장이었다. 차이는 
중개대상이었다. 즉 한국은 불특정 다수인의 단순 상행위를 매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오퍼업으로 분류했지만 오퍼상의 본사·본점의 상품, 즉 자기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접수·상담하는 것은 본점의 상행위로 판단했다. 일상의 활동은 후자
에 속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판매행위의 일부로 오퍼도 발행하지만 어디까지
나 자기상품일 뿐이라는 것을 근거로 영업세법상 도매업으로 구분했다. 자연 현행법
규와 기타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도매업으로 과세하고자 했다.
  또 다른 대립지점은 국내 원천소득을 결정할 때 준거원칙이었다. 일본은 귀속주의, 
222) 이낙선 국세청장은 4-9월 영업세 8천만 원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966.11.2.
223)《동아일보》1966.12.17.《경향신문》1966.12.30.
224)〈日韓経済閣僚懇談会について(経済局特別情報(第482号))〉(1966.9, 外務省 経済局 総務

參事官室)《日韓経済案件 / 日韓経済閣僚懇談会》.
225) 국세청의 세수 대비(추계)에 따르면 FY67, 도매업으로 과세했을 때와 기타 서비스업으로 

과세했을 때의 영업세/법인세 총액은 각각 약 2억 9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 
차이, 6배에 달했다.〈주한일인상사에 대한 과세경위와 한일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1967.7, 국세청)《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226)〈朴商工部長官との会談用資料〉(1967.3.3, 外務省 経済局)《日韓経済案件》;〈韓国朴商工
部長官と管野通産大臣との会談要旨〉(1967.3.4, 通商産業省 市場第三課)《日韓要人会談》. 
3.10, 정일권-사토 회담 앞두고도 거의 같은 내용의 회담준비자료 작성.〈佐藤總理大臣·丁
一權国務總理会見要領〉(1967.3.9)《日韓要人会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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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를 통한 거래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경우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으며 제3국을 개입시켜 세원이 흩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대신 내세운 것이 총합주의였다. 이것은 국내지점·사무소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본점 직접거래소득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지점·사무소에 귀
속될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자연 조세 회피와 세원의 
산일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도 이 원칙을 따랐다.
  그 외에 청구권자금 거래에 대한 영업세 면제도 주요사항이었다. 일본은 청구권협
정 제1의정서의 ‘소득에 대한 조세’ 면제 규정을 들어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면 한국은 영업세는 소득이 아닌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면세할 수 없다고 해 
의견을 달리했다. 또 세무당국이 장부를 실사하지 않고 인정과세 하는 것과 납세 지
연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현재 과세총액 36%에 해당) 면제도 일본의 시정 요청사항
이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투자와 연계해 해결하고자 했다. 앞의 박충훈-간노 회담 시 배
석한 통산성 통상국장은 조세협정을 빨리 체결하면 자신들도 중복분에 대해 면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대한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중과세방지조약 체
결은 대한투자를 고무하는 효과도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다
른 현안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게 좋으며 가능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리
가 없기 때문이었다.227) 정부당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안인 만큼 무역조건 개선 
등 우리가 불리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용한다는 포석이었다.228) 1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기획원은 국세청·재무부의 의견을 종합해 과세는 영업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가산세 면제는 국내 외국인의 공평원칙에 위반되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준
비했다. 조세협정 체결 원칙에는 이의가 없지만 먼저 국내세제를 정비한 후 구체적
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대처키로 했다.

227)〈한일각료회담을 위한 자료〉(1967.7.12, 재무부-경제기획원);〈한일각료회담을 위한 추
가자료 제출〉(1967.7.21, 재무부-경제기획원)《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228) 재무부 당국자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기 때문에 마라톤협상으로 이끌 방침
이며 협정 밖에서 충분한 바터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타결에 적극성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경향신문》1967.6.17. 단 언론은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힐지 의문을 표했고, 우리
의 용역·기술이 일방적으로 진출해 입장이 반대인 한월협정과 마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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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8월, 1차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오퍼상/도매상, 총합주의/귀속주의 등을 두
고 치열하게 대립했다.229) 일본은 전체회의와 개별회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거론했다. 전체회의에서 미즈타(水田三喜男) 대장대신은 한국 관계당국이 상
사의 사업활동에 대응하는 합리적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양국의 적정한 과세기준을 
확립키 위해 조세조약 체결교섭을 조속히 개시하자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연내 타
결을 희망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내놓았다. 아울러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야 
비로소 상호신뢰 호혜평등에 입각한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은근한 압박을 잊지 
않았다.230) 개별회의에서는 의제를 두고는 기 싸움이 벌어지는 등 더 치열한 논전이 
펼쳐졌다.231)
  막바지에는 감정대립으로 변했다. 논전 끝에 서봉균 재무부장관이 공정하게 과세
할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에 이어 조세협정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고 말했을 때였다. 
듣고 있던 미즈타가 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서봉균은 경협의 해결과 
직결된 것으로 본다며 에두르곤, 경협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것도 빨라진다고 덧붙였
다. 미즈타는 조세협정의 조기체결이 경협의 기본이며, 협정을 체결한다는 장기원칙
이 수립되어야 민간차관 등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서봉균이 
협정 체결은 당장 가부를 정할 수 없다고 거듭 말하자 미즈타는 그러면 경협도 한국 
입장을 듣고 이해를 깊게 했다는 정도로 논의를 마치자고 말했다. 한국 문서는 이때 
미즈타가 몹시 못마땅하다는 태도였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논의 끝에 양측은 ‘제1회 한일정기각료
회의 조세문제개별회의에 관하여’라는 확인서를 교환했다(불공표). 여기서 양국은 일

229) 직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한했던 사토는 사전에 미쓰비시·미쓰이 등 주요 일상 대표
들을 만나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정희와 회담 시 대략적으로라도 언급하겠다고 약
속했다.〈總理と韓国商社代表との会談要旨〉(1967.6.29)《日韓要人会談》. 사토-박 회담에
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불명확하다. 단 방한 마지막 날 오전, 국립묘지 참배 시 그를 안내
한 장기영은 차로 이동 중 과세 문제에 대해 선처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사토가 대통령의 뜻인지 묻자 장기영은 그렇다고 답했다.〈佐藤總理に対する
張基榮副總理の要請等〉(1967.7.2, 森 外務審議官)(위 사료철).

230)〈제1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토의기록〉(외무부)《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231) 일본이 의제를 상사 과세와 조세협정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자 한국은 재일교포은행 설치
인가, 보험회사 일본진출, 재일교포 과세·재산반출·신용조합 인가·금융상 차별 등 추가 의제
를 제안했다. 실질적인 의미도 없지 않았지만 상대에 대항하는 차원의 성격이 보다 농후했
다.〈조세문제 개별회의〉(1967.8.10)《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4
권(V.2 본회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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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지위·과세 문제를 조세조약을 통해 최종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원칙
적으로 인정과세가 아닌 실사에 의거해 과세하며, 청구권거래 영업세는 면제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의 각종 가산세는 행정상 적당한 참작을 강구하기
로 했다. 요컨대 한국은 과세는 국내 문제라는 대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또 청
구권거래 영업세와 가산세 역시 양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한 
것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쟁점의 등장으로 무역관계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양국이 서
로의 요구사항을 두고 줄다리기하면서 자연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도 여기에 휩쓸렸
다. 세 번의 무역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후 1966년 9월, 서울에서 경제각료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청구권자금·차관·무역 등 
제 현안을 보다 고위 레벨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무역에서는 불균형의 원인
을 진단하고 분야별 요구사항을 정리해 이들을 관철시키는 자리로 삼겠다는 게 정부
의 목표였다.232)
  장기영은 종합발언에서 특유의 화통한 어법으로 자신은 1:3의 불균형을 1:2로 개
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보며, 또 入超가 반드시 불이익을 가져온다고만 생각
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균형론에 구애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233) 그러면서도 과거 
무역회담을 여러 번 했으나 별 내용이 없었던 것이 간담회를 구상한 하나의 계기였
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결론이 나올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은 그간 
우리가 끌려 다녔으니 더 이상 농락치 말기를 바란다고도 했고, 가공무역은 국제분
업의 견지에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들 간의 토론에서도 요구사항은 쉽게 관철되지 못했다. 양국 무역수지 
개선목표를 1:2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관계부처에서 개발수입 가능품목을 더 
연구하기로 한 것, 보세가공은 일본이 자국 중소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할 뜻을 밝히고, 실무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등이 주요성과였다.234) 

232)〈한일경제각료간담회〉(1966.8.16)《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233)〈日韓経済閣僚懇談会議事錄(第2回)全体会議)〉(1966.9, 外務省)《日韓経済案件 / 日韓経

済閣僚懇談会》. 한국 기록에는 “사적으로는 대일수입이 그 내용에 따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으므로 양국 무역을 꼭 형식적인 균형이나 1:2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
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일보 전진해야 하겠다.”로 나온다.

234)〈한일경제각료간담회에 관한 보고〉(1966.9.12)《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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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본의 태도·전략은 “이야기는 듣되 약속은 하지 않고, 회의는 화려하게 펼치
되 내용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받았다.235)
  역조비율 1:2 목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이후에는 아예 일련의 회담에서 무역 ‘확
대균형’을 논의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예컨대 1967년 7월, 4차 무역회담의 사전 
절충과정에서 일 측은 한국이 제안한 의제 중 무역 균형·증진에 난색을 표했다. ‘균
형’은 회담의 성격을 한국의 요구에만 맞춰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인상을 준다는 이
유였다. 외무성은 이를 언론에 발표할 경우 자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이 균형무역으
로 전환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통산성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균형’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일상의 과세 문제 논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
발한 끝에야 겨우 관철할 수 있었지만 불균형 개선 전망은 다시 미뤄졌다.236)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거듭 지연된 것은 불균형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한국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무성은 수교 후 양국의 무역현황
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려 하지 않았다. 예컨대 1966년 대한수출은 통관 베이스로 
3억 3,500만$로 전년 대비 86% 대폭 증가했고, 수입도 74% 증가했다. 수출입비율
은 4.36에서 4.68로 악화되었고, 출초액(한국의 대일입초)은 1억 3,900만$에서 2억 
6,300만$로 거의 배증했다(표 3-38).

표 3-38. 1962-66년, 한일무역현황(통관/외환 기준) (단위 : 1,000$)

235)《동아일보》1966.9.6. 한편 외무성은 간담회를 앞두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대
일감정을 고려해 발언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
케 하는 흥미로운 문건이다. 예컨대 1)‘조선’, ‘조선인’, ‘반도인’, ‘여보’ 등의 용어는 한국인
의 자존심을 해칠 수 있으므로 피하고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 ‘대한민국’이나 ‘한국’,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한국인’, ‘한국민’으로 할 것. ‘경성’ 피하고 ‘서울’로 할 것. 2)36년 조선통치 
견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조선의 근대화에 공헌했다’, ‘조선에 공장을 지어 경
제발전에 기여했다’, ‘총독부정치는 선정이었다’, ‘조선인에 은혜를 베풀었다’, ‘좀 더 일본이 
통치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창씨개명 등의 정책도 선의로 한 것이다’ 등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절대 금물. (한국인들도 속으로는 동감하는 점이 있더라도 일본인이 이렇게 발언하면 
강하게 반발할 것). 3)일본과 한국을 신분상의 상하관계로 상상케 하는 말, 예컨대 부자, 부
부, 형제 등의 표현도 삼가는 게 좋음. 4)일반적인 외국과 달리 주변의 한국인은(호텔 보이, 
운전사, 요정 종업원 등) 전부 일본어를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유명인 주
변에는 필시 언동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전화는 모두 도청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함.〈御発言に特に御留意願いたき事項〉(1966.9.2, 外務省 経ア)《日韓経済案件 / 日韓
経済閣僚懇談会》.

236)〈대사관-외무부〉(1967.7.7)《한 · 일본 무역회담, 제4차, 서울, 1967.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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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일수출 대일수입 수출입비율
통관 외환 통관 외환 통관 외환

1962 28,504 24,649 138,140 115,824 1 : 4.85 1 : 4.68
1963 26,980 24,123 159,661 132,767 1 : 6.15 1 : 5.50
1964 41,667 31,295 108,841 102,799 1 : 2.61 1 : 3.28
1965 41,315 37,004 180,304 159,527 1 : 4.36 1 : 4.32
1966 71,688 69,229 335,170 221,690 1 : 4.68 1 : 3.20

  단 1966년 수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하반기부터 실시단계에 들어선 대한경제협
력, 즉 청구권자금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동년 수출통관액 중에는 약 3천만
(3,090.3만$)의 청구권자금이 포함되었고, 1964년 12월부터 1966년 8월까지 수출 
승인된 34건(1억 3,400만$)의 민간차관 중 상당액도 1966년에 선적되었다.
  여기서 외무성은 통관과 외환 기준의 차이에 주목했다. 1966년 대한수출에서 통관
과 외환의 차액은 1억$ 이상으로 이전까지 약 2천만$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매우 
크다. 이것들은 대개 청구권자금 및 상업차관 선적분이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른 
경협관계를 제외한 일반무역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관보다 외환통계를 주목
해야 한다는 게 외무성의 생각이었다. 외환 기준으로 1966년 수출은 2억 2,200만$,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나 수교의 임팩트를 생각하면 그다지 놀랄 만한 증가
는 아니며, 수입 또한 6,900만$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외환 기준 
수출입비율은 4.32에서 3.20으로 외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237)
  외무성은 대한수출품목에도 주목했다. 대한수출물자의 43%를 차지하는 기계기기
류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업화에 공헌하는 물자라는 점, 다른 주요물자인 철강을 
중심으로 한 금속품과 화학섬유 등 공업원재료 역시 한국의 수출용 상품에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양국 무역의 불균형은 자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수요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불균형 시정에 대한 한국 요망에 협력을 아끼는 
것은 아니지만 2국간 균형을 엄격히 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무역확대 과정에서 무역

수출 수입 총수출입
비율

일반무역
비율KFX 청구권 차관 기타 계

65 44.0 166.6 - - - 166.6 1 : 3.8 1 : 3.8
66 66.3 222.2 4.1 50.5 17.0 293.8 1 : 4.4 1 : 3.4

237)〈1966年の対韓貿易について〉(1967.7.4, 経·ア)《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일반
무역과 청구권자금·차관 등을 포함한 무역수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 자료도 비슷하다.

표. 1965-67년, 대일무역수지 (단위 : 100만$)

출전 : 경제기획원, 1971《한국경제의 개관》119쪽.



205

수지 전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경제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설득한다는 것이 
외무성의 기본 입장이었다.238)
  당장의 외환결제를 필요치 않는 청구권자금과 차관이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들
어오기 시작했으므로 통관이 아닌 외환 기준으로 수출입비율을 따져보면 분명 역조 
정도가 누그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상업차관 역시 결국은 원리금을 상
환해야 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일본 물품의 판매행위였다. 그런 점에서 외무성이 
1965-66년의 통관/외환 기준의 차이에만 주목해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었다고 본 진
단은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않더라도 양국 경제교류의 실체를 적절히 분석한 것인지
는 의문이다. 
  더욱 역조는 비단 수교 후 돌출된 것이 아닌, 이전부터 누적된 고질적이고 구조적
인 문제였다. 한국이 요구했던 것도 수입제한(할당) 완화·폐지나 보세가공 촉진을 위
한 제도 개선, 관세 인하와 같이 대일수출의 구조적인 장애물들이었다. 결국 일본은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는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국이 상호 접점을 찾기 어려
웠던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238)〈日韓貿易問題(日韓貿易会議及び日韓定期閣僚会議における討議〉(1967.9.1, 経済局 総務
參事官室)《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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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청구권자금 교섭목표의 변화와 경제관계의 밀착 (1968-70
년)

  수교 후 3-4년이 지나면서 청구권자금의 사용은 차츰 궤도에 올랐다. 동시에 한
국정부가 그간 최우선 교섭목표로 삼았던 자금의 조기사용계획은 일본의 잇따른 거
절로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고, 자연 퇴색했다. 대신 1969년, 포항종합제철 건설을 위
한 자금 轉用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1절). 한편 국내 경제적으로는 단기간 급
속한 외자도입의 후유증으로 부실차관 문제가 불거졌고, 외자정책 및 대일교섭전략
이 다소간 변화하는 가운데 무역관계 양국 요구사항의 희비가 엇갈렸다(2절). 한국
정부는 무역불균형의 개선은 장기과제라는 일본의 주장에 한 발 다가섰고, 양국 산
업구조를 보다 긴밀히 하는 데 관심을 더 기울였다(3절).

1. 청구권자금 조기사용 목표의 퇴색

  초년도 집행이 막 시작된 직후인 1966년 6월 초,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원)은 일본
정부의 1967년도 자금공여 가능한도액 및 대상사업 등에 관한 의사타진에 나섰다.1)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얻는 데만 네 달이 걸렸던 초년도 시행착오를 반면
교사 삼아 일찌감치 일본의 의사를 확인해두고자 한 것이었다. 8-9월 중 예정된 경
제각료간담회까지 대체적인 틀을 합의한 후 2차년도 기점인 1966년 12월 18일에 
맞춰 실시계획을 확정 공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2)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일찌감치 협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일본
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총액과 내용 모두 원만히 타협할 거라는 보장
이 없었다. 특히 정부는 조기사용 또는 한도증액 목표를 여전히 고수했다. 외자도입 
수요가 넘치는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은 초년도 실시계획을 교섭했던 반 년 전과 다르
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도 엄수를 요구하는 일본의 기본 입장도 변함없기는 마
찬가지였다.
  기획원은 일본정부의 의사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미 실시계획에 대한 각 부처요구 
1)〈경제기획원-사절단〉(1966.6.2)《전문철(Cable incom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2)《매일경제신문》19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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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마감하고 정부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였다. 부처 요구를 합하면 무상 4,940만
$, 유상 5,311만$, 합계 1억 251만$에 달했다. 언론은 기획원이 1차년도와 같은 0.9
억-1억$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3) 여전히 정부의 목표는 매년 1억$씩 
5년간 청구권자금 전액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4)
  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는 실시계획의 규모를 늘리는 데 부정적이었다. 사
절단의 비공식 접촉에서 일본은 2차년도 실시계획의 총액(계약기준)에서 신규로 계
상하는 금액은 초년도 이월분을 제외하고 협정한도, 즉 5,000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계획규모와 지불한도는 물론 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사
업부문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하려는 의사를 보였다.5)
  일단 정부는 준비 중이던 안을 그대로 제시해보기로 했다. 7월 중 9,600만$ 규모
의 실시계획안이 사절단에 전달되었고, 사절단은 이것을 토대로 재차 일본의 의사를 
타진했다. 역시 총액이 문제되었다. 9,600만$는 협정한도의 두 배에 가까울 뿐 아니
라, 여기에는 초년도 이월분이 빠져 있었다. 외무성은 단지 사업내용을 듣는 데 불과
할 뿐, 이것은 무의미한 숫자라고 혹평하며 지불한도가 증액되지 않는 한 이대로 협
의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6)
  일본은 유·무상자금 모두 지불한도를 증액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 
경우 협정한도(3,000만$)에 1천만$가 넘는 초년도 이월분을 더한 것을 최대치로 제
시했다. 유상은 초년도 실시계획 약 4,500만$ 중 2차년도 이후로 지불이 이월된 것
만 약 2,500만$였다. 이것만으로도 연간한도를 초과했다. 따라서 이 가운데 2차년도
에 지불 요청할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신규 사업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에 맞
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7)
  한국이 한도를 배 가까이 초과한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일본이 난색을 표하는 교
섭양상은 초년도와 놀랄 만치 비슷했다. 실무급에서 먼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한국이 이를 고위급 정치절충으로 끌고 가려는 것도 비슷했다. 니시야마　경제협력국
장은 조기사용은 대장상과 이야기해봐야 한다면서도 본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단

3)《매일경제신문》1966.6.15.
4)〈한일경제각료간담회〉(1966.9.5)《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5)〈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1966.6.28)《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관한 한

일간 실무교섭, 1966.6-10》.
6)〈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1966.8.1, 8.8)(위 사료철).
7)〈제2차년도 실시계획안〉(1966.8.16, 사절단-경제기획원)(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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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 협정 규정과 재정형편을 든 이유도 반 년 전과 비슷했다. 여기에 조기사용의 
선례를 만들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가했
다.8) 그러나 한국은 경제각료간담회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
다.9)
  일본은 총액을 내려야만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피
했다. 그렇지만 내용에서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았다. 예컨대 일본은 첫째, 원재료
의 종류에 대해 통상무역이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조달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통상 상업상의 旣계약이 있었던 초년도 비료 조달을 염
두에 둔 것이었다. 둘째, 초년도 실시계획 합의 시 작성했던 토의기록(RD)의 준수를 
요청했다. 중대형 어선의 계상은 가급적 피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해운진흥사업(화물
선)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은행수수료·보험료·해상운임과 같은 용역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특히 해상운임 때문이었다. 한국이 자
국선우선주의를 고수하며 청구권 물자를 대부분 한국선박으로 운송하자 운임 항목을 
실시계획에 별도 계상하여 청구권자금을 사용케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입장은 한국의 복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사절단은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무교섭과 정부 차원의 정치적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 어려운 문제라고 거듭 우려했다.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는 가급적 사절단도 실시
계획 작성에 참여해야 하며, 계획안은 국내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일본의 반응을 타
진하여 합의 가능한 선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10)
  총액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실무진의 교섭범위를 넘어 정치 절충을 필요로 하는 
성질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교섭은 일시 중단되었다. 정부는 국교 수립 후 양국 
각료들의 첫 회합인 경제각료간담회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일본의 경제여건이 조기
사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11) 2차 5개년계획과 관련해 조기사용을 희

8)〈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1966.8.10)(위 사료철).
9)〈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1966.8.1, 8.8)(위 사료철).
10)〈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1966.6.17, 6.28, 8.10)(위 사료철);〈종합업무보고〉

(1966.6.27-7.9, 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PR관계자료》.
11) 첫째, 1964년 국민소득 대비 경제협력액수의 비율이 미국은 0.96%, 프랑스 1.94%, 영국 

1.09%, 서독 0.94%인데 비해 일본은 1961년 0.97%에서 1964년 0.45%로 점감했다는 점, 
둘째, 일본이 1964년 UNCTAD의 원조 1% 결의(국민소득 대비 경협총액)와 1965년 7월 
DAC 상급회의에서 결의된 원조조건 완화 문제에 각각 찬성한 후 경협의 양질 개선에 적극
적 태도를 표명하고 중기경제계획에서 경협규모를 매년 확대시킬 계획이라는 점 등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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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이유를 정리해 기시(岸信介) 전 총리에게 전달한 것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12)
  한국의 기대와 달리 경제각료간담회에서도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간담회는 외려 
일본의 완고한 의사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장기영 부총리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2차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사정을 잘 알았으니 이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계획규모가 너무 크다면 줄일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단 물자가 신속히 도착하도록 
구매절차를 검토하고 또 빨리 합의할 것을 강조했다.13) 간담회에서 실시계획 규모로 
논의된 것은 7,500만$ 선이었다.14) 단 곧 드러나듯 이월분의 포함 여부를 두고 생
각이 달랐다. 한국은 이월분을 제외한 순수 2차년도 계획규모로 여긴 반면 일본은 
이월분을 포함한 규모로 간주했다.
  일본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탐지한 정부는 간담회 종료 후 계획규모를 축소하는 방
안을 검토했다. 처음에는 2천만$를 줄인 7,500만$ 규모의 실시계획을 작성했다가 다
시 8,100만$ 규모로 조정했다(표 4-1).15) 금액뿐 아니라 내용도 변화가 있었다. 정
부는 수정안을　사절단에 전달하며 초년도 토의기록(RD)의 내용과 일본 실무진의 의
견 및 요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수정안(7,500만$)은 어선도입·건조 및 개량사업에서 일부 어선을 삭제했
고, 원자재 2,500만$를 초년도와 같은 2천만$ 수준으로 낮췄다. 또 예비비를 배로 
증액해 용역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은 사회간접자본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상품 위주 또는 100만$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삭제해 당초 12개 사업을 6개로 

적 요소로 보았다.〈한일경제각료간담회〉(1966.9.5)《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12) 2차년도 실시계획 조기사용에 대해 8월 31일자로 사절단이 작성한 문건에는 표지에 수기
로 ‘전 수상 岸信介에 제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請求權資金の第2次年度實施計劃とその繰
り上げ使用問題(第2次5個年計劃と関連して)〉(1966.8.31, 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제2차년도 실시계획》.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바, 계획기간 중 자금 전액의 집중적 사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 문
건의 핵심이다.

13) 그는 내년 간담회에서 다시 의제에 넣어 말하고 그때 일본사정에 따라 간청하겠다고 말했
다.〈한일경제각료간담회 토의기록〉(경제기획원)《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한편 일 측 문서는 장기영이 2차년도 실시계획 0.96억$는 너무 많은 감이 
있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발언할 것으로 기록했다. 한국 문서는 요청
을 거둔 것으로, 일본 문서는 여전히 여지를 두고자 한 뉘앙스로 기록한 것이 흥미롭다.

14)〈한일경제각료간담회에 관한 보고〉(1966.9.12)(위 사료철).
15) 8,100만$ 규모의 실시계획안은 12월 23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고, 같은 날 야당 불참리

에 본회의도 통과했다.《매일경제신문》1966.12.23;《동아일보》196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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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였다. 이외에 해운진흥사업을 삭제한 것도 실무협의에서 나온 일 측의 의견을 반
영한 것이었다.16)
  7,500만-8,000만$ 규모의 수정안들은 총액만 보면 대체로 연간한도(5천만$)와 
한국 1차 안(9,600만$)의 중간에 해당했다. 이 점에서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첫째는 
위에 언급한 이월분의 존재였다. 무상만 1천만$가 넘는 이월분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총액도 그만큼 달라졌다.
  둘째는 유상에 계상한 영동火電 문제였다. 이 사업은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
한 관심 사업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안에서 약 800만$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수
정안에서는 전액 삭제했다.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는 청
구권자금과 별도의 대일차관 공여를 기대했다. 일본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 일본정부로서는 청구권인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이었다. 당연히 일본은 이 구상
에 크게 난색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도증액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였다. 일
본은 초지일관 유·무상 모두 협정한도의 초과 지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
다.17)
  경제각료간담회에서 양측은 9월 하순까지 합의하자고 했지만 그 기한을 넘겼다. 
한국은 8,100만$ 규모의 실시계획을 일 측에 제시했지만 내심으론 7,500만$ 정도로 
타결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사절단은 무상을 3,000만$, 유상을 4,500만$ 정
도로 하고 유상 부문의 합리적인 연도별 지불계획을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보았다.18)
  그러나 어떻든 일본이 완강히 고집하는 연간한도(5천만$)를 수용하는 것이 전제되
어야 했다. 이는 곧 논의의 본질이 실시‘계획’ 규모의 증액이지 실제 ‘지불한도’의 증
액은 아님을 의미한다. 당연히 조기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절단은 9월 말 시점
에 조기사용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19) 12월 초, 파리의 IECOK 창립총회에 

16) 제목 및 작성일자 불명의 문서. 내용으로 미루어 경제각료간담회 후 김동조 대사의 대일교
섭 참고용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다.《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제2차년도 실시계획》.

17)〈제2차년도 실시계획안〉(1966.10.5, 사절단-경제기획원)《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
획(안)에 관한 한일간 실무교섭, 1966.6-10》.

18)〈사절단-외무부(경제기획원)〉(1966.9.30)(위 사료철).
19)〈종합업무보고〉(1966.9.30, 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PR관계자료》. 한편 이처럼 

사전절충이 난항을 계속하며 초년도 종료-2차년도 시작일(1966.12.18)이 다가왔다. 한국은 
2차년도 구매작업의 공백을 메우고자 임시방편으로 1차년도 미사용분을 잠정적으로 2차년
도 실시계획안으로 확정해 구매를 진행하고자 했다.〈종합업무보고〉(1966.11.30,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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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했던 장기영이 귀국 중 일본에 들러 사토·미키 등과 고위회담을 갖고 연말까지 
타결하자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20)
  일본은 총액 규모를 줄이기 전에는 정식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67년 1월 17일, 외무성 히로타(広田愼) 경제협력국장은 관계부처의 종합의견이라
며 특히 현재 약 4,459만$의 무상부문은 이월분을 감안하면 과대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1,500만$를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6,600만$, 무상 이월분
(1,350만$21))을 포함하면 총 7,950만$ 규모였다. 무상은 이월분을 제외하고 연간한
도(3천만$)에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은 무상 계획규모가 실제지불액과 차이가 크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정
(commitment) 기준이므로 지불액과 별개라며 반론했다. 또 경제각료간담회에서 
7,500만$를 양해했음을 상기시키며 최악의 경우도 그 선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양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22)
  한국은 1월 하순에 실시계획의 규모를 총액 8,600만$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확
정된 이월분 1,350만$를 제외한 신규로는 7,300만$였다.23) 수정 제안했던 8,100만
$와 일본의 요구인 6,600만$의 중간 정도에 해당했고, 경제각료간담회 이후 내부적
으로 고수하고자 했던 7,500만$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준이었다. 1월 28일, 사절단은 
총액 8,650만$ 안을 일 측에 제시했고 최종 합의를 요청했다.24)
  1월 31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확정하는 공식기구였던 한일합동위원회
가 개최되었다.25) 양측은 약 한 달여 논의를 거쳐 2월 22일에 총액을 최종 합의했
고, 이틀 후 실시계획 합의문서에 대한 권고안에 정식 서명했다.26) 최종 합의서명은 

(같은 사료철);〈청구권 제2차년도 임시실시계획 수립〉(1966.12.12, 경제기획원-사절단)
《전문철Incoming No2》.

20)《동아일보》1966.12.20.

계획액 인증액 잔액 불용액 이월액
43,214,000 25,944,884 17,269,116 3,769,116 13,500,000

21) 원래 이 시점의 이월액은 1,700만$ 정도로 추산했으나 최종 1,350만$로 정정되었다.
표. 청구권자금(무상) 1차년도 이월 현황 (단위 : $)

출전 :〈제1차년도 실시계획 이월액〉(1967.3.10, 경제기획원)《청구권 제2차년도 관계철》.
22)〈사절단-경제기획원〉(1967.1.18)《Cable(Outgoing)전기철(1)》.
23)〈사절단-경제기획원〉(1967.1.25)(위 사료철);〈경제기획원-사절단〉(1967.1.25)《Cable

전문철》.
24)〈사절단-경제기획원〉(1967.1.28)《Cable(Outgoing)전기철(1)》.
25)〈사절단-경제기획원〉(1967.1.31)(위 사료철).
26)〈사절단-경제기획원〉(1967.2.24)(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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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원안
7.30제시

수정안
(9.19)

수정안
(10.20) 최종확정

무
상

농
업

전천후농업용수
원 개발 2,935,590 2,935,590 1,609,500 1,609,500
농업증산 1,948,200 1,948,200 1,906,000 1,746,000
임업개발 500,000 500,000 322,000 322,000
연초경작 현대화 367,396 367,396 367,000 367,000

계 5,751,186 5,751,186 4,204,500 4,044,500
수
산

수산진흥 2,668,130 2,668,130 2,615,000 2,612,000
어선도입·건조·
개량 5,714,200 4,507,200 6,473,500 2,315,500

계 8,382,330 7,175,330 9,088,500 4,927,500
기타 4,554,753 4,854,753 5,555,000 5,575,000*
원자재 및 기기류 25,000,000 20,000,000 20,000,000 15,000,000
청산계정 4,573,000 4,573,000 4,573,000 4,573,000
예비비 1,300,000 2,600,000 1,164,000 2,465,000

계 49,561,269 44,954,269 44,585,000 36,585,000

유
상

시외전화시설확장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철도시설개량 13,448,000 13,448,000 9,349,000 9,349,000
해운진흥사업 2,279,000
항공시설개량 3,450,000
수송하역시설도입 1,595,000 2,596,000 2,596,000
종합기계공장건설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국정교과서생산시설
확장 700,000
대전상수도시설확장 1,640,000 1,640,000 1,640,000 1,640,000
중소기업육성사업 10,000,000 10,000,000 15,000,000 15,000,000
유O제조공장건설 1,000,000 1,000,000
울산항만개발 300,000 1,050,000 1,050,000
영동화력발전소건설 8,205,000
광주상수도시설확장 1,680,000 1,680,000
소양강댐건설 1,100,000 1,100,000

계 46,617,000 30,088,000 36,415,000 36,415,000
총계 96,178,269 75,042,269 81,000,000 73,000,000

3월 10일에 이뤄졌다.27)

표 4-1. 청구권자금 2차년도 실시계획(안)의 변천

출전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1966.10)《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제2차년도 실시계획》;〈청
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 확정안〉(1967.3.10, 경제기획원)《청구권 제2차년도 관계철》.
# 무상의 초년도 이월분(1,350만$) 별도.
* 광업개발사업(659,000$) + 송변배전시설(727,000$) + 금강유역개발(500,000$) + 과학기

27)〈사절단-경제기획원〉(1967.3.10)(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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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명 계획액 1년도 지불 2년도 지불 3년도 지불 4년도 지불
1차 동화차 도입 11,000 10,873 122

술기자재(3,669,000$) + 은행수수료(20,000$).

  총액만 보면 비공식협의를 거쳐 한국이 제시한 8,650만$ 규모가 관철되었다. 처음 
제안했던 9,600만$(이월분 제외) 안에 비해서는 대폭 감축된 안이다. 그렇지만 일본
이 이월분을 제외한 무상 규모로 3천만$를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는 약 6-700만$를 보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단 위에 언급했듯 이것은 계획규모일 
뿐 집행규모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
  한국 측은 8,650만$ 선을 제안하면서 초년도 총규모에 대한 지불액(유상과 청산계
정 제외) 비율이 34%였음에 비춰 2차년도는 지불비율을 50% 정도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28) 이것은 한국도 일본의 주장인 연간 5천만$ 한도를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어째서 규모 자체에 대해 계속 미련을 가졌던 것인지는 이해하
기 쉽지 않다.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2차 5개년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자 도입
이 미리 약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의 예측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당시에는 조기 계약이 가격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는 비
판도 있었다. 어쩌면 그보다는 많은 재원을 확보-도입한다는 선전의 측면이 더 중요
했을 수 있다. 합동위 회의록은 ‘정치적 이유’도 설명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해 5월에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치적 고려가 역으로 실시계획의 합리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
하기도 했다. 예컨대 중소기업부문은 초년도 실시계획에 1,500만$가 계상되었지만 
정부가 2천만$ 한도 내에서 동화차와 중기 도입을 우선하면서 고스란히 2차년도 이
후로 이월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2차년도 실시계획에 또 다시 중소기업부문을 1,500
만$나 계상했다. 당연히 2차년도에 지불할 수 있는 예산 여유가 없었다(표 4-2).

표 4-2. 청구권자금(유상) 1-2차년도 사업 지불계획표

28)〈제2차년도 실시계획을 위한 한일합동위원회 회의록〉(1967.1.31, 사절단)《대일청구권자
금관계철 유상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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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강철교 1,000 893
준설선 도입 3,300 3,300
중기 도입 6,500 1,276 5,225
해운진흥 9,008 6,526 1,650
중소기업 15,000 3,000 7,000 5,000

계 45,808 12,149 19,066 8,650 5,000

2차
년도

화차 도입 9,349 7,000 2,349
산업기계 3,000 300 2,700

대전상수도 1,640 170 1,470
광주상수도 1,680 170 1,510
수송하역 2,596 825 1,771
시외전화 1,000 100 900
중소기업 15,000 0 1,000 5,000
소양강댐 1,100 110 990
항만개발 1,050 110 940

계 36,415 8,785 11,281 7,349
총계 82,223 12,149 27,851 19,931 12,349

출전 :〈제3차년도 실시계획과 청구권자금의 繰上 사용〉(1967.6.30, 사절단장(민충식))《한일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한국은 당해연도 중 실제 집행되지 않을 사업을 굳이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일본
에 대해 중소기업부문은 제반절차가 복잡하고 물자도입까지 장시간 소요되므로 미리 
사업계획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을 설득하는 데는 성
공했지만 대신 이것은 금년의 특수한 사정으로 선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토의기록
(RD)에 명기해야 했다. 그밖에 합동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어선부문 등 계획 내용에 
다수의 제한이 가해졌다. 이 역시 초년도 교섭양상과 흡사했다.
  언론도 초년도 집행상의 여러 우여곡절을 지켜보고, “한때 정부가 그렇게 크게 기
대를 걸었던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은 저간의 사정으로 보아 사실상 無望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2차년도 사용금액도 협정대로 5천만$ 정도라는 
데 “구태여 새삼스럽게 그 금액의 다과를 두고 논평”하려 하지 않았다. 언론의 초점
은 “오히려 협정에 규정된 금액이나 또는 이미 주기로 결정된 것만이라도 성실하게 
~ 집행”되는지 여부로 옮겨갔다.29)
  한편으로는 실시계획의 큰 규모에 대해 “우리의 일방적 의도 표시에 불과한 불확
실한 계획”이며 “자칫 우리의 자금부족 딱한 입장을 일 측에 호소하는 결과”가 될 것
을 우려했다. 또 “과다 책정은 자금사용 촉진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곤란하게” 할 
29)《경향신문》196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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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계획 차질 시 단지 자금의 사용難에 그치지 않고 계획과 
관련되는 모든 부문 즉 정부예산·물자수급·경제사업 등 여러 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30)
  자금집행 첫 2년간, 지불한도를 증액해 자금을 당겨쓰려던 한국의 조기사용 목표
는 실시계획 교섭에서 번번이 관철되지 못했다. 제공국인 일본은 한도 증액을 강경
하게 거부했을 뿐 아니라 계획규모를 지불한도보다 크게 부풀리는 데도 거부감을 나
타냈다. 특히 대장성은 과대한 실시계획 자체가 한국의 조기사용 요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31)
  때문에 일본은 2차년도 실시계획 확정과정에서 토의기록(RD)으로 지불에 관한 요
구를 추가했다. 금후 무상자금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월분을 포함한 총액과 지
불한도의 차액이 1,2차년도의 그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월
분을 포함한 2차년도 무상 총액은 5,008.5만$로 지불한도를 약 2천만$ 초과했다. 이
대로라면 3차년도부터는 이월분을 포함해 최대 5천만$를 넘을 수 없었다. 실시연도
와 일본 회계연도의 불일치기간(매년 12월 18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중 예
산에 맞춰 인증할 것을 요청했던 초년도 조항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계획규모를 늘리는 것은 점차 어려워졌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부풀린 계획을 다 집행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이월분의 존재 때문이었다. 
2차년도 자금을 집행 중이던 1967년 6월, 정부는 내부적으로 2차년도 무상 실시계
획 5,008.5만$ 중 금년 실제로 지불될 약 3천만$ 및 기타 미사용 예비비 등을 감안
하면 대강 1,500만$ 정도가 3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추산했다.32)
  위 2차년도 토의기록의 규정 및 지불한도를 감안하면 3차년도 무상자금으로 신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500만$였다. 그리고 이월분을 제외하면 이 가운데 당
해연도에 실제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불과 1,500만$ 정도였다. 그나
마 다시 청산계정 상쇄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천만$ 선으로 쪼그라들었다. 다시 

30)《동아일보》1966.12.24.
31)〈제2차년도 실시계획을 위한 한일합동위원회 회의록〉(1967.1.31, 사절단)《대일청구권자

금관계철 유상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관계철》.
32)〈제3차년도 실시계획과 청구권자금의 繰上 사용〉(1967.6.30, 사절단장(민충식))《한일 정

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민충식은 직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966.3 주일
공사 발령, 4월부터 사절단장 겸임. 1969.11 호주대사로 이임. 후임 사절단장은 경제과학심
의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한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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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유상
자본재 15,220 소양강댐 건설 13,050

민수 원자재 10,000 통신시설 확장 1,800
청산계정 채무 상쇄 4,573 고속도로 건설자재 3,000

은행수수료 및 예비비 207 종합농산물가공공장 건설 5,000
화차 건조자재 765

계 30,000 계 23,615

말해 과대한 실시계획에 의해 이월액이 증가했고, 이것은 다시 그만큼 신규사업을 
압박하는 결과로 돌아왔던 것이다. 특히 자본재의 경우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 한 신
규계획은 거의 불가능했다. 계상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당해연도 집행-지불은 최소
한으로 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것을 택해야 했다.
  연간한도 범위에서 사업별 집행(지불)계획을 짰던 유상자금도 신규사업 계상이 곤
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찌 보면 상황이 더 심각했다. 유상의 경우 1-2차년도 계
속사업에 대한 3차년도 지불액이 이미 1,993.1만$에 달했다(표 4-2). 한도가 2천만
$이므로 신규사업을 위한 잔액은 6.9만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유상 역시 단시일
에 지불이 완료되는 상품도입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 했다. 선택지는 소양강댐 건
설사업 같이 장기에 걸쳐 지불되는 대단위 개발사업만을 계상하거나 아니면 신규사
업이 더 중요하다면 1,2차년도 이월사업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뿐이었다.
  3차년도 실시계획은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연도 개시일을 훌쩍 넘긴 1968
년 4월 중순에야 합의되었다. 조기사용계획은 다시 거부되었다. 일본은 자국 재정상
태가 경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33) 계획은 무상 3천만$, 유상 2,361.5만$, 여기에 
무상 이월분 1,758.5만$를 합해 총액 7,120만$였다(표 4-3). 2차년도 토의기록대
로 무상 신규사업 규모는 정확히 협정한도인 3천만$였다. 유상 사업은 지불기간이 
장기인 소양강댐에 절반 이상을 계상했다. 물론 이 실시계획과 지불계획은 별개였다
(표 4-4).

표 4-3. 청구권자금 3차년도 실시계획(1968.4.19) (단위 : 1,000$)

출전 :《매일경제신문》1968.4.19.

표 4-4. 청구권자금(유상) 3차년도 지불계획 (단위 : 1,000$)

33)《매일경제신문》196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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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차년도 3차년도 
이후 사업 3차년도 3차년도 

이후
중소기업 7,652 20,000 수송하역 2,239 -
해운진흥 2,064 - 통신시설 774 1,800
한강철교 1 - 소양강댐 4,400 9,750

철도 77 3,038 항만 - 1,050
산업기계 1,300 1,700 고속도로 3,000 -

대전상수도 284 1,356 농산물가공공
장 - 5,000

광주상수도 710 970 계 22,501 44,664
출전 :〈List of Agreed Projects and Third Year Implementation Schedule〉《외자도입(청구
권자금집행)》.
# 원 자료는 같은 사업이더라도 실시계획별로 구분했으나 편의상 통합했다. 예컨대 소양강댐사
업의 경우 3차년도 지불예정액 440만$는 2차년도 실시계획분(110만$)과 3차년도 실시계획분
(310만$)으로 구분되며, 3차년도 이후 지불예정액은 모두 3차년도 실시계획분이다.

  한국의 청구권자금 사용 및 대일교섭목표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바로 이 해인 
1968년이다. 1966년 경제각료간담회는 물론 한 해 전인 1967년 1차 각료회의까지 
한국 내부적으로는 청구권자금, 특히 조기사용을 가장 중시했다. 예컨대 1차 각료회
의에서 기획원은 논의사항을 경제협력과 통상증대, 크게 둘로 구분하고 전자의 첫 
번째, 즉 최우선 의제로 조기사용 문제를 올렸다.34) 다음이 일반상업차관의 조속한 
추진, 어업·선박자금의 사용 촉진, 영동화전 순이었다. 그러나 2차 각료회의에서는 
청구권자금 사용이 의제에서 아예 사라졌다.
  한국정부가 더는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에 매달리지 않게 된 인식의 변화는 1968
년 6월, 주일대사관의 건의에서 엿볼 수 있다. 막 4차년도 실시계획 작성준비에 들어
가던 시점인 이때, 대사관은 종래의 한일경제협력은 그 역점이 모호한 감이 있었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수교 3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것을 건의했다.35)

34) 기획원은 무상의 경우 3차년도 지불한도를 1,500만$ 증액해 4,500만$로 하고, 청구권협정
에 한도증액 규정이 없는 유상은 별도의 재정차관을 확보한다는 것을 교섭목표로 삼았다.
《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이 문서는 제목이 누락되었으나 의제·목
표·설명자료로 구성된 1차 각료회의 준비자료이다. 실제 각료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지불한도를 증액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단 유상
의 경우 한국정부가 중시한 영동화전 건설사업을 위해 별도의 재정 및 상업차관을 공여하기
로 했다. 종합하면 일본은 청구권자금의 연간한도는 엄격히 고수한 대신 추가 차관을 통해 
한국의 요청에도 어느 정도 부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5)〈대일경제협력의 방향〉(1968.6.3, 대사관)《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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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상업차관에 주력한 나머지 수출을 늘리기 위한 관세나 
직·합작투자 문제 등에 소홀했다는 것이었다.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 문제 역시 한 
동안 중시했지만 상업차관에 압도되어 흐지부지되었다고 보았다. 대사관은 조기사용
은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지만 失期했고, 더욱 집행 자체는 이미 궤도에 올랐으니 
굳이 의제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1968년은 한국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전략에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협정대
로 연간 5천만$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려는 일본정부의 의지는 명확했고, 계획규모를 
부풀리는 것도 이월분의 누적으로 차츰 벽에 부딪쳤다. 조기사용 목표가 퇴색하고, 
교섭도 점차 힘이 빠진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귀결이었다.36) 대신 집행 정착기 
또는 중기라 할 수 있는 이듬해, 1969년에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조기사용 교섭을 대체하게 된다.37)

1969.8.26-28. 전5권(V4. 자료)》.
36) 1968년 4차년도 실시계획 교섭에서 무상자금의 1천만$ 증액이 논의되긴 했지만 이것은 

이 해, 삼남지방이 큰 한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대책 차원의 특별 케이스였다.
37) 1969년 3차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청구권자금을 전용하여 조강 연 103만 톤 규모의 종합

제철 건설에 투입하도록 일본을 설득했고, 긍정적 답을 얻었다. 이에 따라 9월에 일본 경제
기획청 아카자와(赤澤璋)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방한해 건설 타당성을 검토했고, 
양국 협의를 거쳐 12월, 제철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7,370만$의 청구
권자금(무상 3,080만$, 유상 4,290만$)과 5천만$의 수은 융자 등 총 1억 2,370만$를 지원
하기로 확약했다. 제철공장 건설 시도의 연원‧경위에 대해선 포항제철7년사편찬위원회 편, 
1975《포항제철 7년사 : 일관제철소건설기록》을 위시해 포항제철 측이 펴낸 일련의 社誌
를 참고. 그 외에 관련 연구로 송성수, 2002〈한국 종합제철사업계획의 변천과정, 
1958-1969〉《한국과학사학회지》24(1) 등을 참고.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이 시기 한일경제협력의 상징이다. 다만 그것을 위해 청구권자금 잔액의 
상당한 부분을 전용한 것은 농수산 및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주로 투입하고
자 했던 처음의 계획으로부터는 달라진 것이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초년도와 2차년도 
실시계획에서 거듭 1천만$ 이상이 계상될 만큼 큰 비중을 점했던 중소기업부문이 계획만큼
도 집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권자금을 종합제철공
장 건설에 투입키로 결정한 것이 다른 계획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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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환경의 정비

1) 직·합작투자로 외자정책의 중점 전환

(1) 부실차관 문제의 대두

  1960년대 들어 외자도입에 관한 최초의 기본법으로「외자도입촉진법」(1960.1.1, 
법률 제532호)이 제정되고, 외자도입체제가 정비될 때 그것은 주로 공공차관을 상정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2년 7월,「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
치법」(법률 제1114호)과「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법률 제1115호) 제정으로 민
간상업차관의 지불보증제도가 갖춰지면서 점차 상업차관 도입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직접투자 및 장기저리의 재정차관을 우선하고, 상업차관은 국제수지 기여도
를 기준으로 적절히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38) 외환사정이 극히 열악했던 1963
년 하반기에는 상업차관 도입허가업무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39)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방침, 또는 외자의 질적 엄선주의 맞은편에는 양적 확대주의
가 엄연히 공존했다. 어떤 면에서는 후자의 기류가 전자를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1차 경제개발계획이 1963년을 전후해 정치경제적 혼란에 
부딪치며 좌초, 급히 수정되는 상황에서 외화가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
다. 정부·민간은 외자도입사절단을 꾸려 미국·서독 등지에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다. 
개방주의 경향은 기존 관련법들을 하나로 통합한「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
1802호)으로 이어졌다.40)

38)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단위사업의 외화소요액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투자효과가 빠른 업종, 
재정차관 도입이 곤란한 사업, 지불보증 및 착수금 불필요사업, 공장건설 완료 시까지 거치
기간이 있는 사업, 수출산업의 경우 당해 차관으로 건설될 시설의 수출대금 범위에서 원리
금을 상환하는 사업, 국가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업 등이었다.
「민간상업차관에 대한 기본방침」(1964.3); 경제기획원, 1982《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경
제기획원 20년사》278쪽.

39) 이창열, 1968《신국제경제론》법문사. 단 정부지불보증과 착수금이 없고 원리금을 생산품
으로 상환하거나 수출대금(외화)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였다.「차관사업추진방침」
(1963.7.22); 경제기획원, 1982, 위 책, 273쪽.

40) 이 법은 정부의 지불보증을 기간산업·농수산업·국민생활 필수물자 생산사업으로 제한하고, 
매년 원리금 상환액을 당해연도 외환총수입의 9% 이내 조절을 명기하는 등 질적 규제에 힘
썼다. 그러나 외자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비율 및 과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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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서독 기타 합계
1962 - - 1,250 569 1,819
1963 - 33,795 16,016 4,870 54,681
1964 380 6,298 14,938 40,224 61,940
1965 75,562 4,416 - 4,095 84,073
1966 50,828 - 16,749 12,500 80,077
합계 126,770

(44.9%)
44,509

(15.8%)
48,953

(17.3%)
62,258

(22.0%)
282,490
(10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수교 전 자본재 연불거래로 물꼬를 텄던 일본의 상업차
관은 1965년 이후 그야말로 “태풍의 북상과도 같이 밀려”왔다.41) 관계당국에 따르면 
비준서가 교환되던 1965년 12월 현재, 차관신청서를 검토하고 있거나 기술·재력조사 
등으로 계류 중인 상업차관은 이미 31건(2억 4,564만$)에 달했다.42) 수교 후 채 1
년이 못 된 1966년 9월까지 일본정부의 수출승인(E/L) 발급실적은 23건
(127,170,753$), 발급신청 중인 것은 52건(218,394,900$), 계 75건
(345,565,853$)으로 집계되었다. 교환공문에 규정했던 3억$ 가운데 협력자금 1.2억
$를 제외한 1.8억$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43) 확정 기준, 전체 상업차관 중 일본차
관의 비율은 1965년의 경우 무려 89.9%, 약간 주춤한 1966년에도 63.5%에 달했다
(표 4-5).

표 4-5. 1962-66년, 상업차관 확정 현황(1966.8.2) (단위 : 1,000$)

출전 :《한일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 재정차관 총액(287,458千$), 합작투자 총액(41,000千$), 상업차관 총액(282,490千$). 계 
610,948千$.

  대일상업차관이 폭증하면서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기업들의 신용도
가 낮았던 까닭에 거의 대부분의 상업차관은 정부의 지불보증이 필요했다. 이것은 
곧 잠재적인 국가 부채이자 정부의 외환관리와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때문에 수교 
직후부터 정부가 무분별한 지불보증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1966년 3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총9건(1억 3,156만$)의 66년도 상업차관지불보

금 제한을 없애는 등 원활한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
41)《매일경제신문》1966.6.30.
42)《경향신문》1965.12.10.
43) 사절단은 일 측의 인가업무가 사실상 중단상태라고 보고했다.〈종합업무보고〉(1966.9.30, 

사절단)《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PR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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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5-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합계

미국 69.0 102.0 386.0 209.0 14.0 921.0 1,701.0
서독 41.0 8.6 164.4 101.0 - - 315.0
영국 7.9 31.9 2.5 141.9 - 4.0 195.1
일본 21.9 148.5 12.5 - - - 183.0

0-1% 1-3% 3-5% 5-7% 7% 이상 불명 합계
미국 988.0 30.0 223.0 460.0 8.0 - 1,701.0
서독 - 1.0 167.8 146.2 - - 315.0

증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여야의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생
산성 사업을 도외시하고 소비성 특정사업에 중복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건이 불리한 대일상업차관에 거액을 배정하는 것은 경제종속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지보계획의 규모가 우리의 국제수지에 비춰 너무 과대하다고 비판했
다.44)
  당시 대일상업차관의 문제점은 첫째, 국제수준에 비추어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이
었다. 일본차관은 공공/민간 모두 서구 제국에 비해 대체로 이율은 높고, 상환기간은 
짧았다(표 4-6).45) 둘째, 정경유착의 문제였다. 원칙대로라면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
의 경제성과 기술, 내자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정해야 했
지만 실제로는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결정된다는 설과 구체적 사례가 항간에 오르
내렸다.46) 도입하는 자본재 대부분이 중고시설이라는 설도 낯설지 않았다.47)

표 4-6. 주요 국가의 정부차관 상환기간 및 이율 내역(1962년) (단위 : 100만$)

44)《동아일보》1966.3.22. 재경위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 지보동의안 정책질의에서 민중당은 
상업차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고 부채 가중으로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영은 민간업체 외자도입에는 정부지보가 긴요하고,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차관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경향신문》1966.4.5.

45) 수교 후 도입된 일본상업차관의 착수금·상환기간·이자율 평균(1968년 말 현재 각 2.3%, 
7.8년, 5.68%)은 전체 상업차관의 평균(3.2%, 7.5년, 6.28%)과 비교해 나쁘지 않거나 오히
려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재정차관의 평균조건은 전체의 평균조건보다 불리했다. 한
국산업은행 조사부, 1970, 앞 책, 2012-202쪽. 상업차관의 제 조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
해 불리하다는 인식은 당시 정부관계자들도 종종 표출했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김중환(경
제기획원 경제협력국), 1969.10〈한일경협의 새 관점〉《경협》66.

46) 나일론공장 증설계획이 한 예이다. 처음 정부 관계기관의 검토에서는 한일(7톤)·한국(5
톤)·효성(5톤)을 권고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반전, 각각 4.5, 5, 7.5톤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진상은 알 수 없으나 하룻밤 사이 늘어난 곳은 여당에 새 당사(소공동, 전 시립남대문도서
관)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있던 업체였다.《동아일보》1966.4.2.

47)《동아일보》1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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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7 - 2.2 177.2 - - 195.1
일본 - - - 119.7 41.4 21.9 183.0

출전 :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 앞 책, 37쪽. ‘선진국의 상환기간별 정부차관내역’, ‘선진국의 
이율별 정부차관내역’ 표를 토대로 작성. 자료는 通産省(1963)《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

  상업차관 격증을 우려,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비단 야당과 언론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시각이기도 했다. 1965년 2월, 한미가 공동 발표한 7개 항목의 65년도 
재정안정계획에서 양국은 상업차관 원리금의 연간상환수준을 당해연도 외화총수입의 
9%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48) 또 1966년 3월, IMF 이사회로부터 1,200만$ 
스탠드바이 차관49)을 얻을 때도 국제통화기금(IMF)은 66년도 상업차관한도(6,400
만$)의 규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경제에서 한국의 신용한도를 객관적으
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50)
  그러나 상업차관 폭증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제공 당사자인 일본이었다. 대한차관
이 급격히 늘자 한국의 상환능력을 의심한 대장성은 1966년 6월, 상업차관 베이스 
대한연불수출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51) 급기야 일본정부는 여름 들어 수출승인(E/L) 
허가업무를 중단했다. 당초 예상보다 도입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연간도입한도에 대
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알아야 이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다. 나아
가 도입우선순위를 정해줄 것과 외화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52) 일본이 상
업차관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자금소화 및 상환능력을 우려해
서였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현안들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일종의 압력수단의 의
미도 있었다.
  이 문제는 이른바 α의 天井, 즉 상한 논란으로 비화되었다.53) 한국 외무부의 입장
은 첫째, ‘3억$+α’에서 자금의 성격상 α의 상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48) 실제로는 1967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경향신문》1965.2.22. 미 측 주체는 

EEC(한미경제협력위원회) 산하기관으로 1965년 2월에 발족한 한미공동투자관리위원회였다.
《경향신문》1965.2.23.

49) Standby Credit, IMF가 포괄적인 신용공여를 행하여 그 한도 내에서 언제라도 자금 인출
을 인정하는 방식. (매일경제용어사전)

50)《동아일보》1966.3.22.
51)《매일경제신문》1966.6.30.
52)〈대사관-외무부〉(1966.6.22, 7.14)《대일경제협력정책, 1965-66》.
53) 한 언론은 3억$+α에서 α에 대한 양국 관계자들의 해석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3억

$를 좀 넘는 것으로, 한국은 그것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로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향신문》19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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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관사업 신청인의 재력과 기업능력, 사업의 기술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투자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만을 허가하므로 우선순위 역시 있을 수 
없다. 셋째, 외화상환의 경우 연차별 외화총수입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능
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외환은행에서 보증서(L/G)를 발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대외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환능력을 논의하자는 것은 외환
은행, 나아가 정부의 권위와 신용도를 의심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54)
  경제각료간담회에서 정부는 3억$ 이상의 무제한, 사업별 우선순위와 연간한도 제
한 철폐를 설득하고자 했다.55) 장기영은 상사들이 계약에 응해주므로 일본정부로부
터 언질을 받았다고 생각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은 우리로서는 상업차
관이 일본 일변도인 것을 우려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고, 장기영이 이를 받아 유럽에
서 상업차관을 제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외려 업자들이 제반편의상 일본과 계약을 희
망한다고 부연했다. 또 소요외자 14억$에 달하는 2차 5개년계획을 3년 반에 완수하
려면 지금쯤 자금에 대한 계약/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월남 및 청구권
자금과 같은 잠재적 플러스 요소를 감안해 정치적 입장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당장 중단된 승인업무를 복구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박충훈은 상업차관
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장기적 견지에서 현명치 못하니 우선 미처리분부터 승인하
고 금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영도 양국에 민간차관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니 급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재정사정만 따질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일본의 반응은 우선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수석대표인 후지야마(藤
山愛一郎) 경제기획청장관은 α에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장기간에 걸칠 것
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후쿠다 대장대신도 자국의 국제수지와 재정상의 제 문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차관은 여유를 갖고 생각해달라
고 말했다.56) 대신 5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대안

54)〈민간상업차관 3억불 이상〉(1966.8.16, 외무부-대사관)《협정차관2》;《대일경제협력정
책, 1965-66》. 한편 이 과정에서 양국은 3항에 포함될 차관의 범위를 두고도 대립했다. 
일본은 지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불 조건의 차관은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고, 한
국은「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불기간이 3년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대사관-외무부〉(1966.1.6)《대일경제협력정책, 1965-66》.

55)〈한일경제각료간담회 의제〉(1966.9.5)《한일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56)〈한일경제각료간담회 토의기록〉(경제기획원)(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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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주 차관액(1,000$) E/L 발급일자
PVC공장 대한플라스틱 3,600 64.12.14

제5시멘트공장 충북시멘트 5,137 64.12.24 / 66.6.12
선박건조·수리 대선조선 380 65.3.1
냉간압연공장 연합철강 4,199 65.4.8

폴리아크릴공장 동양합섬 3,800 65.5.25
PVC공장 공영화학 3,380 65.10.11

폴리아크릴공장 한일합섬 4,700 65.10.25
의암수전 한전 4,979 65.12.1

제5비료공장 한국비료 44,079 66.1.14 / 66.9.5
용성인비공장 풍농비료 984 66.2.21

합섬방(合纖紡) 시설 한일합섬 998 66.5.6
〃 경남모직 743 66.5.6

시멘트공장 확장 동양시멘트 1,350 66.5.11
합금철공장 한국전기야금 873 66.5.14

조선시설 확장 조선공사 3,050 66.5.25
합섬방 시설 도남직물 600 66.6.24

〃 경남섬유 700 66.6.28
기어공장 확장 동양기계 700 66.8.8

이었다. 동 계획은 소요외자 중 상업차관으로 2억 8천만$를 계상했는데 이것의 
7-80%를 3-5년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일본의 협력 의사는 분명했다. 그러나 지원액과 속도는 한국의 기대와 분명 온도 
차가 있었다. 일 측은 끝내 확실한 액수를 확약하지 않았다. 지원을 약속한 금액이 
차관 신청속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 차관의 우선순위 요구도 들어줘야 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장기영은 5개년계획에 필요한 상업차관을 α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계획에 협력한다는 입장에서 국내 사정에 따라 고려할 따름이라는 
후지야마의 발언과 비교해보면 뉘앙스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57)
  간담회를 거쳐 E/L 발급업무가 재개되었지만 한국의 신청속도를 따라가진 못했다. 
때문에 다음 해 1차 각료회의에서도 여전히 상업차관의 확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
었다. 이때는 이미 협정차관 1.8억$를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표 4-7). 한국은 5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을 위해 신규 상업차관을 확약 받고자 했고, 일본은 으레 그렇듯 
양국의 경제 및 재정사정을 고려해 협력하겠다는 정치적·원칙적 답변으로 대응했다.

표 4-7. 한일협정 체결 시 합의한 상업차관 3억$ 중 일반 플랜트자금(1.8억$) 내역
과 일본정부의 수출승인(E/L) 발급현황

57)《매일경제신문》196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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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시멘트공장 쌍용양회 33,264 66.8.17 / 67.10.13
조선자재 도입 조선공사 2,216 66.12.3

외국인주택 건설 주택공사 985 66.12.21
청평수전 한전 2,507 67.1.12
PVC공장 한국화성 8,200 67.2.15

합섬방 시설 백흥섬유 700 67.2.20
나일론사공장 동양나일론 6,410 67.2.25

폴리아크릴공장 한일합섬 13,600 67.3.17
아세테이트공장 선경화섬 5,445 67.8.8

베어링공장 한국베어링 1,200 67.8.25
합섬방 시설 전남방직 700 67.10.5

폴리프로필렌공장 고려합섬 1,785 68.1.11
계 30건 161,264

출전 :〈상업차관 및 협정차관 추진상황〉《청구권자금백서관계》.
# E/L 발급연도별 차관액수는 1965년(2,143.8만$), 1966년(5,727.8만$), 1967년(3,876.2만
$). (발급연도가 두 해에 걸친 제5시멘트와 대단위 시멘트공장은 계산에서 제외)

  그런 와중에 한국의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일본 경제부처 실무자들에게 일종의 면
접을 보는 듯한 모양새도 연출되었다.58) 각료회의 개별회의에서 일 측은 2차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양국 각료들의 동의 하에 대장/통산성
의 참사관/국장급 실무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은 대일차관에 의한 프로젝
트의 선정기준 및 민생안정과의 균형 조절 같은 것부터 외채상환능력, 인플레 추세
를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고금리와 물가고 추세에 비춰 저임금이라는 장점
을 계속 기대할 수 있는지 등 경제 전반에 관한 것까지 두루 걸쳤다.59)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에게서 신규 2억$의 수출승인을 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얻
었다. 단 1년이 아닌 약 3년에 걸치는 분할제공이었다. 또 각료회의가 끝난 뒤에도 
E/L 심사는 일정 기간 계속 지연되었다. 일 측은 사무책임자들의 인사이동 때문이라
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일본상사 과세 및 조세협정 문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
미심장한 발언을 덧붙였다. 상업차관과 조세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취급-거래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었다.60)

58)〈경제협력 문제 개별회의〉《한일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4권 V.2 본
회의철》.

59) 그 외에 기간산업(전력, 교통 등)의 성장률이 고도성장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전반적 계획
에 차질이 생기기 쉬우며, 이러한 갭 발생 시 투자 인플레가 일어날 우려 여하, 근래 한국의 
수출실적이 약간 둔화 경향을 나타내는데, 앞으로도 계획한 속도의 수출목표를 달성 가능하
다고 보는지 여부, 국제기구로부터 단기외자를 도입하여 장기개발계획의 소요자금으로 전환 
사용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등의 질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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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공) 사업(추진 중)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정차관 19 176,964 37 238,338 56 415,302
상업차관 65 245,409 79 449,556 144 694,965

외국인투자 40 47,211 36 22,902 76 70,113
계 124 469,584 152 710,796 276 1,180,380

  이처럼 일본은 상업차관 연간공여한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동시에 이를 다른 
현안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차관에 의존
했다. 급속한 공업화 추진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5개년계획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도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서 정부는 수출산업에 더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수출용 원
자재 및 시설 수입도 급증했다.
  외국인 직접·합작투자가 미미했던 것도 차관 도입을 부추겼다. 투자여건이 아직 갖
춰지지 않았기도 했지만 특히 정부는 일본자본의 투자를 정책적으로 금지했다. 제 
방면에서 교류가 본격화하긴 했지만 국민감정상의 거부감은 무시할 수 없었고, 더욱 
일본의 경제 침략과 종속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다. 덧붙여 당시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장기영의 개인적인 신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차
관도입은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주의자였다.61) 외자도입사업은 1968년 3월 말까
지 추진 중인 것을 포함해 총 280여 건, 11억 8천만$에 달했고, 이 가운데 상업차관
의 비중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절반을 넘었다(표 4-8).

표 4-8. 외자도입사업 추진현황(1968.3.31) (단위 : 1,000$)

출전 :〈외자도입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대책〉《경제장관회의(제
27,29,30차)》.
# 원자재차관 ⅠⅡⅢ 타당성조사차관 4건(3,450만$) 및 내자조달 현금차관 4건(796만$)은 미
포함.

  단기간 차관 도입이 급증하면서 1967년경부터는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나타난 징후는 차관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 채무를 대신 떠안는 
代拂이었다. 흥한화섬·판본방적·동양합섬 등 잘 알려진 기업들의 대불이 하나둘씩 발
60)〈대사관-외무부〉(1966.9.27)《한일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4권 V.2 

본회의철》.
6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3《코리안 미러클》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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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서 지급보증한 산업은행의 대불이 1967년 3월 현재 약 4억 9천만 원에서 불
과 반 년 새 10억 원을 돌파했다. 대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장기개발계
획을 뒷받침하는 개발금융 전담기관으로 발족한 자본금 200억 원의 산은이 기능 상
실을 우려할 정도였다.62)
  정부도 차관도입·운용을 조절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부총리
가 장기영에서 박충훈으로 교체된 1967년 하반기부터 고삐를 당겼다. 첫째, 외자 도
입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했다. 1967년 11월, 박충훈은 경제협력의 다변화, 불리한 
외채 정리 및 내자적립, 사업선정기준과 사후관리 등 광범위한 내용의 합리화방안을 
작성해 여당 및 기업·언론 각계와 협의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부지불
보증차관업체의 대불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63)
  기획원은 같은 달, 곧바로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공화당 정책심의에 부의된 안은 
기본방향으로 차관先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하고, 연차별 외자도입계획에 따른 매년도 
원리금 상환액의 관리를 목표로 했다. 또 차관신청인이 소요외자총액의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투자재원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자 KFX를 적극 활용
하도록 했다.64) 이 안은 12월,「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에 반영되었
다.65)
  둘째, 기존 외자도입사업의 사후관리 및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했다. 외자기업체의 
인가·건설·운영·원리금 상환 등 사업별 종합자료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
였다. 기업체는 관계부처에 착공·공사계획·진행·준공·운영(월별) 등을 보고하고, 기획
원에 외자관리관제도를 신설(1968.12)해 관리인력을 보강토록 했다.66) 한편 이 해 

62) 내각기획조정실은 100여 개 차관기업 중 53개 사기업을 조사한 후 정부의 경제성 무시, 
산은의 자력 조사능력 결여, 차관기업의 내자조달 기피 및 대불 의존, 국제규모 미달 등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동아일보》1967.9.11, 11.11.《매일경제신문》1967.10.12, 
10.25.

63)《매일경제신문》1967.11.16.
64) 그 외에 소요외자 100만$ 이하의 사업은 산은·기은·민간금융개발회사 등 투자은행에서 일

괄 차관해 전대하는 전대외화제도 활용 구상도 있었다.《매일경제》1967.11.21.
65) 외자도입 선정기준은 일정한 정도의 자기자본 부담능력을 전제로 제2차 계획사업 및 계열

화사업, 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 국제적 규모의 경제성 감안한 사업, 가득률 높은 사업, 상환
능력 충분한 사업, 고용효과와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농어촌발전과 농어민소득 높
이는 사업.〈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시행 건〉《경제장관회의안건 60차-63차
에 관한 서류》. 시책은 11월 30일 59회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특히 12월 1일 현재 인가통보 발급되지 않은 모든 상업차관신청사업 및 이 
시책의 시행을 조건으로 인가 통보한 상업차관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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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A) 일본(B) B/A(%)재정 상업 계(A) 재정 상업 계(B)
59-65 194.2 198.5 392.6 0.1 71.1 71.2 18.1 (35.8)

66 152.6 105.2 257.8 44.9 67.1 112.0 43.4 (63.8)
67 73.0 155.4 228.5 29.1 36.3 65.4 28.6 (23.4)
68 61.1 482.7 543.8 17.8 107.9 125.7 23.1 (22.4)
69 230.8 620.4 851.2 11.2 70.5 81.7 9.6 (11.4)
70 159.2 325.2 484.4 8.9 56.2 65.1 13.4 (17.3)

71.11 368.3 298.9 667.2 87.0 109.5 196.5 18.9 (36.6)
합계 1,239.2 2,186.2 3,425.4 199.0 518.6 717.6 20.9 (23.7)

현금차관 도입도 원칙적으로 중단되었다.67)
  이 같은 외자관리 노력에도 불구, 대불은 더 심해졌다. 정부 정책과 달리 차관도입
은 더 늘어나 1968년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1969년 8억 5천만$로 정점
을 찍었다(표 4-9).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1969년의 그것은 약 9천만$로 이 한 
해에만 1962-68년, 7년간의 상환액(약 8,600만$)을 넘어섰다. 다음 해에는 다시 
그 두 배인 1억 9천만$에 육박했다(표 4-10). 10-11월에 내한했던 IMF 조사단은 
재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채무 누적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적하고 상업차관의 
신규계약 축소 및 차관조건 개선을 권고했다. 나아가 외자의존도를 낮추고 내자 동
원에 더 힘쓸 것을 제안했다.68)

표 4-9. 대일차관현황(1971.11.30) (단위 : 100만$)

출전 :〈대일차관현황(1971.11.30)〉《한일경제협력관계자료》.
# B/A 항목의 ()는 당해연도 상업차관만의 B/A비율로 필자가 원 자료를 토대로 추가.
## 1966년 수치는 확정 기준의 표 4-5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상업차관 중 일본차관
의 비중(63.8%)은 거의 같다.

표 4-10. 1962-71년, 원리금상환 및 채무상환능력 (단위 : 100만$, %)

66) 그 외의 구체적인 사후관리강화(안)으로 ①도입물자의 사전승인 및 도착 후 확인, ②건설
공사의 촉진, ③기업체가 보고한 국내지불수단 월별사용계획 관리, ④운영상황 조사, ⑤원리
금상환 촉구: 촉구, 담보취득 강화 및 先수표를 徵求해 대불 방지, ⑥외자도입건설촉진위원
회를 활용해 제 사항 협의 및 현지 합동조사 실시.〈외자도입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원대책〉(1968.4, 경제기획원)《경제장관회의(제27,29,30차)》.

67) 차관으로 공장을 건설한 후 운영자금까지 차관을 빌리는 것으로 자기자금 없이 공장을 건
설하는 전형이자 통화증발-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67년 김학렬 재무부장
관 시기에도 현금차관을 불허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김학렬의 해임으로 좌절된 바 있었다.

68)〈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종합평가〉; 山本剛士, 1983〈1·2차 경제개발계획과 고도
성장의 문제점〉(김성환 외,《1960년대》거름), 293-294쪽.《경향신문》196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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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상환액 1 3 6 7 13 31 45 90 185 230

외채총액 89 157 177 206 392 645 1,199 1,800 2,245 2,922
DSR 0.7 0.9 2.6 5.0 2.9 5.2 5.2 7.8 18.2 20.4

총외채/
경상GNP 3.9 5.8 6.1 6.9 10.6 15.0 23.1 27.3 27.7 30.8

출전 : 재무부·한국산업은행, 1993《한국외자도입 30년사》78, 131쪽. ‘원리금지급 및 채무상환
능력(1962-65)’, ‘원리금상환 및 채무상환능력(1966-72)’표를 토대로 재작성. 자료는 한국은
행과 경제기획원.
# DSR(Debt Service Ratio) :  원리금상환부담율. 경상외환수입 중 외채원리금상환부담액의 
비중.

  문제는 급기야 대규모 부실차관사태로 번졌다. 정부는 대통령의 부실기업 정리 지
시에 따라 1차 조치로 1969년 4월, 청와대에 부실기업정리조사반을 설치했고, 이어 
8월까지 약 3개월간 30여 기업의 정비를 단행했다.69) 또 1970년부터는 IMF의 요청
에 따라 단기상업차관 도입한도와 상환기간 모두 더 엄격히 규제했다.70) 이처럼 정
부는 부실차관 문제가 불거지자 일차적으로는 부실기업 정리에 힘썼다. 그러나 이것
은 긴급처방일 뿐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2) ‘차관에서 투자로’

  부실차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일차적으로 부실기업 정리에 힘썼다. 그렇지
만 보다 큰 틀에서 필요한 것은 차관, 특히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에 매달렸던 기
존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차관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무분별한 상업차관 도입은 경제에 
오히려 독이라는 인식이 짙게 퍼졌다. 상당수 차관은 경제성에 입각해 도입했다기보
다 개발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또 정치적 성격도 
농후해 외국 차관선이나 국내 실수요자 결정에 권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일
단 차관도입이 인가되면 지불보증이나 내자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까지 각종 특혜도 

69) 부실기업 정비는 이것을 1단계로 이후 1971년 6월까지 2단계, 그 이후 3단계 정비까지 진
행되었다. 이상철, 2010〈한국의 산업정책과 규율-1969년 1단계 부실기업정비를 중심으
로〉《경영사학》54.

70)《동아일보》19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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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요컨대 정부와 업자 모두 사업성, 즉 내자조달 및 관리능력, 기술·경영능력 
등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이것이 부실차관사태의 주요인이었다.

그림 5. 한일 정부-재계의 의존체제에 대한 만평(《동아일보》1966.4.1)

  시찰단을 파견해 한국경제의 발전상과 경제협력의 실태를 점검했던 외무성의 시각
도 비슷했다. 시찰단에 참여했던 하라(原覺天) 일본 관동대학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해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자신감을 준 한편 정치적 안정으로도 연결되었다면서 경협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한 문제점을 지적했다.71) 시찰단은 차관
기업이 처한 어려움으로 임금 상승과 열악한 수송/전력 사정, 원료/부품 조달의 애로 
등도 있지만 소규모 생산과 저생산성, 과잉생산과 과다경쟁, 내자 부족, 기술·경영의 
전근대성과 기술자 부족 등 기업 자체의 문제도 크다고 판단했다.72)
  이 시기의 여러 제안들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선정기준을 엄격한 적용
해 양적·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선정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을 요구했다. 또 차관先을 다변화할 것과 이자율·상환기간 같은 차관조건 개선에 힘
써야 한다는 것도 주요한 요구사항이었다.73) 한편 차관도입의 정경유착이 정부의 지
71) 原覺天 저, 한국은행 조사부 역, 1970《한국경제의 기적 : 고도경제성장과 한일경제협력》.
72) 外務省 経済協力局 編, 1969《日韓経済協力 : 韓国経済産業視察団報告書》東京, 149-153

쪽.
73)《동아일보》1967.10.16, 1968.6.25.《경협》34호(1966.11)에 실린 최규호(한국모방 사장)

〈(특집 외자도입의 문제점) 재검토되어야 할 외자도입정책〉; 박응철〈(특집 외자도입의 
문제점) 외자도입과 그 실태〉; 신현확〈(특집 외자도입의 문제점) 외자유치의 방향과 자
세〉. 그 외에 외자도입정책에 대한 당대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글들로《비지네스》지의〈특
집 외자도입의 공과〉(1967.7);〈특집 외자도입 고도성장 그 허점〉(1968.8);《신동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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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보증에서 비롯한다는 판단 하에 이 업무를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
다.74)
  상업차관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시선이 쏠렸던 것은 조건이 보다 좋은 재정(정부)
차관이었다. 그러나 재정차관도 상업차관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다. 때문에 새롭게 고개를 든 것이 외국인투자였다. 사실 정부는 이전에도 투자 유
치방안을 내놓곤 했다. 1966년에 제정된 외자도입법에도 투자 유인책이 반영되었었
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하한선(당해 기업의 주식·지분 1/4 이상)을 폐지하고, 반대로 
투자에 따라 취득하는 배당금 즉 과실송금은 상한선(1년에 원본의 1/5 이하)을 없앤 
것이 그것이었다.75)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4년, 민간상업차관에 대한 기본방침을 발표할 때도 직접투
자를 우선 취급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었다.76) 그러나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국내 수용태세의 미비에 더해 외국에 경제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기 때문
이다. 경계심은 대일관계에서 유독 강했다. 수교 직후 정일권과 장기영 등 정부 고위
층은 당분간, 적어도 2년간은 대일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누차 공언했었다.
  그렇지만 차관과 비교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점은 투자의 큰 장점이었다. 
외국기업과 직간접적인 공동경영을 통해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고, 세계시장
에서 그들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었다.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부실차관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투자는 필요하고 
또 적극 권장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77)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 경제계의 적극적 행보가 두드러진다. 일한경제협회 등의 단
체를 중심으로 수교 전부터 교류했던 양국 경제계는 1966년 2월, 도쿄에서 열린 1
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에서 이미 민간자본·기술교류 촉진방안과 노동력 협력, 그리고 
후술하듯 국제분업에 입각한 산업체제 조정문제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78) 

의〈차관〉(1968.12) 등을 참고.
74) 대한상의의 견해였다.《동아일보》1968.8.21.
75) 신현확, 1966.11〈(특집 외자도입의 문제점) 외자유치의 방향과 자세〉《경협》34.
76) 경제기획원, 1982, 앞 책, 278쪽.
77) 예컨대 1967년 10월의 한 기사는 상업차관보다 직접투자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하면서도 걸프사의 사례를 들어 특정외국자본에게 기초공업 투자를 독점시키는 형태의 
정책은 양두구육의 외자도입정책이라고 경계를 촉구했다.《동아일보》1967.10.16.

78) 한국경제인협회, 1966《방일 민간경제사절단 종합보고서 : 제1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 
1966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며 진행된 이 간담회는 약 14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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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석자들은 일정한 기준에 부응하는 한 민간자본협력과 합작사업을 받을 의사
가 있다고 발언했다. 외려 일 측에서 청구권자금 사용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검토치 못했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한국 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두드러졌다. 
더욱 이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허 입장을 천명하고 있을 때였다. 폐회 후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이 같은 태도는 의외라며 중요하게 보도했다.79)
  정부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어갔다. 협정 체결 후 딱 2년이 지난 1967년 6월, 정부
는 수교 후 유지했던 대일합작·직접투자 불허정책을 바꿔 처음 투자를 받기로 결정
했다. 일본의 大日금속회사가 39.2만$를 투자해 부산특수공업주식회사와 49:51 합작
회사를 세우겠다는 신청이 첫 케이스는였다.80) 그렇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았다. 신규 2억$의 상업차관 공여가 쟁점이었던 8월의 1차 각료회의에서도 일인 
및 동포의 직접·합작투자 문제는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민간의 논의는 계속해서 한 걸음 앞섰다. 1968년 2월, 도쿄·오사카를 오간 3회 합
동경제간담회에서도 한국 측의 적극적인 합작투자 문제제기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제안에는 100% 단독투자까지 포함되었다. 정부방침이 최대 49%였던 것을 감안하면 
역시 과감한 구상이었다. 일 측 의장인 이시자카(石坂泰三) 経団連 회장은 개회식 
인사에서 한국 측이 합작투자를 의제로 제기한 것을 듣고 “양국 경제교류가 핵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통감”한다는 감상을 밝혔다.81)
  1968년 8월의 2차 정기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는 각기 의견서를 제출했
다. 전경련은 교역 확대와 불균형 시정, 자본 및 농업협력 증진에 교섭의 주안점을 

의 양국 경제인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79) 예컨대 ①每日新聞(2.19): “한국 측이 일본의 자본투자에 의한 합작사업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서는 환영된다고 발언, 종래 일본의 경제침략을 경계하여 일본의 투자를 받지 않는다고 
듣고 있어서 주목된다.” ②讀賣新聞(2.24): “실제로도 수확이 있었다. 합작사업에 대한 유연
한 태도는 한국이 일본의 직접투자를 경계하고 있다는 통념을 타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우호 무드와 현실 면에서의 이해가 그대로 경제교류발전에 직결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③朝日新聞(2.24): “합자회사도 경제침략을 경계한다고 생각되고 있었던 만치 공식석상에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은 큰 진전이라 볼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1966, 위 책.

80) 이 케이스는 일본민간자본의 대한진출 길을 트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단 허가기준으로 첫
째 일본 업자의 주식비율은 25% 이하, 둘째 높은 수준의 기술 필요사업, 셋째 국내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제한할 방침.《동아일보》1967.6.26. 실제 정부가 인가한 것은 8월
이었다. 또 일 측 주식비율을 25% 이하로 한다는 보도와 달리 大日금속회사의 투자비율은 
49%였다.

81) 뒤이어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투자환경 정비와 일본의 협력 열의가 중요한 관건
이라고 덧붙였다. 방일민간경제사절단, 1968《제3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 보고서(1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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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것을 건의했다. 자본협력의 경우 종래 상업차관에 편중된 감이 있었다고 지적하
고, 일본의 산업 재편성에 따라 기술수준 및 시설규모가 열악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역조 시정과 자본·기술협력 증진 
교섭을 요청한 대한상의의 건의도 대동소이했다.82)
  정부의 대일투자 허용방침이 완연해진 것은 1968년 이후였다. 현안으로서 투자의 
달라진 위상은 각료회의 의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1967년 1차 때는 무역확대균
형 논의의 일부분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2차 각료회의에서 정부는 상업차관 다음의 
독립의제로 떼어냈다. 급기야 1969년 3차 회의에서는 상업차관과 투자의 순서가 바
뀌었다. 이것은 수석대표인 김학렬 부총리의 발언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양국관계 및 
국제정세를 다룬 1차 전체회의에 이어 경협에 관한 2차 전체회의의 모두에 한국정부
가 직·합작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 일본정부도 일본 경제인들로 하여금 적
극 참여토록 장려해달라고 말했다.83)
  정부의 걸음은 계속 빨라졌다. 1969년 연초 경제장관회의는 투자유치 및 육성을 
위해 제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 투자업체에 한해 부분품 도입관세 감면, 통
신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84) 다음 해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책이 실시되어 종래 기관별로 흩어졌던 외국인투자인가업무를 일원화했고, 세제상 
각종 우대조치 및 공업소유권 보호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85)
  외자정책의 중점이 투자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수출자유지
역을 설치한 것이다. 임해지역에 보세구역을 조성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
출을 늘리는 한편 고용증대와 기술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이었다. 대만의 
가오슝(高雄) 자유지역 및 홍콩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민간 경제계를 중심으로 공
유되었던 이 구상은 1969년 2월, 수출진흥확대회의 보고를 계기로 적극 추진되기 시
작했다. 8월 국무회의에서 입지가 마산으로 결정되었고, 1970년 1월에는 “외국인의 

82)〈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1968.8.20, 전국경제인연합회);〈제2
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 대한 건의〉(1968.8, 대한상공회의소)《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V.6 관계부처협조철》. 전경련은 주물·조선·화학·수송기기·전기
기기·농기구·광학기기·통조림·도자기·유리제품 공장 등 분야를 들고 이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
화를 건의했다.

83)〈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회의록(제2차 전체회의)〉(1969.8.26)《한일정기각료회의, 제3
차, 동경, 1969.8.26-28. 전5권(V3. 결과보고)》.

84)《동아일보》1969.1.31. 이 회의의 결정사항 중에는 노사분규의 사전방지책 강구도 있었다.
85) 경제기획원, 1982, 앞 책,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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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투자액 비율 인가일자 사업명
1 大日金屬工業(주) 392 49 67.8.16. 각종 공작기계 제작
2 三共生興(주) 100 40 68.3.29. 봉제품 제조
3 高木彫刻(주) 25 40 68.4.4. 날염용 조각 롤러 제조
4 富士輸送機工業(주) 40 40 68.4.6. 전동 수송기 제조
5 豊榮고무工業(주) 50 50 68.5.15. 수출용 장화 공장
6 松原捺染(주)~ 500 49 68.5.15. 직물염색가공
7 東南貿易(주) 109 49 68.6.16. 부식물 가공수출
8 드림카트(주) 150 48 68.7.22. 봉제품 가공
9 야마하發動機(주) 147 49 68.7.23. FRP* 선박 제조
10 도쿠라(주) 216 49 68.8.16. 완초(?) 돗자리 제조

계 1,729

투자가 투자액 비율 인가일자 사업명
1 曺東(?)昊 500 50 65.9.28. 관광센터 건설
2 金在雲 700 100 65.9.30. OO비료공장
3 金永鶴 400 17 66.1.17. 제5비료공장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수출자유지역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7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일본기
업체가 들어왔다.86) ‘차관에서 투자로’는 1970년대 자립경제를 향한 하나의 캐치·프
레이즈였다.87) 투자유치의 대상에서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2차 각료회의 직전인 1968년 8월까지 정부는 총 10건의 대일합작투자를 인가했다
(표 4-11). 단 투자총액은 약 173만$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대한투자의 양대 축인 
미국과 비교해 건수는 훨씬 많지만 개별적으로는 소액인 것이 일본 투자의 특징이었
다. 그렇지만 여기에 같은 기간 20건, 1천만$를 넘긴 재일동포의 직접·합작투자를 
더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표 4-12). 6월 말 기준, 기획원이 파악한 
바로는 업자간 투자계약을 작성 중인 것은 이외에도 10여 건이 더 있었다.88)

표 4-11. 일본인투자(직접/합작) 현황(1968.8.16) (단위 : 1,000$)

출전 :《대일경제협력현황》(국가기록원 소장).
*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표 4-12. 재일동포투자(직접/합작) 현황(1968.8.16) (단위 : 1,000$)

86) 상공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87《수출자유지역 15년사, 1970-85》46-51, 309쪽. 
1971년 첫 입주한 22개 업체 중 2개(미국)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일본 업체였다.

87)《동아일보》1970.12.8.
88)《경향신문》1968.6.25;《매일경제신문》196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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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金鐘O 450 60 66.5.17. PVC공장
5 郭奄河 170 76 66.11.29. 수송 및 건설사업
6 金允三 441 92 67.3.21. 공기조화기O 제조
7 李O玉 76 50 67.6.17. 자동차 정비수리공장
8 金英俊 563 97 67.8.2. 大O 증식 및 가공
9 吳O洙 76 70 67.8.3.
10 曺銅鈬 123 49 67.8.3. 합성수지 가공
11 金昌根 68 49 67.10.20. 합성피혁 제조
12 權宗葉 711 100 67.12.29. 건설 및 수송사업
13 甘次相(?) 47 40 68.2.6.
14 金允鍾 1300 85 68.2.20. 토목건설업
15 閔O桓 210 81 68.4.8. 건설 및 수송사업
16 徐甲虎 2,572 36 68.4.23. 방직시설확장
17 金相浩 445 100 68.5.16. 가정용 O化제품 제조
18 金敬萬 1,050 81 68.7.19. 건설용 중장비 지원(?)사업
19 金  孔 36 80 68.7.22.
20 金河O 125 80 68.7.22.

계 10,058
출전 :《대일경제협력현황》(국가기록원 소장).

  3회 합동경제간담회에서 이시자카는 “경제재건의 체험에서 기업 합작이 얼마나 중
요한지 착안하게 된 것은 양국 경제협력과 교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의 말처럼 자본교류의 통로가 차관에서 투자까지 확대
되기 시작한 것은 양국 경제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임이 분명하다. 간담회 소식
을 전하며 한 일간지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강조는 필자).

“이번 제3회 간담회가 채택한 공동성명의 내용이 사실상 1회나 2회 때의 것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고 실망하는 국내 관측자들 역시 무엇인가 무드에 있어서 급격한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자본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경영권까지 내맡기게 되는 직접투자마저 희망하게 됐다는 수용태세
의 변화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림도 없는 일로 여겨지던, 이와 같은 일본자본에 대
한 기대가 이번 3회 간담회에서 기탄없이 표명된 것이다. ~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까
지 3년간이 한일재계가 이와 같은 자본협력에로의 접근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풀
이하는 측도 있다. ~ 그 대신 일본은 한국 측에 대해 투자환경 정비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89)

89) 한편 이 기사는 이 과정에서도 무역불균형 문제는 끝까지 외면당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196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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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층위가 다른 두 가지를 짚어두고자 한다. 하나는 차관에서 투자로 거래수
단의 확대가 갖는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차관거래는 자본재 또는 현금을 빌려주고 
받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직·합작투자는 양국 파트너 간의 보다 직접적인 접촉·협력
을 수반한다. 투자가 가능해지고 활발해진다는 것은 기존 차관 중심의 교류와 비교
해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민간의 영역이 넓어지고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곧 1970년 전후를 양국 경제관계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다.
  다른 하나는 기사 말미에 있는 투자의 선행조건, 즉 환경정비 문제이다. 한국정부
의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일본정부는 이들을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
다. 정부는 각료회의를 앞두고 기획원 양윤세 투자진흥관을 사절단으로 보내 투자 
승인을 촉구했다. 양윤세는 일본의 사양산업 일부는 합작 형식으로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양국 경협의 기본정신이자 국제분업원칙으로도 가장 적절한 협력의 형태임을 
지적하고, 적극적 자세를 강조했다.
  양윤세를 맞은 대장성·외무성·통산성 관계자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투자환경의 보장이었다. 이들은 합작투자에 대해 자국이 그간 신중했음을 인
정하고, 금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면서도 이구동성으로 공업소유권과 상사 과세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90) 그에 앞서 주일사절단은 일본 재계의 대한직접투자에 
대해 현안인 조세협정·해운협정·공업소유권 등이 해결되지 않아 당분간 기대하기 어
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91)
  요컨대 대일 직·합작투자에 대한 정부방침은 1967-68년을 거치며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수교로부터 약 2-3년 뒤였다는 점을 기억
해둘 필요가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듯이 이것은 곧 양국 정부 차원의 산업분업 
90)〈대사관-외무부〉(1968.7.2, 7.3)《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

권(V.5 사안별 실무자회의철》.
91)《매일경제신문》1968.2.20. 이러한 전망은 다음 해에도 비슷했다. 1969년 3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대사관은 일본 각계에서 한일경협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사항을 청취해 보고했다. 이
에 따르면 일 측에서 우려하는 바는 우선 국제수지 사정이었고, 다음 투자환경 정비가 꼽혔
다. 그 외에 기업성 사전진단 결여, 금융 문제, 관련 산업 미발달, 수송 및 하역시설 미비, 
전력 부족, 한국정부의 경제관계제도 빈번한 변경, 숙련공 부족, 보세가공에 관한 법제·제도·
시설정비, 투자물자 통관수속 등 다양한 요인이 열거되었다.〈한일경제협력의 문제점〉
(1969.7.2, 외무부-경제기획원)《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2. 의제)》. 여기서 환경정비는 조세협정 체결과 공업소유권 확립 외에 기술 제휴 ‘로열
티’ 및 투자이윤 송금의 조속한 인가 등 보다 직접적인 투자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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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그만큼 지연 또는 보류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그에 앞서 환경정
비의 강조를 잊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기
로에 선 셈이었다. 이는 환경정비와 무역불균형 개선 과제의 엇갈린 희비로 이어진
다.
  

2) 상표권·이중과세방지협정의 타결

  양국이 협력이란 명목으로 교류하곤 있었지만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다. 예컨대 한
국은 일본이 동남아시장에서 양국의 경쟁을 의식해 국산품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한
다든지 서로 경합하는 산업분야에서는 기술협력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등의 비우호
적 행위를 곱지 않게 바라봤다. 또 정경분리원칙을 표방하며 북한에 접근하고 이것
을 對韓정치경제적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적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
제협력을 통해 일본·동포의 자본을 도입하고자 했다. 비단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반대로 일본의 대북 접근을 저지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중시했다.92)
  무역관계에서 양국은 1967년경까지 불균형 개선과 환경정비를 서로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자못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일본상사 과세 문제의 경우 1차 각료회
의에서 조세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타결의 길이 원천 봉쇄되었
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업소유권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이미 1966년 말부
터 상공장차관회담을 통해 시간의 문제일 뿐 해결할 의사 자체는 확인해온 터였
다.93)
  1967년 7월, 4차 무역회담에서는 먼저 국내 사무처리체제의 정비를 강조하고, 일
본에 관련 자료의 기증을 요청하면서도 기증 후에는 실무협의를 시작해도 좋다는 입
장으로 한 발 나아갔다.94) 이에 일본은 8월 1차 각료회의에서 기증할 자료 목록을 
수교한 데 이어 1968년 연초, 아라타마(荒玉義人) 특허청장이 직접 내한하는 적극성
92)〈제4차 한일무역회담 자료〉(상공부);〈제4차 한일무역회담에 관한 합의의사록〉《한일무

역회담, 제4차, 서울, 1967.7.13-14》.
93)〈李韓国商工部次官と山本事務次官との会談要旨〉(1966.1.25, 通商産業省 市場第三課);〈韓

国朴商工部長官と管野通産大臣との会談要旨〉(1967.3.4, 通商産業省 市場第三課)《日韓要人
会談》.

94)〈제4차 한일무역회담 자료〉(상공부)《한일무역회담, 제4차, 서울, 1967.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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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그는 상공부와 단지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특허공보 4,234권 등 총 
11,172권의 공업소유권 관련 자료를 기증했다. 한국이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
던 수용태세 정비에 협조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도 마땅치 않았
다.95)
  결국 한국은 해결할 결심을 굳혔다. 상공부 특허국은 1968년을 ‘지도·계몽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강연회·좌담회·세미나 개최를 계획했다. 월 2회 공
고하던 특허공보발행제도를 확대해 한국 특허 및 실용신안에 미·일 것까지 합해 특
허 명칭 및 발명자 등을 따로 발간-공고할 방침도 세웠다.96)
  담판의 장은 1968년 8월, 2차 각료회의였다. 회담을 약 세 달 앞두고 박충훈 부총
리는 공업소유권과 조세협정 문제를 이번에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타결의 
명분은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개방경쟁체제 지향이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이 투자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양국의 경협체제를 강화하는 기초작업이라고 덧붙였다.97) 일본 
역시 각료회의를 앞두고 공업소유권과 조세협정, 모두 사전절충을 위한 대표단을 파
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전절충을 앞두고 정부는 기획원·외무·재무·농림·상공·교통부장관과 국세청·수산청
장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부총리의 언명대로 원칙적으로 타결한다
는 방침이었으나98) 단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해결하기
로 의견이 모였다.99) 예컨대 넷 중 파장이 가장 제한적인 상표권만을 해결한다든지, 
또 해결하는 범위도 일본인 전체가 아닌 주한일본인과 같이 일부로 한정하는 등의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 한국은 다른 쟁점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자 했다.

95)〈제1차 한일정기각료회의 결과 합의사항에 관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경제분야)〉(경제
기획원)《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아라타마는 1월 22일부터 25일까
지 비공식 방한했고, 22일 김정렴 상공부장관을 예방해 자료를 기증했다.《매일경제신문》
1968.1.23.

96)《매일경제신문》1968.2.12.
97) 다만 그는 공업소유권은 일본 원료를 도입-가공해 역수출할 때 과세 문제와 공·소 성립시

키는 두 가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자는 보세가공 재수출 시 원자재 부분 관세를 면제해달
라는 우리 요구로 양국 관심사를 거래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매일경제신문》
1968.5.15.《동아일보》1968.5.15. 그러나 체결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98)《동아일보》1968.8.16.
99)〈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자료〉(1968.8.14, 경제기획원)《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

울, 1968.8.27-29, 전6권(V.6 관계부처협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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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료회의 약 보름 전, 아라타마가 재차 방한했다. 한국은 총 4안을 제시했다. 호혜
주의 원칙에 입각해 공업소유권 전부 상호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1안이었다. 이어 상
표에 한해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2안, 상표에 한하되 일본은 한국인 전부에게, 한국
은 주한일상·일인 및 한국인과 보세가공·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일인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3안이었다. 마지막 4안은 일체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않는 것, 즉 회담 결렬
이었다.100)
  첫 회합에서 말을 아꼈던 아라타마는 2차 회합에서 양국 현안이 묶음으로(package 
deal) 일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안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될 가
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은 일 측도 충분히 가늠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라타마는 적어
도 상표권 하나는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심중을 표현한 것이었다.101)
  이 같은 입장은 각료회의로 이어졌다. 시이나 통산상은 특허권은 그대로 두더라도 
상표권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지는 일 측의 논지는 으레 그
렇듯, 양국 경제관계를 일층 발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환
경정비가 불가결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102) 논의 끝에 양측은 장기적으
로 공업소유권의 상호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 상표권협약의 체결 원
칙에 합의했다. 한국으로서는 상표권 하나만을 해결하자고 하면서 그나마 인정 범위
의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실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협정안이 확정되었다.103) 외무부는 곧
바로 양국「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안」(조약 제290호)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11월 20일, 8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어 12월 3일, 외무성에서 
엄민영 대사와 우시바 차관이 구상서(Note Verbale)를 교환함으로써 동시에 발효되
었다. 이제 양국 국민(법인 포함)은 타방 국가의 주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양국 국내
법에 따라 상표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도 본격화해 1969년
에는 전체 도입의 90%를 넘었다(표 4-13).

100)〈일본 ‘아라다마’ 특허청장관과의 면담내용〉(1968.8.17, 상공부)(위 사료철).
101) 정부는 각료회의 전까지 검토를 계속해 2안과 3안을 각각 1-2안으로 하는 최종입장을 

확정했다.〈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경제분야 의제〉(1968.8.27, 경제기획원)(위 사료철).
102)〈제2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회의록(1965.8.27~8.29)〉(외무부)《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2 본회의철)》.
103)〈면담기록〉(1968.11.16, 외무부)《한일 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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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계
미국 3 5 7 7 2 24 (17.6%)
서독 - 2 1 1 1 5 (3.7%)
일본 1 7 24 32 38 102 (75.0%)
기타 - - 1 3 1 5 (3.7%)
계 4 14 33 43 42 136 (100%)

표 4-13. 1965-69년, 국별 기술도입현황 (단위 : 건)

출전 : 상공부, 1971《통상백서》863쪽.

  부분적으로나마 공업소유권 보호가 현실화되자 여전히 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양국의 기술격차가 너무 심해 호혜·협조가 될 
수 없다는 점, 많은 특허료의 지불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리란 점 등을 우려
했다.104) 의외로 경제 3단체 역시 심각한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호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용태세가 미비한 공업소유권이나 조세협정 등을 지금 체결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05)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갑게 받
아들일 수도 없는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정부와 기업은 특허관리에 대한 새로운 눈
을 떠야 할 때가 온 것만은 틀림없다.”는 시각도 있었다.106)
  협정을 체결해도 신청이 쏟아지지 않으리라고 일 측이 안심시킨 것과 달리 타결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일본인들은 발효 첫날인 12월 5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934
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당시 일평균 상표출원이 20-30건, 실용신안과 의장 포함 
시 약 5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배에 달했다.107)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시작한 
1971년의 등록 건수는 987건으로 단번에 외국인 총계의 41%를 차지했다. 2년 후 
1973년에는 무려 3/4을 넘겼다(표 4-14).

104)《매일경제신문》1968.8.15.
105)《동아일보》1968.8.21. 예컨대 대한상의는 이 문제는 양국 경협상 투자환경 일환임에 분

명하나 그 성격과 아국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여타 현안과 일괄 타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진적인 자세로 처리에 임하되 여타 현안에 대한 정치적 
배려 하에 결단할 경우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위험성 많으므로 신중한 검토·조처를 요망했
다. 또 상표권만 부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다소 시일 걸려도 모든 태세 갖춘 후 일괄 체
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 대한 건의〉(1968.8, 
대한상공회의소)《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V.6 관계부처협조
철》.

106)《동아일보》1968.5.21.
107)《경향신문》1968.12.6.《매일경제신문》196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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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계
미국 533 753 397 555 2,238
영국 85 104 67 87 343
서독 162 152 129 152 595

스위스 76 205 103 78 462
일본 - 987 1,113 3,343 5,443

외국인 총계 963 2,391 1,982 4,386 9,722

표 4-14. 1970-73년, 주요 외국별 상표권 등록 건수 (단위 : 건)

출전 : 특허청, 1978《특허청연보》87쪽.

  총괄주의/귀속주의 등 큰 원칙에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지만 타결로 가는 문턱에 
선 것은 조세협정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1967년 각료회의에서 조세협정을 체결한다
는 원칙에 합의한 직후인 10월, 일본은 발 빠르게 서울에 대표단을 보내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어 1968년 1월, 도쿄에서 두 번째 실무회의도 열렸다. 같은 때, 정부는 2
차 5개년계획 조기완성 방침의 일환이자 외국인상사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체제 정
비에 나섰다.108)
  조세협정의 경우 재무부는 제 쟁점 중 총괄주의 입장은 끝가지 고수,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외무부·기획원·재무부·농림부·상공부·교통부·수산청 참
여 하 실무급 준비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
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총괄주의를 택하기로 의견이 모였다.109)
  조세 문제는 공업소유권보다 이른 7월 중순, 대장성 가시와기 재무관(차관보급)이 
방한해 협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들이 대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가장 상위
의 테두리랄 수 있는 과세원칙으로는 총괄주의 원칙을 택하기로 했다. 단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되는 이익을 양국이 적절히 안배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즉 명목은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소득을 按分해 절충한 것이
었다. 둘째, 청구권 무상자금에 의한 상거래에서 영업세는 완전 면제하기로 합의했
다.110)

108)《경향신문》1967.8.2, 8.7;《매일경제신문》1967.8.2.
109) 첫째 총괄주의/귀속주의, 둘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문제, 셋째 이중과세 회피방법, 

넷째 청자 영업세 면세 문제, 다섯째 상호주의에 의한 운수소득 문제.〈한일각료회의 대책회
의 참석보고〉(1968.7.9, 외무부)《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V.1 사전준비철》. 이중과세 회피방법을 비롯한 기타 중요문제는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110)〈대사관-외무부〉(7.19)《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V.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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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료회의를 통해 사전절충에서 마련된 조세협정의 골격도 확정되었다. 합의의사록
에서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 ①사업소득의 과세에 관하여는 항구적 시설이 
있는 한 상대국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단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감안한 총괄주의에 보다 가까운 기준에 
의거, 상호간에 배려하도록 양국의 실무자 간에서 협의 결정. ②선박, 항공기의 국제
운수소득은 상호 면세하도록 규정. 또한 이에 관하여는 양국에서 협정 발효 전에 잠
정적으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구권자금 거래에 대하
여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부속문서 등으로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고 결정했다.111)
  다만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 협정문을 작성하고 정식 체
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9차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1년 반 후인 1970년 3월 
3일, 도쿄에서 이후락 주일대사와 아이치(愛知揆一) 외상이「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
중과세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협약」(조약 356호)을 조인했다. 청구권
자금 및 자본재도입계약 거래에 대한 한국의 영업세 면제에 관한 의정서도 같이 조
인되었다.112) 비준서는 9월에 교환되었고, 10월 29일부터 발효했다. 간주외국세액공
제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하고, 투자소득의 경우 세율을 12%로 제한하는 등 대
한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측면들이 있었지만 세수 감소 등의 우려사항도 있었다.
  이처럼 상표권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일본이 요청한 투자환경은 조금
씩 정비되어갔다. 그에 따라 일본상사의 진출 및 일본인투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69년 12월 기준, 일본상사는 43사로 미국(32사)을 제치고 수위를 점했다. 같은 
해 과세액은 약 24억 원으로 주한외국인상사 총과세액의 86%를 점했다. 대부분의 
일본상사가 여전히 세율이 무거운 도매업으로 등록되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들의 활동은 두드러졌다.113) 1967년 약 175만$를 기록했던 일본의 대한투자는 
1968년 824만$로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고, 다시 1년 후에는 3배 가까이 뛰

안별 실무자회의철》. 협의 후 정부는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과세원칙에 대한 입장을 확정
했다.〈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기본 ‘포지숀’〉(1968.8.23, 외무부)《한일정기각료회의, 제2
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3 사전준비자료철)》.

111)《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2 본회의철)》.
112)《동아일보》1970.3.3.
113)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0《국제분업화체제 방안 : 한일경제협력체제 고도화와 재편성》. 

참고로 과세실적 두 번째는 미국상사들로 과세액은 약 2억 6천만 원, 9%의 비중을 차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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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계
미국 12 / 18,507 18 / 17,038 17 / 11,817 25 / 50,157 72 / 97,519
일본 7 / 1,752 22 / 8,242 24 / 24,305 87 / 21,693 140 / 55,992
기타 2 / 664 6 / 6,519 7 / 6,814 9 / 13,957 24 / 27,954
계 21 / 20,923 46 / 31,799 48 / 42,936 121 / 85,807 236 / 181,465

었다(표 4-15).

표 4-15. 1967-70년,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건 / 1,000$)

출전 : 상공부, 1971《통상백서》1971, 413쪽.
# 출처에서 일부 오류로 생각되는 부분은 정정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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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9 1964.10 1966.10 1968.10 1969.10 1970.9
공업제품 87 56 56 54 51 39
농수산품 68 67 68 68 68 51

계 155 123 124 122 119 90

3. 한국정부의 1970년대 대일경제협력 구상

1) 대일의존 무역구조의 정착

  1968년 각료회의의 또 하나의 쟁점은 ‘환경정비’의 상대역이기도 한 무역불균형 
개선의 과제였다. 수교 후 각료회의·무역회담 등 수차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
계 여러 요구사항은 큰 성과 없이 기본적으로 그대로였다(부록 9). 예컨대 1차산품 
자유화 문제의 경우 일부 품목의 수입할당이 약간 늘어났지만 주력수출품목 대부분
은 여전히 비자유화 상태였다.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지만 
농수산품의 경우 1963년 9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거의 그대로일 만큼 영향을 덜 
받았다(표 4-16).

표 4-16. 일본의 잔존수입제한품목 추이(1970.9)

출전 : 한국무역협회, 1970.11《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무역분과회의자료》.

  주력품목인 김의 경우 관세가 매당 2円에서 1.5円으로 인하되었지만 당초의 요구
수준에는 못 미쳤고, 수입시기 제한이나 유통구조 개선 등의 문제도 그대로였다. 보
세가공무역에서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원자재 무상수출 및 기재 대여의 경우 케이스
별로 일부 인정되는 정도였고, 가공 후 재수출 시 원자재분 관세 면제는 서로 경합
하지 않는 품목에 한해 검토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아직 진전이 없었다.
  단 여기선 일본의 입장보다 오히려 한국경제 자체의 변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농수산·광산 1차산품과 공산 2차산품의 비중이 달라진 것이다. 1966년까
지 1차 경제개발계획이 목표를 달성하며 완료되고, 다음 해부터 2차 계획이 이어지
며 한국 산업구조는 공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표 4-17). 특히 원자
재와 설비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경제구조가 정착되면서 수출물품의 구성이 크
게 달라졌다. 1965년만 해도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40%에 가깝고 반대로 공산품은 
60%를 갓 넘기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후반의 공산품 수출은 80%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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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농산물 15.7(8.7) 24.3(9.5) 17.0(4.7) 21.6(4.3) 29.7(4.2) 30.0(3.0)
수산물 24.7

(13.7)
37.5

(14.7)
52.8

(14.7)
50.9

(10.2)
66.1
(9.4)

82.3
(8.2)

광산물 27.6
(15.3)

34.2
(13.4)

37.6
(10.5)

41.0
(8.2)

52.0
(7.4)

52.1
(5.2)

공산물 112.4
(62.3)

159.7
(62.4)

251.2
(70.1)

386.9
(77.3)

555.1
(79.0)

839.4
(83.6)

수출상대국 57(350) 70(445) 71(513) 89(650) 98(822) 104(952)

1962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농림수산업 36.6 38.7 36.1 31.8 28.8 28.8 28.4

광공업 16.5
(14.6)

19.5
(17.7)

19.6
(18.0)

20.0
(18.3)

21.1
(19.8)

21.5
(20.4)

21.7
(2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6.9 41.8 44.3 48.2 50.1 49.7 49.9

계(GN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박했다(표 4-18).

표 4-17. 산업구조 추이 (단위 : %)

출전 : 경제기획원, 1971《한국경제의 개관 1971》155쪽.
# ()는 광공업 중 제조업.

표 4-18. 1965-70년, 수출의 산업별 구성 (단위 : 100만$)

출전 : 경제기획원, 1971《한국경제의 개관 1971》110쪽. 자료는 상공부.
# 결제기준으로 위탁가공에 의한 무환수출, 단순송금, 해외물품 군납을 포함.
## 각 산물의 ()는 전체 수출 중 점유율. 수출상대국의 ()는 수출품목수.

  수출구조가 달라진 것은 대일수출도 예외가 아니었다(표 4-19). 1966년에는 1차
산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개류·과실야채류·조광물·금속광 등의 비중이 60%를 넘었
고, 가공품에 해당하는 섬유류·의류·전기기계류·목제품 등은 10% 남짓한 수준에 불
과했다. 잡제품 수출은 불과 17만$로 백분율로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1960년대 후
반 이후는 큰 차이가 있다. 1970년의 경우 전자는 절반인 30%로 축소된 반면 후자
는 55%까지 상승했다. 특히 직물·섬유류의 신장이 눈에 띈다. 4%를 차지한 잡제품
도 점유율 자체는 아직 높지 않지만 절대액은 947만$로 물경 50배 이상 증가했다.

표 4-19. 1966-70년, 대일수출의 종류별 구성 (단위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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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어개류 및 동 제품 14,853 

(0.22) 15,840 12,815 12,340 27,060 
(0.11)

과실·야채류 6,691 
(0.10) 14,122 16,948 22,198 9,657 

(0.04)
조광물 3,911 

(0.06) 5,154 5,487 9,969 9,359 
(0.04)

금속광·금속屑 15,358 
(0.23) 17,018 19,860 21,285 24,949 

(0.11)
직물섬유 3,009 

(0.04) 10,785 6,619 19,098 39,242 
(0.17)

직물섬유사, 직물 및 
섬유제품

3,876 
(0.06) 16,482 21,227 30,336 49,453 

(0.21)
의류 387 

(0.01) 727 2,019 5,132 13,328 
(0.06)

木제품 및 코르크제품 34 (-) 1,495 298 4,018 13,399 
(0.06)

 전기기계류 444 
(0.01) 503 359 1,776 11,389 

(0.05)
잡제품 174 (-) 433 730 1,880 9,466 

(0.04)
계 68,088 95,438 99,223 146,820 235,882

출전 : 상공부, 1971《통상백서》219쪽.
# 계는 표에 나오지 않은 기타를 합한 총계. 기타의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물론 대일무역구조가 변화하고 있었다. 자연 정부의 교섭방침
도 달라져야 했다. 그전까지 일련의 회의·회담에서 정부는 1차산품의 관세/비관세장
벽(수입쿼터) 폐지(자유화)를 가장 중시했다. 그러나 1968년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
부는 1차산품의 수출만으로는 균형무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대신 2차산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전망이 좋은 보세가공품의 
수출확대 및 새로운 가공품목의 개척이 긴요하다고 보았다.114) 보세가공수출은 총수
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반 2%에 미치지 못했으나 연대 후반에는 20%를 
넘나들 만큼 성장했다(표 4-20).

표 4-20. 총수출에서 보세가공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114)〈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준비자료 – 경제분야(잠정적인 의제)〉(1968.7, 경제기획원)

《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1 사전준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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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본세율 인하요구 비고(주요국 세율) 
미국 영국 EEC

미과 35 15 5 10 13
한천 160円/Kg 30円/Kg 7.5 5 0
돈육 10 0
방어 10 5

1962 1966 1967 1968 1969 1970
점유율 1.8 11.5 15.6 19.1 21.0 18.2

출전 : 상공부, 1971《통상백서》182쪽.

  이 같은 변화의 추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관세인하 요구 대상품목이다. 애초 이 
부분의 초점은 1차산품이었다. 2차 각료회의 때 한국은 케네디 라운드(KR)에서 관
세인하를 요구했던 13개 품목을 그대로 요구했다.115) 생돈과 우육·돈육, 팥 등 농축
산물, 성게 젓과 마른 오징어, 일부 갑각류와 연체동물 및 김·한천이 포함된 수산물, 
그 외에 광산물(토상흑연과 텅스텐)로 모두 1차산품이었다. 일본정부는 이들이 정치
적으로 민감한 품목(political 또는 hard core item)이라 하여 관세인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입장도 달라졌다. 활선어의 경우 KR에서 이미 기존 관세의 50%를 인하했
거니와 1차산품은 일본의 수입장벽이 완화되더라도 한국의 수출능력 역시 제한적이
라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3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1차
산품 위주의 관세인하요구(안)을 대폭 수정했다. 역점을 둘 품목으로 새로 선정한 
것은 한약재, 비식용 해초류, 연체동물 제조품, 인삼차, 조미오징어 외에 완초 방석, 
스웨터류, 絞가공품(시보리), 생사, 합판, 가발·가눈썹, 나일론 평직, 면직물, 크리스
마스용 백열전구, 자수지, 플라스틱 조화 등 공산품이 다수 있었다.116)

표 4-21. 관세인하 요구 주요품목(1971년) (단위 : %)

115) KR은 케네디 대통령의 주창으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무역자유화를 논의
했던 GATT의 6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여기서 원래 요구품목은 15개였으나 활선어는 일
본의 諒許로 해결되었다. 일본은 나머지 13개 품목들은 KR에서는 수락할 수 없고 양국 별
도회담에서 타결하자고 제의했다.

116) 이들은 모두 30만$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다른 수입국에 비해 관세율이 월등히 높은 
것, 한국이 타국보다 유리한 생산/수출조건을 가진 것이었다.〈제3차 한일각료회의 관세인하
요구자료〉(1969.7, 재무부 세관국)《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5 관계부처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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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50円/枚 0 0 0
마른 

오징어 15 7.5 0 10 20
합판 20 10 10 0 13
생사 10.5 0 0 0 5

絞가공품 16.4 5 21 0 10.5
스웨터류 20.5 5 21 0 10.5
자수지 30.8 10 21 20 9
면직물 8.2 5 15 0 17
나일론 
평직 14 10

플라스틱 
조화 29 10 21 12.5 13

장식용 
전구 10.5 5 0 0 6

출전 : 한국무역협회, 1970.11《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무역분과회의자료》. 자료는 상
공부.

  각료회의에 임하는 한국의 전략은 이 문제들과 공업소유권·조세협정을 일괄 타결
한다는 것이었다. 박충훈 부총리가 후자의 해결을 공언했지만 이것은 결코 한국에 
유리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었다. 내심으로는 해결시기를 가능한 늦추고자 
했지만 점차 투자가 중요해지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일
본은 이들의 해결 없이는 개발수출과 합작투자 등 경협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업차관 및 기술협력 문제와도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취했다.
  정부는 이 점을 역이용하고자 했다. 이들은 한일경제관계에서 상대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따라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오히려 무역 및 경협 제반분야에서 우
리의 대일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지렛대로 삼아 가능한 실리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
다. 특히 관세인하와 보세가공 원자재분의 면세, 두 쟁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
고자 했다.117)
  이러한 의도는 7-8월의 사전접촉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외무부 송광정 통상
국장은 7월 초, 경제기획청·통산성·외무성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환경정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협정·공업소유권 등 일
본의 관심사에 대해 성의를 다하겠지만 이들은 한국의 요구사항과 상호 관련된 문제
117)〈제5차 한일무역회담 보고서〉(1968.5, 외무부 통상국)《한·일 무역회담, 제5차, 동경, 

196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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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한국의 기대에도 부응해달라는 요구였다. 적어도 관세, 그 가운데서도 보세가공 
부가가치분에만 과세하는 문제 및 투자에 대해 과감한 조처를 요청했다. 일 측은 상
호 관련성을 시인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관세의 경우 자국의 정치사회 및 경제
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일시에 진전을 보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118)
  한국의 바람과 달리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다. KR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인하했고, 1차산품의 경우 각국마다 특수한 사
정이 있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요 품목을 자유화해도 영세
기업·생산자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측
면뿐 아닌 정치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항했다. 보세가공의 경우도 1966년 
이후 2차에 걸친 조처를 통해 원자재 수출 시 특정 품목을 제외하곤 180일 연불을 
자동 승인함으로써 한국의 무상수출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고 생각했다.119)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여지가 있었다. KR에서 관세를 인하했다
고는 하지만 대개 미국 등 서구 국가의 대일수출품목들이었다. 한국이 중시하는 품
목은 인하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았다. 보세가공 역시 최대 유력품목으로 부상한 
시보리는 위의 완화조처에서 예외였다. 일본은 KR에서 시보리의 현행 세율(20%)을 
50% 인하하기로 양허했고, 더욱 현 제도로도 이미 대한수입이 급증했다는 점을 중
시했다(1966년 280만$로 전년(120만$)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요컨대 일본은 제
한완화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부심했다.
  보세가공 원자재분 감세제도는 무역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제도 개선은 불필요하며 케이
스별로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개방의 속도
가 느릴 뿐 아니라 절차도 번거롭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로 생각했다. 한국은 제도의 
문턱이 높아 수요가 적어 보이는 것뿐이며 개선 시 수요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한
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수요가 충분함에도 일본이 제도를 통해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무역불균형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판이했다. 앞 장에서도 서술

118)〈대사관-외무부〉(1968.7.12)《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
(V.1 사전준비철)》.

119)〈日韓貿易問題(日韓貿易会議及び日韓定期閣僚会議における討議〉(1967.9.1, 外務省 経済
局 総務參事官室)《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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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 일본은 대한수입이 불충분해서 역조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
은 관세/비관세장벽 양면에서 꾸준히 제 조치를 취했고, 남은 것은 중소기업과 영세
농어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생각했다.120)
  관련해 일본은 ‘후발선진국’과 ‘선발저개발국’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즉 자국은 ‘후
발선진국’이고 한국은 아시아 유수의 ‘선발저개발국’으로 양자의 발전단계상 차이는 
일반적인 선진국-저개발국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양보할 만한 저개발국이 아니라는 것과 반대로 자국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대신 일본은 한국의 의욕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대한경협자금(청
구권자금)에 의한 플랜트 등의 도입이 늘어난 것이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균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한국의 경제건설 및 양국 무역의 
확대·다각화과정에서 점차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이 요구한 것은 당
장 실현할 수 있는 조치들이었다. 한국은 1차산업이나 영세업종의 대한수입을 좀 더 
늘려도 일본 국내산업에 큰 지장이 없을 뿐더러 이들은 결국 경쟁력이 더 강한 국가
로 이전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7월 중순 이후 자국의 입장을 전했다. 외무성의 여러 간부들은 특히 관세 
문제에 대해 그간 한국의 수차에 걸친 설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 관계부처에서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
위기에서 외무성도 상당한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며 제시한 선은 여전히 소극적인 것
이었다.121)
  첫째, 관세인하를 요청한 13개 품목은 더 검토해야 하지만 몇 개는 인정될 수도 
있다. 둘째, 보세가공에서 부가가치분에만 과세하는 문제는 우선 몇 개 품목을 선정
-공고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취한다. 자신들의 복안을 제시하면서 외무성은 원자재
분 면세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사일 것이라고 말하고, 육성 가능품목부
터 시행하는 것이 해결방법이자 서로 협조하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다. 관세에서 포지티브

120)〈日韓間の貿易不均衡是正〉(1969.5.12)《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121)〈대사관-외무부〉(7.16)《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1 사

전준비철)》;〈대사관-외무부〉(1968.7.24)《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5 사안별 실무자회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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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택하면 시보리와 같은 주력품목들은 다 빠질 가능성이 농후했고 일본도 그럴 
뜻을 비쳤다. 이것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명분만 있을 뿐 실리는 일본이 차지
하는 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또 일본의 복안은 매년 품목을 일일이 심사하여 개정
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실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무역불균형 개선 과제의 전도는 각료회의 시작 전부터 먹구름이 깔렸다. 
공업소유권·조세 문제와 달리 일본은 사전절충의 시기를 늦춘다든지 논의의 형식·의
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122) 개회 2주 전인 8월 
중순, 상공부 심의환 상역국장을 단장으로 한 교섭단이 도쿄에 도착해 각 부처 관계
자들과 절충을 시도했지만 신통치 않았다.
  시이나 통산대신은 남미 및 아프리카 등지와도 무역불균형 문제가 항시 야기되고 
있지만 한일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불균형 해결에 최
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가가치분에만 과세하는 문제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성의를 보이겠다고 하면서도 국내사정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
언의 요지는 앞서 표시되었던 여러 입장들과 같은 궤도에 있었다.123) 일 측은 농수
산부문의 합작투자 및 계약재배에서 협력할 용의를 표시하면서도 투자는 한국의 환
경정리가 앞서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고, 수입할당제의 폐지 역시 당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124)
  사전절충에서 한국은 목표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공업소유권과 조세협정은 이미 
타결한다는 방침이 섰고, 전자는 범위, 후자는 내용을 조율하는 수준이었다. 내부적
으로 상표권의 인정 범위나 소득의 안분 비율을 놓고 몇 개의 안을 준비했지만 이것
은 관세 등에서 요구사항이 얼마나 관철되는지에 따라 탄력성을 갖기 위한 교섭카드 
정도일 뿐이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와도 판을 깰 만한 협상력을 지닌 수단은 아
니었다.
  이 같은 양상은 각료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125) 경제협력 및 조세개별회의에

122) 처음에는 실무회의라는 표현을 기피하며 자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가볍게 
나올 수 있도록 의견 교환한다는 정도를 제안했고, 이후에도 실무회의의 의의는 양국 입장
을 보다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니 지나치게 기대하진 말 것을 강조했다.〈대사관-외무
부〉(1968.7.25, 8.9)(위 사료철).

123)〈대사관-외무부〉(1968.8.15)(위 사료철).
124)〈한일간 관세문제 실무교섭 진전상황 보고〉(1968.8.20)(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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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충훈은 조세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지만 일본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성의
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7년 1:3.5의 역조 비율이 1968년 들어 
더 후퇴한 것을 들고, 상호 균형까지는 아니어도 예컨대 1:2라면 양국 모두에 더 이
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합작투자는 외자도입법으로 5년간 면세가 부여되므로 
환경정리가 필요하단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즈타 대장대신은 
불균형 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이 구체적인 조치들을 거부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금 개선의 의지만 확인하
는 데 그쳤다. 합의의사록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환경을 정비할 필요를 인
정”하고, “호혜와 지역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은 구체적
으로 금후 5년간 한국의 총수출 중 대일수출비율을 대일수입/총수입 비율만큼 끌어
올릴 것을 당면 목표로 제시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세가공 원자재분 관세 면제 대상품목에 대해 일본은 각료회의
가 끝난 후 연말에서야 11개126) 품목을 지정했다.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적용되기 시
작한 것은 다음 해 4월 1일부터였다. 그러나 적용대상은 극소수 품목으로 제한되었
고, 게다가 상품분류상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방식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
기 어려웠다.127) 한국은 계속해서 적용대상을 주물·봉제품(섬유·의류)·기계류·합성수
지 등으로 확대하고 중분류방식을 요구했지만 다음 해에도 일본은 TV수상기, 집적회
로,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128)
  한국이 볼 때 일본이 제시한 합의선은 상당히 박했다. 한국은 보세가공 원자재 부
분의 면세 문제가 각료회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이를 중시했다. 때문에 적
용대상으로 주공업분야에서 전자제품·주물·기계류 및 선박, 섬유분야에서 縫제품(피

125)〈제2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회의록(1965.8.27~8.29)〉(외무부)《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2 본회의철)》.

126) 전기냉장고, 코어메모리 플레인(Core Memory Plane), 베어링용 내·외륜, 수신용 진공관
(ST관 제외), 게르마늄/실리콘 트랜지스터, 게르마늄/실리콘 다이오드, 표시방전관, 동아 표
시방전관用 전극(조립한 것) 및 TV수상기의 음극선관용 전자柱, 손목시계 케이스 및 동 부
분품.

127) 예컨대 한국은 전자제품 중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TV수상기를 요청했는데, 일본이 적용대
상으로 결정한 것은 TV수상기의 부품(음극선관용 전자주) 하나였다.

128) 이 가운데 TV수상기만이 한국의 관심품목이었지만 그나마 요청했던 품목 중 대일수출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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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포함), 합성수지제품을 요구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추린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은 전자부품에 한해, 그것도 大분류가 아닌 小분류를 통해 불과 몇 개 품목을 인정
하겠다는 태도였다.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여러 국제기구나 국제경협의 기
본자세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했다.129)
  일반관세도 비슷했다. 일본은 해를 넘겨 1969년 무역회담에서 백합, 토상흑연, 비
식용 김, 완초 방석, 가눈썹, 5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이 27
개130) 품목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충분치 않은 수준이었다. 더욱 이들은 27개 
중 대일수출실적이 가장 적은 품목들이었다. 즉 자국의 수입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
을 품목들을 골랐던 것이다. KR에서 인하했더라도 여전히 미국 등과 비교해 세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비슷한 논의를 반복했지만 불균형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굳어졌다.131) 한국의 대일수출품목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식료품이나 원료 등 1차산품의 비중이 상당했던 반면 일본의 대한수출품목은 70% 
이상이 중화학공업제품, 특히 아래에서 서술하는 기계류였다. 1967년의 1차산품 수
출단가지수는 1960년 대비 불과 1% 상승한 반면 공산품의 그것은 같은 기간 7%나 
상승했다.132) 역조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양국의 무역구조는 각각 1차산품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2차산품의 비중
이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였다. 특히 기계 등의 설비와 중간재를 일
본에서 수입해 가공 후 완성 소비재를 세계 각지에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뚜렷해졌다. 
특히 한국의 수출지역은 주로 미국으로 소위 한미일 삼각연결형 가공무역구조가 핵
심이었다. 상호호혜정신에 입각한 균형무역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
과를 내기 어려웠다. 2차 각료회의마저 별 소득 없이 끝난 연말에는 서울일본인상공

129)〈대사관-외무부〉(1968.8.20, 21, 22)《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5 사안별 실무자회의철)》.

130) 5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는 돼지, 소고기, 돼지고기, 성게 젓, 마른 오징어, 기타 연체동
물, 팥, 한천, 텅스텐, 해초, 조미 오징어, 연체동물(어포), 인삼차, 합판, 생사, 나일론 평직, 
견직물, 자수지, 스웨터류, 교가공품(시보리), 크리스마스용 전구, 플라스틱 조화.

131) 1969년 재무부의 통계(《무역통계연보》)에 따르면 1965년 1:4.4였던 대일수출입 역조
비율은 1966년 1:4.7, 1967년 1:4.4, 1968년 1:5.9, 1969년 1:5.7로 여전히 심한 불균형 상
태를 면치 못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0, 앞 책, 142쪽.

132)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0, 위 책, 147-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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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1-9
대일수입 비율 28% 36% 52% 58% 56%

한국제 미국제 서독제 일본제 계
切削기계(35종) 5,699

(0.50)
616

(0.05)
706

(0.06)
4,399

(0.38)
11,420

(11,493)
硏削가공기(7종) 1,241

(0.37)
1,108

(0.33)
182

(0.05)
776

(0.23)
3,307

(3,334)
塑性가공기(11종) 2,299

(0.73)
90

(0.03)
159

(0.05)
581

(0.19)
3,129

(3,131)
鑄物시설(10종) 2,199

(0.90)
17

(0.01)
80

(0.03)
150

(0.06)
2,446

(2,449)
열처리시설(5종) 139(0.67) 3(0.01) 22(0.11) 41(0.20) 205(208)
부대시설(28종) 3,315 1,168 497 1,966 6,946

회에서 역조 시정을 건의했을 정도였다.133)
  한국정부는 역조를 줄이기 위한 여러 자구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개는 수출 진
흥을 목표로 한 무역확대방안이었지만 그 중에는 축소방안도 있었다. 기계류의 대일
수입 제한이 그것이었다. 기계공업은 국민경제의 물적 기초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는 물론 산업연관효과나 고용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 1960년대 중반까지도 종합공
장이 불과 서너 곳에 그칠 만큼 발전이 더뎠다. 자연 자급도가 떨어져 수입량이 많
았고 특히 대일의존도가 높았다. 1966년에는 전체 기계류의 58%를 일본에서 수입했
다(표 4-22). 국내에 있는 기존 설비 가운데도 미국이나 서독제보다 일제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1968년 기준 절삭기계, 연삭가공기 등 기계류 여섯 부문에서 일제의 
비중은 29%로 한국제 다음이었다(표 4-23).

표 4-22. 1963-67년, 기계류 총수입 중 대일수입 비중

출전 :《매일경제신문》1967.11.6.

표 4-23. 기계류 제조국별 보유현황(1968년) (단위 : 대)

133) 상공회는 최근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추세가 더욱 현저해져 한국정부가 대일수입 제한
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현저한 역조는 외화가 부족한 한국에게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니 이웃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일본으로서 가능한 한 개선에 협력해야 한
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한 수입제한 철폐 또는 완화(특히 김·미과·잎담배·무연탄 
등 1차산품에 대한 배려), 둘째 가공무역에 관한 수입관세 인하 또는 폐지(각료회의 합의사
항의 실현 조속히), 셋째 합작투자에 대한 허가 촉진(대일수출 용도도 관대히 허가)을 건의
했다.〈日韓貿易不均衡是正に関する件〉(1968.12.6, ソウル日本人商工会 会長 中川忍一-外
務·大藏·農林·通産大臣)《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255

(0.48) (0.17) (0.07) (0.28) (6,960)
계 14,892

(0.54)
3,002

(0.11)
1,646

(0.06)
7,913

(0.29)
27,453

(27,575)
출전 :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68《한국기계공업총람 1968년도》152-155쪽.
# 계 항목의 ()는 4개국 외에 기타를 포함한 총계. 그 외의 ()는 비중.

  애초 정부의 목표는 기계공업의 자립화였다. 1965년 1월, 정부는 기계공업의 현황
을 파악하는 한편 융자지원, 기존 설비 활용 및 신설, 기술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진
흥방안을 마련해 동남아 등을 상대로 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
다.134) 상공부는 다음 해 1월, 기계류·부속품 국산화 촉진 3개년계획을 수립해 우선 
정부투자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재와 기계류 부속품을 국내에서 대체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135)
  육성-국산화계획으로 출발한 이 문제가 대일역조 시정방안으로 부상한 것은 다소 
이른 1966년 2월이었다. 국회 상공위에 출석한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역조 시정책 질
의에 대해 일본이 현 수입제한조치를 시정치 않을 경우 대신 대일수입 제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면서 양자가 연계되기 시작했다.136)
  그 해 무역회담과 경제각료간담회 모두 별 소득 없이 끝난 후 정부는 방침을 실행
에 옮겼다.137) 상공부는 10월 15일부터 공작기계·섬유기계·화학기계·농기구 등 기계
류 약 120종에 대해 KFX에 의한 대일수입 제한방침을 밝혔다.138) 명분은 수입지역 
다변화였지만 기실 일본이 무역불균형 시정에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른 
보복조처로 간주되었다.139) 한국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기
계는 무역 출초국인 스웨덴제로 할 방침이며 민간에서 수입하는 기계류 등은 출초국

134) 상공부, 1965《기계공업육성방안 1965》. 이어 9월에 박충훈 상공부장관은 기계·부속품
의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상공부 기계공업심사위를 개편/강화해 기계류국산화촉진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경향신문》1965.9.21.

135)《경향신문》1966.1.8.
136)〈‘日本商品に輸入制限措置’OO商工部長官の発言について〉(1966.2.4, 在大韓民國日本國大

使館 吉田 臨時代理大使-外務省)《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 / 対日輸入規制問題)》;《동아일
보》1966.2.3.

137)《동아일보》1966.10.3.
138)〈日本製機械の対日輸入制限について〉(1966.10.18, 外務省-在大韓民國 木村 大使)《日韓

経済案件 (日韓貿易 / 対日輸入規制問題)》.
139) 단 양국 기술제휴에 의해 도입하는 것과 제작견본용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매일경

제신문》196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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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주하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을 통고했다.140)
  이 방침은 무역계획에 반영되었다. 11월 말, 상공부는 1967년 상반기 무역계획을 
공표했다. 이 무역계획의 특징은 수출입 문호를 개방해 정부가 지향하던 개방체제를 
어느 정도 실현한 것이었지만141) 기계류는 반대였다. 단서규정을 통해 기계류의 경
우 수입정상품목이더라도 입초국에서 수입코자 할 때는 상공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
도록 했다.142) 1967년 1월에 규정-공고된 입초국의 범위는 KFX에 의한 수입이 수
출의 2배 이상이고 그 차액이 2,500만$ 이상인 국가였다.143) 대상국은 일본이 유일
했다. 정부는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실상 기계류 대일수입을 금
지한 것과 같았다.144) 직접적인 제한조치와 함께 수입업자들을 겨냥한 간접적인 수
단도 사용되었다(부록 10).145)
  그러나 이 조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1969년 초까지
는 수입억제 기조가 계속되었지만 그 해의 3차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

140)〈日本製機械の対日輸入制限について〉(1966.10.19, 在大韓民國 木村 大使-外務省)《日韓
経済案件 (日韓貿易 / 対日輸入規制問題)》.

141) 수입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5.3%로 1년간 근 10% 증대되었고, 수입정상품목은 기존 
2,446개에서 3,082개로 증가했다. 특히 기계수입부문에서 무려 541개 기존 불표시품목을 
표시화하였다.《매일경제신문》1966.12.1. 1967년 7월에 발표된 하반기 수출입기별 공고부
터는 기존의 포지티브제도가 아닌 네거티브제도로 전환되었다.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한 동 
제도는 유엔의 국제표준무역 분류상 Sub-Item 30,000개에 대해 수출은 26,956개를 자동승
인품목으로(제한승인 2,465개, 금지품목 579개), 수입은 17,128개를 자동승인품목으로(제한
승인 10,255개, 금지품목 2,617개) 지정했다. 상공부, 1971《통상백서》347-349쪽.

142) 상공부고시(제2894호, 1966.12.1)(관보 제4513호), 17항에는 수출입이 심히 불균형한 
국가에 대해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당해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143)《서울경제신문》1967.1.19. 내연기관, 자동 탈곡기 등 48품목은 대일수입억제품목으로 특
별 선정되었다.《경향신문》1967.2.15.

144) 기계류 수입총액 중 대일수입비율이 높아 상기 조치에 따라 사전 체크하고 있으나 실제
로 대일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다른 한편 한
국이 대폭적인 출초를 보이는 영국·스웨덴 등에서는 불균형 시정을 이유로 대한수입제한 움
직임이 있고, 수입금융의 차별 역시 대일 발주가 많아졌기 때문에 각국과의 무역에서 자금 
부담이 평등해지도록 격차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日韓貿易問題(日韓貿易会議及び日
韓定期閣僚会議における討議〉(1967.9.1, 経済局 総務參事官室)《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
問題》.

145) 첫째, 수입대금 결제 시 일반지역과 일본지역의 자기부담에 차등을 두었다. 상공부고시 
제2999호 일부 개정한 동 고시 제3187호(관보 제4705호, 1967.7.25). 둘째,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업자들의 의무인 보증금 적립제도에 차등을 두었다.《매일경제신문》1967.7.21. 수
입금융부문에서 일반지역과 일본에 차등을 둔 근거는 표준항해일수였다. 즉 일련의 혜택 적
용범위를 항해일수 10일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항해일수가 10일이 안 되는 일본지
역은 자연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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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11월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수입계획을 발표하면서 특히 일본지역 
수입제한품목을 많이 완화했다. 71품목 1,271.9만$어치의 각종 기계류를 현금결제방
식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그간 제한되었던 각종 기계류의 대일수입이 일단 개방되
었다.146) 이어 1970년에는 수입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사전승인제도와 차별적 금융
조치들도 차례차례 해제되었다.
  일본의 항의147)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조처 자체에 여러 구멍이 많았다. 무엇보다 
제한조치가 완전한 수입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KFX를 
재원으로 한 수입에만 적용되었다. 청구권자금이나 AID 차관과 같은 대외원조자금으
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KFX라 하더라도 수출산업용 설비기계를 
수입하는 경우148), 국산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하며 내구성 내지 정
밀도를 요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했다.149) 요컨대 일련의 조처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보다 불균형 심화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반발이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로서도 무
언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일제가 지배적인 기계공업계의 기존 시설과 공정상 업계의 불만과 비판도 정부의 
소극적 조처에 한몫 거들었다. 예컨대 전자공업협동조합은 수입제한조처가 제조공정 
및 기술면에서 부품 수입이 불가피한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가격·품질상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개보수·생산용 부품들은 예외조처를 건의
했다.150) 더욱 제한이 계속될 경우 원가고를 초래해 전자공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146)《경향신문》1969.11.4;《동아일보》1969.11.4.
147) 무역계획을 통해 수입제한조치가 처음 발표된 직후인 1967년 2월, 일본정부는 자국 기계

수출조합을 통해 업계의 실태를 확인했다.〈韓国の対日機械輸入禁止制限措置に関する商社等
の意見メモ〉(1967.3.16, 日本機械輸出組合)《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 / 対日輸入規制問
題)》. 이어 조처가 발표될 때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가 외무부·상공부 등을 찾아 정확
한 내용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정부는 이 조치가 GATT 규약과 양국 무역협
정 2조의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 점을 강조할 경우 자칫 잔존수입제한에 대한 한
국의 공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해 경제관계의 원활한 진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선처를 요구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韓国の機械類輸入に関する差別措置について〉
(1967.1.17, 経ア);〈韓国の機械類輸入に関する差別措置(経済局 特別情報(第491号))〉
(1967.3.3, 経済局 総務參事官室)(같은 사료철).

148) 상공부고시 제2999호(관보 제4537호, 1966.12.29).
149)구체적으로 ①현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부품, ②기술제휴계약으로 도입되는 부품, ③국산

기계제작용 부품 또는 견본품, ④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한다는 기준 결정.〈韓国の機械類輸入に関する差別措置(経済局 特別情報(第491号))〉
(1967.3.3, 経済局 総務參事官室)《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 / 対日輸入規制問題)》.

150)《매일경제신문》196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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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7 68 69 70 71
일반 103.1(0.33) KFX 416.3(0.57) 476.5 538.1 599.7 674.6(0.77)
공공
원조 196.8

CPA 55.0 45.0 35.0 25.0 -
PL480 47.9 46.5 42.3 39.5 36.7

PC 25.4 25.4 25.4 25.4 25.4
구호 
및 16.2 장기자본

도입 132.5 143.6 129.4 103.9 94.3

육성하기 어렵다는 호소는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던 정부의 약점을 찌른 셈이었
다.151)
  한국무역연구소는 대일무역불균형 시정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입 억제조치의 대상 
품목들이 수출증대·고도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철강재·기계류 등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부작용이 외려 더 크다고 지적했다.152) 상공부가 인위
적 제한조치의 폐지를 검토한 것은 결국 산업구조상 대일의존의 잠재요인을 근본적
으로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제한조치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었다. 대신 정부는 양국의 
산업 비교우위를 검토해 전자공업과 일부 소비제품 등 비경쟁분야에 대한 합작투자
를 권장하거나 관세/비관세장벽 철폐와 같은 다른 쟁점에 대한 바터조건으로 삼고자 
했다.153)
  더하여 하나 짚어둘 것은 1950년대 정치적 갈등으로 대일통상을 중단했을 때와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중단조처가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판이했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보다 대일무역의 수입재원이었다. 1950년대 
중단조처가 실패한 것은 재원의 대부분이 미국 원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수입선의 전환을 시도해도 미국이 가격을 앞세워 그것을 거부하면 관철시킬 실질적
인 힘이 없었다. 반면 1960년대 후반에는 정부보유외환(KFX) 만으로도 전체 재원의 
70%를 상회했다. 반면 원조의 비중은 10% 아래로 처졌다(표 4-24). 요컨대 한미
일관계의 성격이 강했던 1950년대 대일통상중단조치와 비교해 이때는 양국관계 차
원의 성격이 보다 짙었다.

표 4-24. 재원별 수입비중 (단위 : 100만$)

151) 여러 예외의 인정으로 인해 제한조처의 해제 전까지도 사실상 기계류 대일수입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152)《매일경제신문》1969.4.12.
153)《매일경제신문》1969.8.19, 19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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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Pro/L 10.0 10.0 10.0 10.0 10.0
구호 37.3 37.3 37.3 37.4 37.3

계 316.1 계 724.4 784.3 817.5 840.8 878.3
출전 : 1)1961년: 경제기획원, 1965《경제연감》‘수출입총괄)’. 2)1965-70년: 무역협회, 1972
《한국무역사》‘재원별 수입비중 추이’
# 물품계획원조(CPA), 잉여농산물(PL480), 청구권자금(무상)(PC), 상품차관(Pro/L).

2) 장기 산업분업 구상

  무역불균형은 해방/패전으로 양국 경제권과 무역관계가 분리된 이래 오래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였다. 1960년대 들어 양국이 경제협력 방식을 통한 청구권 문제의 해
결방도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협력의 맥락에 이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본격
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후 한국은 일련의 회합에서 누차 역
조 개선을 위한 제반조처를 촉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여
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불균형의 개선이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의존구조가 고착
된 것뿐 아니라 관련 논의의 위상·성격, 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교섭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는 논리이다. 한국은 
매년 역조비율이 악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개선조치
들을 주로 요구했다. 수입할당의 증대 또는 할당제 폐지, 관세 감면, 보세가공 원자
재의 무상수출 등은 당장 시행 가능하고, 효과도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반면 일본은 처음부터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다.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역조는 점차 완화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 먼저 제반환경을 정
비하자는 게 일본의 단골 논리였다.
  2차 각료회의 때 양국의 경제 분야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박충훈과 미즈타의 짧
은 대화는 이러한 논의 구도의 전형을 보여준다. 불균형 개선을 촉구하는 박충훈에
게 미즈타는 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경제협력을 면밀히 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수립·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예산을 편성할 때 경협자금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제기획 작성 시에도 양국의 
협력분야에서 전문가를 참여케 하는 방법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 협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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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에 관해서는 자신들도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미즈타는 사견이라고 했지
만 한국 경제개발 필요상 무역불균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수출품목의 고도화·다
양화에 따라 역조는 “점차” 축소되리라는 것은 기실 일본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다.154)
  사토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는 이후락 주일대사를 만난 자리
에서 무역불균형이 당장은 큰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일미무역관계와 같
은 현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155) 수년 전에는 일본이 대미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되어 섬유수출 등을 
둘러싸고 무역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말이었다.
  그가 정말로 조만간 양국 무역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는 알 수 없다. 그
런데 한편으로 그는 1970년 4차 각료회의를 앞둔 내부회의에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片무역에 신경질이 되면 오히려 양국의 무역이 축소균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국 
측에 지적’할 것을 지시한 적도 있었다.156) 여기서 그의 본심이 무엇이었든 간에 적
어도 장기적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무역불균형 논의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확인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역조 개선 요구에 대한 거부 논리, 또는 
그 주장을 약화시키는 역할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즈음 한국도 양국 무역 나아가 경제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공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를 잘 보
여주는 것이 1967년 1차 각료회의에서 처음 말이 나온 한일무역합동위원회의 추이
이다.
  한국이 무역 확대균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레벨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일본이 동의해 성립한 이 기구는 같은 해 12월에 1차 회합을 가졌다. 한국은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국장급을 대표로 하고 적어도 3개 분과위(농림수산·합작투자 촉
진·가공무역)를 설치하며, 최소 분기별로 회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 기구에 
각료회의 및 무역회담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한편 반대로 이들 회의에서 토의해야 
154)〈日韓間の貿易不均衡是正策〉(1969.5.12)《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또 무역불

균형을 양국관계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장기적 견지에서 ‘다각적 균형’을 통
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일본의 주요한 논리였다. 3차 각료회의 때 오히라의 발언이 그렇
다.〈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회의록(무역관계 합동 및 개별회의)〉(1969.8.26)《한일정기
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V3. 결과보고)》.

155)〈대사관-외무부〉(1970.3.6)《한일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V.1 
사전준비철)》.

156)〈정세보고〉(1970.7.18, 대사관-외무부)(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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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항을 실무 레벨에서 건의하는 역할을 기대했다.157) 무역관계 합의사항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모임을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
기서 불균형 시정을 위한 5개년계획과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이 한국의 구상이었다.
  일본의 생각은 딴판이었다. 각료회의 합의사항이니만큼 회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대신 적어도 회합의 성격만큼은 최대한 구속력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끈다는 
게 일본의 대응방침이었다. 공식적인 성격을 덜기 위해 심지어 회의의사록 등의 문
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고, 한국이 제안한 여타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이나 건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158)
  일본은 이 위원회의 기본성격을 개개의 안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무역확대를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경제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규정했다. 잠정적 의제로
는 양국의 장기경제계획 및 장기산업정책(광공업 / 농림수산업), 장기무역전망을 제
시했고, 일체의 발언은 중장기 경제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요컨대 일본은 가능한 구체성과 의무를 던 자유대담 형식의 회합을 구상했던 것이
다.159)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이 생각을 전연 달리하면서 논의 내용은 자연 한국의 
애초 구상대로 흐를 수 없었다. 한국도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요구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개회 당일, 한국 측은 
중장기 관점에서 개발수출·가공무역·합작투자를 통한 무역 확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회의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폐회식에서 “주로 중기 내지 장기적 
안목에서 … 토의한 것이니만치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효과가 곧 나타나리라곤 기대
하지 않”는다고 한 이철승 수석대표의 발언에 비추어 논의 수준이 어떠했을지 정도
는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양국의 무역관계를 세계경제의 움직임이라는 보다 큰 테두
리 속의 하나로서 취급하였다는 점과 … 2차산품의 교역까지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전망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160)

157)〈日韓貿易合同委員会設置に関する韓国側提案について〉(1967.10.11, 経 ア)《日韓経済案
件 / 弟1回日韓貿易合同委員会》.

158)〈日韓貿易合同委員会についての韓国側提案について〉(1967.10.16, 経 ア)(위 사료철).
159)〈日韓貿易合同委員会に関する日本側提案〉(1967.11.16, 経 ア);〈日韓貿易合同委員会につ

いて〉(1967.11.29, 経 ア)(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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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위원회 논의를 새로운 시도였다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경제협
력 논의는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설령 일본의 고집으로 부득
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한 것은 분명 작지 않은 변화였다. 무역불균형 논의
에서 장기적 관점은 곧 눈앞의 역조현상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
문이다. 이것은 곧 무역 문제의 위상 또는 성격이 당장의 역조 개선을 요구하며 한
일회담 와중에 제기되었던 초창기와는 다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
국이 장기 전망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 바탕에는 양국 경제구조
의 변화가 있었다.
  앞서 서술했듯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한국의 산업과 수출구조는 가공업 중
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갔다. 대일수출의 주력 품목이 1차산품일 때는 단지 수입쿼
터 폐지와 관세인하 등을 요구하는 정도로 족할 수 있었지만 공산품으로 바뀌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늘어났다. 같은 공업국가로서 양국 산업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그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형 경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 다만 산업고도화의 차이였는데, 일본은 소위 ‘황금의 60년대’를 거치
며 연대 후반에는 이미 자본·기술집약적 중공업 중심의 고도공업화사회에 진입했다. 
동시에 그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에 맞닥뜨린 상황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일본경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 및 소비자물가가 상승 경향을 보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 호경기에도 이들의 도산이 
잦았다. 섬유부문을 위시해 그전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하
향세도 완연했다. 자연 이들 사양산업은 저렴한 양질의 노동인구가 풍부한 한국 등
지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대두했다. 일본정부가 1970년대를 앞두고 
발표한 신통상산업정책(1969.7)에서 산업구조의 개선뿐 아니라 산업입지대책을 추진

160)〈무역합동위원회 운영방안〉(1967.12.18, 한국);〈한국 측 수석대표 폐회사〉(위 사료
철). 일본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통산성 야마모토 차관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현재 
제2차 5개년계획의 초기 단계이나 동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어 고도성장을 이룩할 것, 또 한
국은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하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이와 경합
하는 일본의 중소기업은 업종 전환을 포함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경제발생보고〉(1967.12.21, 대사관-외무부)《한일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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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업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구한다고 한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161)
  한편 일본이 경제 제 방면에서 적극적인 자유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자본이전
(투자)의 관점에서 중시되었다. 1960년대 전반의 무역·외환자유화에 이어 후반기에
는 자본자유화가 두드러졌다. 일본정부는 1967년 6월, ‘자본거래의 자유화 기본방침’
을 통해 외국자본의 자국 내 기업 설립과 주식취득 등에 대한 제한을 풀기 시작했다
(1차).162) 외국자본의 진출로 자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활동장소를 모색해야 했다. 여기에 일본이 개발원조위원회(DAC) 등으로부터 대외원
조의 증액을 권고 받으면서 민간의 자본수출을 적극 허가할 방침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투자 유치의 차원에서 고무적이었다.
  요컨대 일본은 산업구조조정 및 자본자유화 요청에 따라 산업자본의 배출구를 찾
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와 열의가 있었다. 투자도 그 하
나였다. 여기서 소위 국제분업과 비교생산원리에 입각한 산업 이전-분업의 논리가 
등장했다. 한국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였
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양국 교섭에서 산업 이전에 관한 논의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주로 1차산업이나 보세가공무역의 대일수출 증대를 
위한 일본의 양보를 촉구하는 맥락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논의의 성격이나 수준은 분명 달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정부 레
벨과 달리 민간에서는 훨씬 전부터 비슷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와 
민간에서 장기협력-산업분업 논의를 거론한 데는 일정한 낙차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민간 경제계가 대거 회합한 한일합동경제간담회(1966.2)에서 이미 
한국 측은 분업과 경제권 구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일 경위를 “자립화를 
위한 국민경제 발전방향과 지역적 경제협력권의 형성을 추구하는 국제경제조류에 비
추어” 새로운 차원의 대외경협태세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장기적 안목에
서 국제분업체제의 형성에 주안을 두고 한국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집약
161)〈일본경제의 동향〉(1969.8.20,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V.5 관계부처협조)》.
162) 1973년의 5차까지 이어진 자유화 조치로 농림수산업·광업·석유업·피혁·소매업 등의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본수입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다. 다케다 하루히토 저, 최우영 역, 
2013《고도성장》어문학사, 154-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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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출산업을 한국에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피력했다.163) 참석자들은 산업
체제를 조정하되 수평적으로 할 것인지 수직적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했고, 공동성명
에서는 “각기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국제분업을 촉진 및 상호협조·보완하면서 산업발
전을 期함이 장기적으로 가장 적실”함을 인정했다.
  1967-68년의 2-3차 간담회를 거쳐 그것을 해소-개편한 1969년 1월의 1회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는 이러한 논의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상을 준다. 한국 측은 
한일합작 산업개발투자회사 설립, 임해공업지대 건설 협력, 농촌·소도시들의 자매결
연을 통한 개발협력 등을 제안했다. 일 측은 자본협력의 경우 임해공업지대를 자유
무역가공지구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관련해 투자알선기구를 양국에 
설치하고 합작 등 자본협력 편의를 도모하자는 제안에도 연구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164)
  이 외에도 양국 분업에 관해 민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소위 야쓰기 시안일 것이다. 이것은 1969년 2월에 발족한 한일협력위원
회의 2차 서울 총회에서「日韓長期経済協力試案」165)(이하 ‘시안’)이란 제목으로 발
표된 경제협력 구상이었다(전문은 부록 11).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166)

1)한일상호협력 통한 발전 위해 다음을 검토.
  ①일본 자본·기술의 대한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②일본이 주력하는 철강·알루미늄·석유·조선·전자공업 등에 관해 토지이용과 공해대
책 위해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지.
  ③한국은 보세지역과 자유항지역 확대하고 일본제품의 가공 또는 합병형식으로 한
국의 노동력 활용.
  ④방직·섬유제품에서 상호 분야별 협정 가능성. 섬유 이외의 특정산업 중 중소기업
에서 한국과 분업 가능성.

163) 한국경제인협회, 1966, 앞 책. 개회식 강연에서 일본은행 총재 우사미(宇佐美洵)는 “일본
경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에서 EEC의 예를 들었고, 송대순 상의 의장은 사양산업의 한국 이
양을 역설했다. 귀국보고에서 김용완 회장이나 임문환 부회장 등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
기를 강조했다. 회의 후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적극적인 자본협력과 합작 의향에 대해 경
제 침략을 경계한다고 생각했던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164) 한일경제위원회, 1969《제1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보고서》.
165)〈日韓長期経済協力試案〉(1970.4, 矢次一夫)《한일협력위원회 총회, 제2차, 서울, 

1970.4.20-22》.
166)〈대사관-외무부〉(1970.4.10)(위 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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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수산물·농산 및 축산물 대일수입에서 장기생산협정(5년)과 합병형식으로 발전시
킬 가능성.
2)합병 및 가공무역진흥공사(가칭) 설립.
3)합병회사 설립 시 노동쟁의 대책 필요.
4)본 구상 검토 위해 협력위 밑에 특위를 두고 또 양국 전문가 토의기관 구성.
5)이렇게 양국이 장기적 경협체제 가능하게 되면 ‘아시아적 EEC’ 형성의 희망 가질 
수 있을 것. 이러한 제1보로 한국의 포항 이남과 일본의 서북부를 양국 협력의 ‘모델
지역’으로 협력경제권 생각하는 방안 검토.

  
  ‘시안’은 한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무엇보다 포항 
이남과 일본의 간사이 지방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에 대한 언급 때문이
었을 것이다. 또 합자회사 설립 시 노동쟁의 규제를 언급한 것도 화제가 되기에 충
분했다. 이에 대해 지배주의의 발호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올 것이 왔다는 반응, 지
역경제협력 또는 통합이라는 이상적 생각에서 환영한다는 반응 등 다양한 견해가 분
분했다.167) 그렇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일협력이 새 차원 또는 기로에 있다
는 것만은 대개 수긍했다.
  ‘시안’은 야쓰기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본 재계의 1970년대 대한경제관계 기본구
상이었다. 그러나 비단 일본만의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는 경제권이나 
노동쟁의 규제와 같은 자극적인 부분이 초점이었지만 뜯어보면 ‘시안’의 골자는 장기
경제협력과 산업분업 구상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계도 어느 정도 공유했고 어떤 면
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던 것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결코 돌출적인 것은 아니
었다. 이것은 좁혀 보면 한일협력위 구성원들의 공동 구상이기도 했다.
  ‘시안’이 파장을 일으키기 약 두 달 전인 1970년 2월에 열렸던 3차 상임위에서는 
양국이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협력체제를 갖추고자 장기전망을 분석·검토할 연구위원
회 설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섬유 및 기타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등 양국 산업
구조 계열화를 전반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168) 경제관계 장기전망
의 연구·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10개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는 기사도 나

167) “지금껏 입 밖에 꺼내기 꺼리던 이른바 한일경제 ‘지역권화’ 내지 ‘계열화’를 대담한 주장
과 구체적 내용으로 제기”했다고 평가한 언론도 있었다.《동아일보》1970.4.23.

168)《경향신문》19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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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69) 연구위원회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요점은 산업 구조조정을 핵으로 하
는 장기경협이었다.170)
  합의된 위원회(경협소위)는 3월 초, 도쿄에서 모임을 가졌다. 한 달 후 서울에서 
예정된 2차 총회를 앞둔 일종의 준비회의였다. 일 측은 대한협력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국의 장기경제정책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했다. 여기서 첫째 가공무역 진
흥과 중개기관으로 한일가공무역진흥공사(가칭) 설립, 둘째 포항 이남과 간사이 지
방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171) 의견교
환172)을 거쳐 3월 말, 경협소위가 다시 열렸다. 이때 야쓰기는 장기경협 사견(「日
韓長期経済協力私見(討議用) 」(1970.3.26))을 제시했다.173) 이 문건은 ‘시안’과 네 
군데 사소한 자구가 다른 것을 제외하곤 완전히 똑같다.174)
  이처럼 민간 차원의 논의는 장기전망 하 투자를 포함하는 자본협력을 구상했다. 
국제분업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구조조정 역시 그 연장에서 논의되었다. 한
국정부도 대일투자를 허용하고 나아가 적극 유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1968
년부터는 대일교섭에서 사양산업의 이전과 분업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169)《경향신문》1970.2.9.
170) 한 일간지는 이에 대해 한일경제관계가 여러 현안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모색과정에 있

는 듯하다고 논평했다. 즉 수교 후 경제관계는 물밀 듯 들어온 상업차관 등 여러 각도에서 
설명 가능하나 가장 뚜렷한 현실은 무역역조의 악화 사태. but 최근 새로운 차원의 협력방
식 모색되는 징조, 주목의 대상. 첫째 무역역조 심화됨에도 한국정부는 대일지역수입제한 철
폐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음. 둘째 올해 들어 일본인의 직접 및 합작투자 제한 전면적으로 
해제. 셋째 일본상사가 한국 상품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수출 알선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
음.《경향신문》1970.3.11.

171) 야쓰기, 기우치, 모리타니(사장), 니시지마(미쓰이물산 사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
도 함만준(사절단 부장), 김영철(산은 소장)이 참석했다. 한국 참석자들은 기획원이 작성한 
자료(1970.1.12자)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현황과 1970년대 전망을 설명했다.〈한일협력위원
회〉(1970.3.10, 대사관-외무부)《한일협력위원회 총회, 제2차, 서울, 1970.4.20-22》.

앞서 1970년 2월, 3차 합동상임위원회 때도 이나바(稲葉秀三)가 유사한 안을 제출한 바 있었
다.「日韓経済関係の調整についての私見-特に長期的観点から」.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문
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언론은 청구권과 상업차관을 지주로 한 한일협정 중심의 
양국 경협은 이제 차원을 바꿔 남북 문제까지 고려하는 다각적·장기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2)〈한일협력위원회 장기경제협력소위원회〉(1970.3.26, 대사관-외무부)《한일협력위원회 
총회, 제2차, 서울, 1970.4.20-22》.

173)〈한일경제협력위〉(1970.3.27, 대사관-외무부)(위 사료철).
174) 시안이 발표된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양국의 전 총리인 백두진과 기시가 각각 양국의 쌍

무적 경협체제를 강화해 아시아 전역에 걸친 경협체제로 발전시킬 것, 인접우호국과 더불어 
일종의 EEC적인 단결을 형성해 물적 번영과 정신적 향상을 이루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매
일경제신문》19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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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자료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만 이른 시기부터 산업분업을 염두에 두
었던 것은 비단 양국의 민간 재계만이 아니었다.
  1차 무역회담과 같은 시기인 1965년 3월, 일본의 한 일간지에는 자국정부가 관계
부처(외무·통산·농림 등)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일한장기경제체제와 산업 분업화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한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다.175) 기사는 일본정부가 양국의 
무역 확대라는 목표에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동시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분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장기경제정
책을 입안하는 경우 일본뿐만 아닌 한국의 산업체제 확립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사대로라면 일본정부는 수교 즈음해 양국 무역관계를 다루기 시작한 순간부터 
장기적인 분업체제의 가능성과 실현양상을 검토했다. 교섭마다 장기적 시각을 강조
했던 속내가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수교 초반, 보세가공 대일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분업) 요구에는 왜 소극적이었던 것일까.
  일본은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물품을 생산, 자국이 다시 수입한다는 구
상에 대해 경제침략의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런 측면도 분
명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연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들이 줄기차
게 요구했던 환경정비의 문제이다. 즉 일본정부의 관점에서는 2-3년간의 줄다리기
를 거쳐 차츰 한국의 경제환경이 정비되었던 것이 1960년대 후반, 장기경협 구상이 
본격화할 수 있었던 맥락이었다.
  분업과 장기협력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서는 양국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한다. 무역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가공무역과 합작투자 등 분야별 실태
를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 공업1국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조사단은 1968년 5월에 약 20일간, 경
제기획청 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조사단은 6월 중 열흘간 각각 상대국의 경제
실태를 조사했다. 그 외에도 관민 제 층위에서 각종 조사단 파견이 성행했다.176)
  무역합동위 한국 조사단은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산업의 경우 내외의 제 문

175)《日本経済新聞》1965.3.28;《第1回日韓貿易会議/フォローアップ》.
176) 예컨대 1968년만 해도 위 조사단을 비롯해 조선일보와 대구일보의 공동초청에 의한 산업

조사단, 대한상의 초청에 의한 산업시찰단, 일한경제협회가 주관한 기계공업조사단 등 다수
의 조사단이 방한했고, 반대로 한국 측에서도 다수의 시찰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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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지역산업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사단은 일본 
산업구조의 재편성 과정에서 사양산업화부문을 파악하고 분야별 협력방안을 타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177) 약 세 달 뒤, 경제기획원은 한일 수출진흥책에 대해 단기적
으로는 현재의 역조시정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천에 옮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본
이 한국경제의 공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양국 보완 및 협력관계를 찾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178)
  1970년 4월, 외무부는 박정희 대통령과 한일협력위원회 일 측 대표들의 면담에서 
위원회가 양국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했다.179) 그에 앞서 2월에 박정희는 1970년대 한일경제협력방안의 검토를 지시
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의는「1970년대 일본경제의 전망에 입각한 
한일경제협력방안」을 작성(7.7), 전체 회의에서 의결(7.9)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7.13).180) 문건은 제목 그대로 한국정부의 1970년대 대일경협방안을 
담았다.
  이 문건은 일본경제가 ①국제수지의 흑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및 자본 자
유화, ②미일자본合資체제 및 중화학공업국화에 따르는 국제분업화, ③소비재의 해외
의존 및 수입적극화, ④방위권 및 방위산업의 분업체제 등 제 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출발’에 따르는 운영방식을 새롭게 모색하는 시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
에서 국내외적 요청에 따라 일본경제의 변화 방향과 성격에 적응한 자주적 협력방안
을 찾고자 한 게 문건의 취지였다. 문건은 1970년대 일본경제를 무역·해외투자·대외
원조의 세 측면에서 전망하고, 각각 무역협력·자본 및 기술협력·공공차관교섭 방안을 
제시했다.

177)〈일본조사단보고서 설명〉(1969.4, 단장 배상욱)《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V.5 관계부처협조)》. 한편 일본 조사단은 2차 5개년계획의 골자와 1
차산업, 금융, 산업부문, 국제수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韓国経済調査団調査報告書の作成について〉(1968.7.9, 経 ア)《日韓経済案件 / 弟1回日韓
貿易合同委員会》.

178)〈한일간 무역관계 개선책〉(1969.7.19,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과)《한일정기각료회의, 제3
차, 동경, 1969.8.26-28. 전5권(V.5 관계부처협조)》.

179)〈대통령 각하의 한일협력위 일측 위원과의 면담자료〉(1970.4.18, 외무부 아주국)《한일
협력위원회 총회, 제2차, 서울, 1970.4.20-22》.

180) 경제과학심의회, 1970《1970년대 일본경제의 전망에 입각한 한일경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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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되는 점은 우선 자본 및 기술협력방안이다. 문건은 일본이 국제수지 흑자 누
적을 해소하고자 해외투자 증대책을 강구하면서 인접한 한국 등에 생산요소 확보 목
적의 투자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중과세 방지, 공업소유권 보호와 같
은 제반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일본 중소기업에게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수출증대 및 경제협력 교섭의 강력한 발판 구축으로 생각한 것은 물
론 한국방위에 대한 유대의식 제고를 기한다는 차원까지 고려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
이다.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첫째, 일본자본을 수출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수입대체산
업부문으로 집중 유도하고, 일반국민의 대일감정을 고려해 일정기간 후 합자회사의 
경영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투자방식을 구상했다. 둘째, 대한 투자단위의 영세성
에 비춰 일본의 자본과 한국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소극적인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중
화학공업의 기반 확립에 필요한 주물·특수강·종합중기계·조선공업·석유화학공업 등에 
대한 공동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제의한 ‘협력경제권’, ‘한일가
공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무역협력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선진제국의 압력은 
물론 일본경제의 자체 요청으로 무역자유화가 계속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
만 잔존 수입제한품목 중 우리의 관심품목이 자유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둘째, 대일무역역조는 일본의 수입제한보다 우리의 수출능력 제한과 약한 경쟁력 때
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을 제외하고는 각종 회담에서 잔존 수입제한 철폐를 
주요 의제로 삼을 필요성은 부인했다.
  셋째, 역조 비율은 1970년 1:4.2에서 1976년에 1:2.3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
며, 수출산업의 체력 강화 및 경쟁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면 1973년 이전이라도 1:2
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단 실정상 1:2 이하는 바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
라서 무역역조의 시정보다 대한투자의 촉진 및 공공차관의 증대를 적극 교섭해야 한
다는 게 결론이었다. 문건은 이를 새로운 전략이라고 표현했다.181)

181) 대일공공차관 교섭방안은 안전보장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즉 일본정부는 원조와 방위를 
동일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 방위력 증강에 교섭의 구심점을 두어 한국의 안
전보장을 위한 산업발전계획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이를 위한 분업체제 확립을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추후 일본경제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미국의 대일압
력을 이용하여 일본 재계가 제창하는 통상권 및 투자권을 포함하는 광역방위권 구상을 한국
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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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이 문건은 양국의 산업분업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생산기지를 제공해 
투자를 촉진하고, 통상·투자·방위를 아우르는 광역협력권 구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상대가 요구하는 환경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장기 전망 하 산업분업이 보다 중
요한 과제로 부상한 것은 무역 문제의 위상·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문건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불균형 개선 교섭의 필요성은 후순위로 밀렸을 뿐 아니라 교섭방식 
자체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한국산업개발연구소의 주장이다.182)
  동 연구소는 양국 민간의 합작투자를 경협의 중추로 하여 수평적 분업체제를 지향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간의 무역교섭은 비판적으로 보았다. 즉 그간의 교섭은 한
국 수출상품의 일방적인 구매 요청이었다고 평가하고, 단순히 대일수출의 양적 확대
라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교역규모의 확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확대균형의 길
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에 따라 중시한 것은 국제분업의 관점에서 산
업체제 재편성을 전제로 한 ‘장기’ 확대균형, 합작투자, 보세가공무역의 확대 등이었
다. 무역 문제의 성격이 단기 불균형 시정에서 분업을 통한 장기 확대균형으로 옮겨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균형’이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게
추는 분명 ‘확대’에 있었다.
  1970년 7월, 4차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조세협정 체결과 투자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혜금융 등 환경정비가 잘 되었음을 설명하고, 일본 민간의 대한투자 장려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의하기도 했
다.183) 11월에는 경제기획원의 초청으로 외무·대장·통산성 및 기금·수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한투자환경조사단이 방한했고, 중공업이나 공업단지 등 분야별 경제조사단
의 방한도 연이었다.184) 투자와 분업 논의가 점차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
182)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0, 앞 책. 현 산업개발연구원(KID)의 전신으로 1968년 10월에 

설립된 동 연구소는 박충훈 현직 부총리가 이사장을 맡았다. 초대 소장인 백영훈 역시 서독
차관사절단에 참여하는 등 정부정책과 밀접히 연결된 활동을 다수 했다. 연구소는 1970년 
10월, 한일경제경영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양국 경협의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183)〈경제관계 합동회의(경제협력관계)〉(1970.7.22);〈공동성명서〉(1970.7.23)《한일정기
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V.3 본회의철)》.

184) 니시노가 일한경제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70년에는 한국산품수출촉
진사절단,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단, 서울시 도시교통조사단, 대한투자조사단 등 4회, 1971년
에도 대한자본협력환경조사단, 공업단지실태조사단, 제2차 한국산품수출촉진사절단, 방한경
제사절단, 제주도관광개발계획조사단 등 일본조사단이 네 차례 방한했다. 다음 해인 1972년
의 조사단 방한은 무려 8회에 이른다. 니시노 준야, 2005〈한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일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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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한일경제협력은 투자와 분업, 나아가 장기적으로 협력권을 논하는 데까지 
왔다. 정부 관계자들이 투자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수교 직후와 비교
하면 달라진 환경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교 후 양국 경제가 밟아온 
관계맺음의 귀결이었다.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분업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한국 정부/민간의 시차와 관련
해 앞 시기 양국의 무역관계 줄다리기 양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한
국정부가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제 조처를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부단히 교섭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거듭되었지만 결코 관계가 파탄 
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연대 후반의 귀결은 지금껏 본 대로이다. 교섭역량의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요구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했는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졌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렇지만 설령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가 예컨대 단지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했
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투자, 나아가 산업분업 논의가 그만큼 지연되었던 것
은 분명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시기 양국의 장기경협 구상이 과연 불가피한, 현실적인 
한국경제-한일경협의 진로였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을 이야
기한 당대 많은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상호 대등한 수평분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안’에 대한 한 일간지의 논평과 같이 “선진경제와 후진
경제의 분업체계가 하청 종속화 외에 있을 것이 무엇”이며, 또 “강력한 자본과 고도
한 기술 및 관리능력을 갖춘 개별 일본자본과 위약한 국내자본과의 제휴가 수직적 
지배관계 외에 무엇이 될 것”인지 물었을 때,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 그것이 당면한 무역불균형의 개선 문제를 외면하고 “7대 1이
란 片무역을 계속하는” 협력-분업인 한, 설득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한 대일
의존으로부터의 이탈 대신 손쉬운 보완관계란 이름의 의존관계로 복귀” 시도가 아니
었는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185)

로부터의 학습 : 1960-70년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2쪽. 이 자
료가 일본의 방한조사단을 망라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매년 1-2회
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경협 열기가 한 단계 뜨거워진 분위기만큼은 짐작할 수 있다. 

185)《조선일보》1970.4.25;《동아일보》19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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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지는 것은 상대인 일본의 생각이다. 그들 역시 상호 대등한 수평관계를 지
향했을까. 외무성의 몇 문건으로는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서 언급했
듯 일본은 선발저개발국과 후발선진국이란 개념까지 사용하며 무역 문제에 대한 자
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일본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해 민생 나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더 기저에 있
던 것은 양국경제관계가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합성이 현저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 
점이 협력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이었다.
  일본은 양국의 보완관계를 공업발전단계의 차이, 즉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또는 노
동집약적 공업과 자본집약적 공업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도 무작정 동조
하지는 않았다. 노동력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자국(일본)의 무역·산업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
기업과 영세농업 등 후진부문을 갖고 있는 자국의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쉽게 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186)
  일본은 양국관계는 둘 다 가공무역형 경제라는 점에서 1차산품국과 공업국의 수직
적 분업도, 자원과 자본을 가진 선진제국 간의 수평적 분업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와 달리 양국 다 세계의 가공공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활로였다. 이때 두 가공공장
이 어떠한 형태로 상호 협력할 것인가. 이들이 생각한 답은 각기 자국이 유리한 공
정을 분담하는 것, 즉 한국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자신들은 자본집약적 공정을 담당
하는 것이었다.187) 이 구상은 산업간 분업이 아닌 산업 내 분업을 의미했다. 예컨대 
섬유·의류산업이 자국에서 사양화된다고 하여 그것을 완전히 타국에 이전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여전히 부가가치가 큰 (신)소
재분야 등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협력 또는 분업이란 명목의 의존관계를 택했다. 무역불균
형은 일본의 주장과도 같이 보다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론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조금씩이나마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포항종합제철에 대한 협력이 화두가 되었던 1969년의 각료회의에서 주
일대사관의 한 문건은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일본과 대결의 

186)〈日韓間の貿易不均衡是正〉(1969.5.12)《日韓経済案件 / 貿易不均衡問題》.
187) 外務省 経済協力局 編, 1969, 앞 책, 168-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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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확립할 것을 건의했다. 실무진에서 작성되었을 이 문건에는 대일경제외교는 
험난한 길임을 전제하고, 호혜균형 무역을 위해 노력하고 또 상대가 노력하게끔 모
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설득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188)

188)〈한일경제협력의 방향〉(1969.6.30, 대사관)《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V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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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고는 1960년대 청구권자금의 사용과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를 둘러싼 한일 두 
정부의 교섭과정을 살펴보았다. 한일회담·협정으로 담지 못했던 양국의 상이한 입장
이 교섭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경제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20세기 전반, 35년간의 식민통치로 고통을 주고/받았던 양국은 패전/해방 후 꼭 
20년 만인 1965년, 제 조약·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마당의 그것은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직시하고 
적절히 청산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국은 과거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좁히지 못했다. 한일협정은 어떻든 과거를 매듭지은 현대한일관계의 출발점이었지만 
동시에 14년간의 지난한 회담에서 이미 익숙히 보았던, 해묵고 낯익은 갈등의 두 번
째 시작점이기도 했다.
  수교 전후의 양국 경제관계는 청구권회담·협정과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로부
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란 용어가 상징하듯 경제교류·교
섭의 저변에는 역사인식의 상위가 잠재했다. 그로 인한 갈등은 한일회담 이후에도 
제 현안에서 여러 형태의 대립으로 거듭 분출되었다. 정책적 차원에서 청구권자금 
조기사용 목표가 퇴색하고 당장의 무역불균형 해결보다 산업분업을 보다 중시하게 
된 것은 그 하나의 귀결이다. 특히 후자는 대일의존 무역구조와 불균형의 고착이란 
여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 시기 대일경제관계를 
조명할 때는 그것이 ‘역사적인’ 관계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고가 시사하는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초 새롭게 등장한 경제협력이란 화두를 명분으로 양국은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단지 병렬적으로 나열했을 뿐 명
목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룬 김종필-오히라 합의는 청구권의 역사적 의미를 사장해
버린 극히 불충분한 ‘합의’였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양측은 총액에 대한 상호 
입장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무상자금 외에 유상 정부차관, 특히 민간상업차관을 청구
권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합의’는 미처 마치지 못한 화재진압과 같았고, 수교 전에 
이미 잔불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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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문제를 이처럼 불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선 무상+
정부차관+상업차관으로 이뤄진 해결구조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문제를 던진다. 처음 
한국정부는 ‘先수교 後경제협력’원칙을 표방했지만 1963년 이후에는 선의의 민간자
본은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적인 대일교섭을 벌였다. 이때 양국은 교섭대상이었
던 자본재 연불거래가 김-오히라 합의의 3항(민간상업차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
고 격렬히 대립했다. 대립의 바닥에 있던 것은 3항이 청구권자금인지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입장이었다.
  사실 通常의 상업차관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주고받으면 
그뿐, 굳이 한일협정이나 청구권이란 명분·명목을 빌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
다. 그럼에도 양국이 차관을 끼워 넣은 것은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한국정부로
서는 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허술한 합
의는 연불도입을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3항은 청
구권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바꿔야 했다. 요컨대 3항은 ‘청구권 및 경제
협력’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의 해결구조가 무책임하고 모순적이었음을 여실히 입증한
다. 이것은 청구권에 왜 상업차관이 포함되었는가? 자금의 총액을 과연 8억$라고 볼 
수 있는가? 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자금 사용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게끔 한
다. 김-오히라 합의가 자금의 명목을 공백으로 남긴 탓에 한국은 그것을 청구권자금
으로,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으로 간주하는 동상이몽이 계속되었다. 한국은 총액을 중
시해 명목을 양보했던 것이지만 명목 역시 실리와 무관하지 않았다. 즉 사용과정의 
주도권은 한국이 의당 받아야 할 권리로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단지 호의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양국이 세목교섭에서 다툰 
것은 바로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실시계획의 작성-결정 등 세목에 관한 몇몇 쟁점에서 자금을 보다 자유롭
게 사용할 여지를 확보하고자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정부가 타
협을 선택한 것은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뜻
대로 되지 않았다. 실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관여로 인해 애초 정부
가 계획한 총액과 내용 모두 상당히 변형되었다. 일련의 차질과 시행착오는 집행과
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정부는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등 사용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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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용을 중시했지만 첫 해의 집행실적은 협정상의 연간한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초
기에 한도 이상을 사용한 것 같은 착시를 주는《청구권자금백서》의 통계는 조기사
용의 실패를 그만큼 감추고자 했던 정부의 속내가 담긴 것이다.
  둘째, 이 시기 양국의 경제교류는 협력을 명분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물론 민간
에서도 각종 회의·회담을 통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이 활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
대 중후반에는 차관 공여단계를 넘어 직·합작투자와 산업분업을 논의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이 같은 교류와 학습, 특히 자본도입이 소위 도약 단계에 있던 한국경제의 
성장에 간과할 수 없는 기여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단 경제협력의 두 가지 
맥락, 즉 경협을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로서 한일관계에 끌어들인 일본
의 의도와 한국의 관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경협의 의미, 경협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연대 초중반, 한국이 중시한 것은 대일경제협력을 양국 무역구조의 개선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의 원조 제안에 대해 진정한 경제협력은 무역불균형을 개
선하는 것이라며 무역을 끌고 온 이래 이 문제는 양국 경제교섭의 고정 의제가 되었
다. 한국은 누차의 회의·회담에서 역조 시정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자 애썼지만 불
균형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고착되기까지 했다. 경협의 다른 맥락, 즉 양국이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절충에 합의함으로써 한일회담 타결에 이른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
다.
  불균형의 개선 요구로 출발한 무역 문제는 1965년 이후 공업소유권과 주한일본상
사의 지위·과세 등 일본이 요구한 소위 환경정비 쟁점들과 맞물리며 논의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 양국이 서로 상대의 선 조처를 촉구하며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양
상이 벌어졌다. 연대 후반, 이 같은 구도가 요동치게 된 동인은 한국경제 내부로부터 
왔다. 즉 차관에서 투자로 외자정책의 중점이 옮겨가면서 자연 투자환경도 그에 따
라 정비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과 대일교섭 우선순위에서 즉각적인 불균형 개선
과제의 상대적 퇴조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양국의 산업
구조 변화와 재편에 따른 산업이전 또는 분업 논의였다. 이것은 곧 논의의 성격이 
연대 초, 한국이 경협의 의미를 전유하며 무역 문제를 들고 나왔던 당시와는 달라졌
음을 의미한다. 또는 애초 목표가 좌절된 것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 시기 경제‘협



277

력’의 범위는 부분적·제한적이었다. 그것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투자환경의 정비란 
측면에서는 협력적이었지만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에는 비협조적이었던, 선택적 또는 
기울어진 ‘협력’이었다.
  셋째, 이처럼 한국은 호혜균형무역을 확립하기 위한 교섭에 힘썼지만 대일의존체
제라는 귀결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마뜩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기
간의 교섭은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설령 국민감정과 여론을 의식한 것이었
다고는 해도 정부는 수교 후 한동안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일본과의 
전면적인 경제교류는 거부하고자 했다. 이것이 산업 분업 논의에 뛰어드는 관민의 
시차를 만들었다.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분업체제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맞지
만 동시에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몇 년간 유보된 기간이 있었음을 같이 기
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분업을 통해 대일경제관계를 긴밀화하는 방향을 택했
다. 그럼으로써 빠른 공업화에는 성공했지만 대일무역역조는 고질적인 문제로 뿌리 
깊이 굳어졌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대일관계에서도 1990-2000년
대 이후 수평적 관계로 들어섰지만 무역관계에서 1:2의 역조는 유리천장과도 같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부록 1). 이 점에서 경제성장은 지름길을 걸었을지언정 대일
의존 산업구조의 극복이란 과제는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야 했고, 지금도 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사 인식의 상위를 좁히지 못했던 청구권회담·협정의 파장이자 한
국경제에 남긴 유산이다. 적어도 무역 문제에 관한 한 이 유산·과제는 현재진행형이
다.
  양국 경제관계의 진로가 이러한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정부의 
입장·태도에서 비롯했다. 여기에 호응한 것은 한국정부였다. 우선 일본은 청구권을 
경협자금으로 간주하고 집행과정에서 한국의 의사결정에 누차 제동을 건 것은 물론 
무역 문제에서도 잠재적 경쟁상대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 관철하려는 모습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비단 식민지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이 아니더라도 당시는 개도국
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협력·협조를 촉구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고, 한국도 양국의 
무역역조는 근본적으로 소위 남북문제의 일부임을 지적하며 대한수입 증대를 촉구했
지만 미온적인 반응은 바뀌지 않았다.
  청구권협정의 세목교섭에서, 또 협정 체결 후 실시계획 협의와 집행과정, 무역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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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한국도 자금 사용의 주도권을 갖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 
때문에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맞서고 대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타협으로 끝냈다. 당시 양
국의 국력과 그로 인한 교섭력의 차이는 별개라 하더라도 한국의 관철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많다. 청구권자금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한 자금을 빨리 
사용하고자 한 의지가 앞섰고, 무역 역시 더 많은 차관·투자를 통해 양적 성장을 우
선한 것이 타협을 이끌었다. 이것은 곧 청구권회담에서 자금을 얻기 위해 명목을 양
보했던 것의 연장이었다.
  이상 수교 전 청구권/경제협력 논의는 잘못 꿴 첫 단추에서 시작한 경제교류가 결
코 순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할 때, 그것은 비단 자금의 액수나 명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청구권회담·협정에서 봉합하지 못했던 양국 정부의 상이한 인식은 일차적으로 자금 
집행 및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었던 무역 문제에서 거듭된 충돌과 대립으로 나타
났다. 그렇지만 양국은 청구권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그 같은 인
식의 대립을 뒤로 물려버렸다. 궁극적으로 무역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은 채 한국경제
의 대일지향체제가 확립된 것은 얼핏 기묘한 양국의 대립과 타협의 양상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관계에서 표출된 갈등과 타협의 양상이 실은 경제적 측면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들은 밑바탕의 역사적 배경 및 그에 대한 인식 차
이와 밀접히 연결되고 그로부터 기인하기도 하는 문제들이다. 양국관계가 오늘날까
지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불안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이 주기적
인 부침을 극복하고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갈등의 
역사를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상호 공동의 이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에
야 양국이 이제껏 이룬 성취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남겼다. 하나는 청구권자금
의 집행과정이다. 본고는 첫 해 사용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고, 조기사용 목표가 
퇴색하기까지의 흐름을 포함해도 초기 3년에 그쳤다. 청구권자금의 경제적 의미를 
보다 적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10년 전 과정을 보다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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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자 한다.
  또 하나는 경제관계의 실질적인 흐름을 더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
는 청구권회담에서 시작해 주로 양국 정부의 청구권 및 무역 교섭과정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한일회담에서 드러났던, 두 정부의 묘한 대립과 타협의 양상이 그 이후 어떻
게 이어지는지, 또는 새로운 흐름이 전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
다. 그렇지만 본고의 논의대로 협정 체결 후 일정한 중간기간을 거쳐 산업 분업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양국 경제관계가 한층 밀접해진다고 할 때 그것이 청
구권과 무역만이 아닌, 경제 제 방면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더 구체적으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 본고가 제시한 1960년대를 한일경제관계의 
한 시기로 파악하는 시각과도 관련된다. 이들은 금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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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수출액*1 대일수출액

(총수출 대비)(순위) 수입액*2 대일수입액*3
(총수입 대비)(순위)

대일수출입
비율

54 24.2 7.3 (30.2%) (2) 93.9 40.5 (43.1%) (1) 1 : 5.55
55 18.0 7.0 (38.9%) (2) 82.5 8.1 (9.8%) (2) 1 : 1.16
56 24.6 8.1 (32.9%) (2) 43.2 7.5 (17.4%) (2) 1 : 0.93
57 22.2 10.8 (48.6%) (1) 442.2 33.5 (7.6%) (2) 1 : 3.10
58 16.5 9.8 (59.4%) (1) 378.2 49.9 (13.2%) (2) 1 : 5.09
59 19.8 12.7 (64.1%) (1) 303.8 32.4 (10.7%) (2) 1 : 2.55
60 32.8 20.2 (61.6%) (1) 343.5 70.4 (20.5%) (2) 1 : 3.49
61 40.9 19.4 (47.4%) (1) 316.1 69.2 (21.9%) (2) 1 : 3.57
62 54.8 23.5 (42.9%) (1) 415.2 109.2 (26.3%) (2) 1 : 4.65
63 86.8 24.8 (28.6%) (1) 232.7 126.1 (54.2%) (1) 1 : 5.08
64 119.1 38.2 (32.1%) (2) 184.5 86.4 (46.8%) (1) 1 : 2.26
65 175.1 44.0 (25.1%) (2) 248.4 144.7 (58.3%) (1) 1 : 3.29
66 250.3 65.5 (26.2%) (2) 401.9 226.3 (56.3%) (1) 1 : 3.45
67 320.2 84.7 (26.5%) (2) 673.5 331.0 (49.1%) (1) 1 : 3.91
68 455.4 99.7 (21.9%) (2) 964.4 480.6 (49.8%) (1) 1 : 4,82
69 622.5 133.3 (21.4%) (2) 1,087.1 500.9 (46.1%) (1) 1 : 3,76
70 835.2 234.3 (28.1%) (2) 1,256.3 562.4 (44.8%) (1) 1 : 2.40
71 1,067.6 262.0 (24.5%) (2) 1,615.6 686.4 (42.5%) (1) 1 : 2.62
72 1,624.1 407.9 (25.1%) (2) 1,702.2 748.9 (44.0%) (1) 1 : 1.84
73 3,225.0 1,241.5 (38.5%) (1) 3,318.9 1,451.7 (43.7%) (1) 1 : 1.17
74 4,460.4 1,380.2(30.9%) (2) 5,554.5 2,077.7 (37.4%) (1) 1 : 1.51
75 5,081.0 1,292.9 (25.4%) (2) 5,903.0 1,965.7 (33.3%) (1) 1 : 1.52
76 7,715.3 1,801.6 (23.4%) (2) 6,973.8 2,491.6 (35.7%) (1) 1 : 1.38
77 10,046.5 2,148.3 (21.4%) (2) 9,040.1 3,309.2 (36.6%) (1) 1 : 1.54
78 12,710.6 2,627.3 (20.7%) (2) 12,252.3 4,726.1 (38.6%) (1) 1 : 1.80
79 15,055.5 3,353.0 (22.3%) (2) 16,832.3 5,469.4 (32.5%) (1) 1 : 1.63
80 17,504.9 3,039.4 (17.4%) (2) 19,536.0 4,971.7 (25.4%) (1) 1 : 1.64
81 21,253.8 3,502.8 (16.5%) (2) 22,132.5 5,266.2 (23.8%) (1) 1 : 1.50
82 21,853.4 3,388.1 (15.5%) (2) 20,783.7 4,683.7 (22.5%) (2) 1 : 1.38
83 24,445.1 3,403.6 (13.9%) (2) 21,919.2 5,579.0 (25.5%) (2) 1 : 1.64
84 29,244.9 4,602.2 (15.7%) (2) 30,631.4 7,640.1 (24.9%) (1) 1 : 1.66
85 30,283.1 4,543.4 (15.0%) (2) 31,135.7 7,560.4 (24.3%) (1) 1 : 1.66
86 34,714.5 5,425.7 (15.6%) (2) 31,583.9 10,869.3 (34.4%) 

(1) 1 : 2,00
87 47,280.9 8,436.8 (17.8%) (2) 41,019.8 13,656.6 (33.3%) 

(1) 1 : 1.62
88 60,696 12,004 (19.8%) (2) 51,811 15,929 (30.7%) (1) 1 : 1.33
89 62,377 13,457 (21.6%) (2) 61,465 17,449 (28.4%) (1) 1 : 1.30
90 65,016 12,638 (19.4%) (2) 69,844 18,574 (26.6%) (1) 1 : 1.47

부록
1. 1954-2016년, 연간 수출입 및 대일수출입 추이 (단위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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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1,870 12,356 (17.2%) (2) 81,525 21,120 (25.9%) (1) 1 : 1.71
92 76,632 11,599 (15.1%) (2) 81,775 19,458 (23.8%) (1) 1 : 1.68
93 82,236 11,564 (14.1%) (2) 83,800 20,016 (23.9%) (1) 1 : 1.73
94 96,013 13,523 (14.1%) (2) 102,348 25,390 (24.8%) (1) 1 : 1.88
95 125,058 17,049 (13.6%) (2) 135,119 32,606 (24.1%) (1) 1 : 1.91
96 129,715 15,767 (12.2%) (2) 150,339 31,449 (20.9%) (2) 1 : 1.99
97 136,164 14,771 (10.8%) (2) 144,616 27,907 (19.3%) (2) 1 : 1.89
98 132,313 12,238 (9.2%) (2) 93,282 16,840 (18.1%) (2) 1 : 1.38
99 143,685 15,862 (11.0%) (2) 119,752 24,142 (20.2%) (2) 1 : 1.52
00 172,268 20,466 (11.9%) (2) 160,481 31,828 (19.8%) (1) 1 : 1.56
01 150,439 16,506 (11.0%) (3) 141,098 26,633 (18.9%) (1) 1 : 1.62
02 162,471 15,143 (9.3%) (3) 152,126 29,856 (19.6%) (1) 1 : 1.97
03 193,817 17,276 (8.9%) (3) 178,827 36,313 (20.3%) (1) 1 : 2.10
04 253,845 21,701 (8.5%) (3) 224,463 46,144 (20.6%) (1) 1 : 2.13
05 284,419 24,027 (8.4%) (3) 261,238 48,403 (18.5%) (1) 1 : 2.01
06 325,465 26,534 (8.2%) (3) 309,383 51,926 (16.8%) (1) 1 : 1.96
07 371,489 26,370 (7.1%) (3) 356,846 56,250 (15.8%) (2) 1 : 2.13
08 422,077 28,252 (6.7%) (3) 435,275 60,956 (14.0%) (2) 1 : 2.16
09 363,534 21,771 (6.0%) (3) 323,085 49,428 (15.3%) (2) 1 : 2.27
10 466,384 28,176 (6.0%) (3) 425,212 64,296 (15.1%) (2) 1 : 2.29
11 555,214 39,680 (7.1%) (3) 524,413 68,320 (13.0%) (2) 1 : 1.72
12 547,870 38,796 (7.1%) (3) 519,584 64,363 (12.4%) (2) 1 : 1.66
13 559,632 34,662 (6.2%) (3) 515,586 60,029 (11.6%) (2) 1 : 1.73
14 572,665 32,184 (5.6%) (3) 525,515 53,768 (10.2%) (2) 1 : 1.67
15 526,757 25,577 (4.9%) (5) 436,499 45,854 (10.5%) (2) 1 : 1.79
16 495,426 24,355 (4.9%) (5) 406,193 47,467 (11.7%) (2) 1 : 1.95

출전 : 1) 1954-87년까지는《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각 연도별 ‘수출입총괄’, ‘국별 수출’, 
‘국별 수입’ 항목;《무역연감》(한국무역협회), 1966-68. ‘국별 수출’, ‘국별 수입’(자료 한국은
행) 항목. 2) 1988년부터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자료).
* 1987년까지 ()는 자료를 토대로 계산. 원 자료의 일부 단위는 1천$이나 가독의 편의를 위해 
100만$ 단위로 임의 조정. 
*1 일반무역+보세가공+기타를 합한 총수출액.
*2 공공원조·차관·구호 및 기타를 제외한 일반무역 총액. 단 1957-62년, 1984-87년은 원조·
차관·구호 등을 포함한 총수입액.
*3 기타 등을 제외한 일반무역액. 단 1957-62년, 1984-87년은 기타 등을 포함한 대일 총수
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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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4·3합의
김-오히라 

합의의 성격 ·대일청구권 해결의 대강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

무상

금액 ·3억 달러 ·3억 달러 ·3억 달러

제공
기간

·10년
·6년까지 단축 가능

·10년
·재정사정 및 양국 합의로 조기제공 가능
(기간단축 X)
·연간한도, 2,550만 달러

·10년 균등
·재정사정에 따라 양국 합의로 조기제공 
가능

정부
차관

금액 및 
조건 ·2억 달러 (금리 3.5%) ·2억 달러 (금리 3.5%) ·2억 달러 (금리 3.5%)

제공 및 
상환
기간

·10년 (6년까지 단축 가능)

·7년 거치 후 20년 상환

·10년 (경제개발계획 지장 시 조기제공 
가능, 단 유·무상 동시 조기제공 X)
·7년 거치 포함 20년 상환

·10년 균등
·7년 거치 포함 20년 상환 (단 재정 및 
자금사정에 따라 쌍방 합의에 의해 상환
기간 연장 가능)

상업
차관

금액 ·1억 달러+α ·1억 달러+α (단 성격상 총액 명시 X) ·3억$+α (어업협력자금 9천만$와 선박
도입자금 3천만$ 포함)

조건 ·정부 관여
·수출입은행의 가장 유리한 조건

·정부 관여하지 않음
·조건은 민간 상담으로 결정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함

청산계정
(OA) 상환

·무상에서 10년간 균등 탕감
·3년간 탕감 시에도 무상의 실질적 수령
액 최저 2,550만 달러 되어야 함 

·3년간 현금으로 상환
·한국의 내·외자사정 및 요청에 따라 무
상에서 상쇄(탕감) 가능

·10년간 균등 지불 (무이자)
·매년 한국의 요청으로 당해연도 무상제
공에서 감액함으로써 현금 지불로 간주

기타 해결
범위

·강화조약 4조(a, b)의 청구권 해결
·선박과 문화재는 일반청구권과 별도

·강화조약 4조(b)의 청구권 해결
·선박·문화재청구권 없음

·강화조약 4조를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2.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1965.3.22)과 이동원/시이나 양국 외무부장관의 4·3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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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권과 채권채무
관계로 종전 후 통상의 거래·계약 등으로 
생긴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 받지 않
음.
·문화재 문제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과 관
련해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하고 일본은 
한국 문화재를 인도

대한
청구권 · 없음 ·국유 대여선박 및 나포어선에 대한 청구

권 있음 -
출전 :〈청구권관계 대사자료 송부〉(1965.3.22, 대표부-외무부)《청구권관련문서》57, 209-218쪽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3합의사항은 대한민국 
정부, 1965《한일회담 합의사항》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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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방침

1.
무상 

지불내용 
및 방식

①지불 내용은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법인 포함)의 용역’으로 함.
②협정에는 사업부문만 부속서류에 규정하고(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음), 매년도 실시계획으로 당해연도에 도입할 생산물 및 용역 종류와 금액
을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일본이 강경히 반대할 경우 한국이 작성한 계획을 
양측 합의로 결정). 부속서와 실시계획 내용은 양측 합의로 수정 가능.
③제1차년도 실시계획은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 결정하고 그 후 실시계획은 
매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결정.
④일본 정부는 매년도 예산 확정 후 당해 연도 무상제공액을 한국은행 동경지
점 계정에 적립함으로써 지불 의무 이행. 한국은 通常의 L/C 베이스로 동 금
액의 한도까지 생산물 및 용역 도입(일본 거부할 경우, 제3항 ⑤에 규정된 절
차 완료 후 한은 동경지점 포함해 한국이 지정하는 일본의 외환은행에 예치하
는 것으로 대체).
⑤생산물과 용역(극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의 도입기준, 제1안: 전액, 프로젝
트와 관련시키지 않음. 생산물은 투자용 자재(비료, 산업기계, 철강재 등)에 
치중하고 가급적 소수의 품목으로 제한. KFX로 대일수입품목으로 하되, 불가
능할 경우 일본 지역이 타 지역보다 유리한 품목으로 함. 제2안: 50%까지 프
로젝트와 연결시킴. 프로젝트 관련 생산물은 철도, 항만, 해운 등 우선순위에 
따라 완제품에 치중, 자본형성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조사나 명세서 합의 등에 
시간 및 자금이 허비되지 않는 사업에 치중. 제3안: 2/3까지 프로젝트와 연결.

2.
차관 제공 

및 
상환방식

①한국 정부가 추진 또는 승인하는 정부 및 민간사업 소요자금에 충당. 한국
이 대상이 되는 투자부문의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②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 정부간 대부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정부를 대신하
는 자격으로 대행기관 가능). 2억 달러 단일계약으로 금리는 연 3.5%를 일률
적으로 적용.
③한국이 정한 계획 실시를 위한 생산물 및 용역의 연도별 조달을 매년 양측 
협의로 작성.
④대부 실시방식은 通常의 상업상 방식(L/C 방식)으로 양국 관계법령에 따라 
행함.
⑤한국 정부가 매년 변제액을 일괄하여 상환(가능한 상환기간 후반에 변제액
을 증액시켜가는 불균등분할상환으로 함).
⑥상환 자원은, 제1안: 대한민국 원화. 제2안: 현물. 제3안: 현물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 하고 양측 합의로 그때그때 결정.

3.
구매방식

①제1안: 현 AID 방식에 준해 원칙적으로 민간구매로 하고 관수는 조달청 구
매. 구매계약 체결지는 한국. 제2안: 현 AID 방식에 준해 원칙적으로 조달청 
구매로 민수는 민간구매. 체결지는 한국. 제3안: 일본에 구매사절단 설치해 구
매. 체결지는 일본.

3. 청구권협정 세목에 대한 방침(1963.3,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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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국 측 당사자가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 법인과 구매계약 직접 체결.
③재일교포 참여 가능. 동남아 제국과의 배상협정, “일본 국민 또는 그가 지배
하는 일본국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 표현은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로 대체(제3국인 지배 법인을 제외하는 데는 동의).
④구매계약은 첫째 협정의 규정, 둘째 협정 이행을 위해 양측이 제정한 규정, 
셋째 연도실시계획에 부합해야 함.
⑤한국 정부는 계약 사본을 일본 정부에 송부. 이의가 있을 경우 사본 접수일
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에 통고. 한국은 일본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 수정(일본이 강력히 요구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계약
을 사전에 검토하여 일주일 또는 최장 이주일 이내 인증하는 방식으로 함).
⑥양국 합의에 따라 구매계약 이외의 방식으로도 무상 및 차관 제공 가능토록 
함.

4.
구매

사절단*

①협정 시행상 한국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일본에 설치. 양국 합의로 동경 
또는 기타에 필요한 사무소 설치 가능.
②사절단 사무실의 구내 및 기록 불가침.
③부동산 소득세 및 재산세 면제.
④업무 수행에 따르는 소득 면세.
⑤공용 수입재산에 대해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면제.
⑥일본 정부는 사절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제공. 
⑦사절단장과 상급 직원 2명 및 사무소장에 대해 외교특권과 면제 부여(인원
은 양국 합의로 증가 가능).
⑧기타 사절단 직원의 보수에 대해 과세 면제, 자용 재산수입에 대한 관세, 기
타과징금 면제.
⑨경비는 일본 정부가 엔화로 부담하고 해당연도 무상에서 공제.

5.
공동

위원회
양국 대표로 구성, 협정 시행에 따른 협의와 필요한 권고.

6.
분쟁해결**

①양국 정부는 분쟁이 없도록 항상 협의 노력.
②계약에 관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사중재위원회 회부.
③위 ②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할권 가진 국가의 법정에 제소.
④이 경우 사절단에서는 사절단법무부장이 소송당사자가 됨. 소송비용 담보제
공의무는 면제.
⑤관할 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
⑥사절단 소유 및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동산은 강제 집행할 수 없음.
⑦협정 시행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
⑧위 ⑦이 불가능할 경우 3인 중재위원회 구성. 각국이 1명씩 임명, 이 위원
들이 합의 선출하는 제3국인 위원 1명.
⑨각국 위원은 중재요청 공문접수 후 30일 이내 임명, 제3국 위원은 그 후 
30일 이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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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위 기간 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의장에게 임명을 의뢰.
⑪본 항에 의한 판결은 양국 정부를 구속.

7.
기타

①본 협정에 의한 선적에 대해, 금융·통관·과세 기타 모든 면에서 일반 수출에 
의한 선적과 동일한 대우 부여.
②FOB로 하며 기타 부대경비는 통상무역과 동일하게 처리(자국 내 소요 경비
는 자국 수입/수출업자가 부담).
③실시연도는 협정 발효일 기준.

한국(4.21) (일한경제협력의 합의방식 및 
실시방법에 관한) 일본의 회답(5.11)

1)협정
전문

·양국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협력의 증진을 희망한다는 내용 기술.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 표현은 추후 검
토.

2)협정에
포함할 
내용

·4·3합의 중 1-3, 5항을 규정(4항 청
산계정 제외).

·3항(상업차관)은 민간신용이란 성격
상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3)무상

①생산물, 자본재 및 원자재.
②실시계획, 매년 시작 전 부속서에 열
거한 사업부문 가운데 선택되는 생산
물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실시계획
을 결정해 일본정부에 통고. 단 이의 
제기될 경우 합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처리.
③구매주체, 한국정부(조달청)가 당사
자가 되어 일본 국민 또는 법인과 직
접 구매계약 체결.
④구매계약, 협정과 부속문서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당해연도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것이어야 함.
⑤한국정부는 구매계약서 사본을 일본
정부에 송부. 이의 있을 때에는 사본 

①원칙적으로 자본재, but 한국의 사정
을 참작하여 가급적 탄력적으로 실시
할 용의.
②불가, 실시계획은 ‘양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③계약체결권 갖는 사절단을 도쿄에 
설치하고 도쿄에서 계약 체결하는 게 
편리.

④협정과 부속문서 및 당해연도 실시
계획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
로 함.

* 가칭, 구매방식에서 1-2안 채택 시 주일대사관에 필요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현지 사무 
담당케 할 것 구상.
** 구매방식에서 1-2안 채택 시 한국 측 소송 당사자가 될 법무관을 별도로 일본에 파견 또는 
한은 동경지점에 주재시킴.

4. 청구권협정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1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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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정부에 
통고해야 함.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계약을 수정할 것이며 일
본정부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합동
위원회 권고에 따라 처리.
⑥사실상 구매계약 체결할 수 없는 사
항의 경우 양국 합의로 구매계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⑦일본정부는 구매계약에 의해 한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대금을 지불함으
로써 그 지불에 관련된 생산물 및 용
역을 한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

⑤불가, 계약서 정본을 일본정부가 승
인함으로써 계약 발효하는 것으로 함.

⑥어떠한 경우를 고려한 것인지?

⑦이의 없음.

4)유상

①무상에서 ⑥을 제외하고 동일.

②한국정부는 실시계획에 따라 생산물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차관계약을 
일본정부(경제협력기금)와 체결.

①유상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기금의 대부계약에 의거 행하는 것
으로 무상과는 다른 점 많기 때문에 
검토 후 의견 제시.
②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할지 검
토 중.

5)부속서 ·유·무상으로 실시할 부분을 일괄하여 
표시.

·향후 10년간 변동가능성 있으므로 협
정에 부속서를 첨부하는 것 반대, 강하
게 희망 시 교환공문에 사업부문 정도
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경우 
유·무상을 구분.

6)사절단
·협정의 시행을 위해 일본에 설치. 일
본이 타국과 체결한 배상협정에 따라 
설치된 배상사절단과 동일한 대우.

·3)의 ③과 같음.
7)합동
위원회

·협정 실시 상 양국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관으로 설치.

·구체적인 구성·기능 등은 추후 토의하
되 설치한다는 원칙에는 이의 없음.

8)분쟁
·구매계약 또는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
은 양국 합의로 이뤄지는 상사중재위
원회에 해결 부탁, 구매계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 포함.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 이용을 희
망.

9)유상
상환

①연1회 일괄 상환(현물 및 통상의 방
법).
②원리금 지불기산일은 최종선적일자
로 함.

①연2회 상환으로 하며, 현물상환은 
불가.
②불가, 대부계약일을 기산일로 하고 
확정기일의 확정액 지불로 함.

10)민간
신용

①일본정부는 민간신용 제공을 용이하
게 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 함.

·2)와 같이 민간신용은 협정에 규정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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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공 진행상황을 양국 정부가 수시 
검토.
③상환은 현물 및 통상의 방법으로 함.

11)은행 
지정 및 

지불

①거래은행, 한은 재일지점 포함한 복
수로 함.
②지불의무 이행 시기는 일본정부가 
수권은행에 불입한 날짜로 함.
③지불이행 한도액 산정환율은 일본이 
거래은행에 지불하는 일자의 IMF 평
가에 의함.

①한은 재일지점 포함하자는 것은 전
례 없으며 인정할 수 없음.
②(무상에만 관계되는 규정으로 이해) 
이의 없음.
③(무상에만 관계되는 규정으로 이해) 
계약 승인일 또는 계약이 없을 경우 
양 정부가 합의하는 일자의 IMF 평가
로 함.

12)법인
해석

·종전 후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
국 국민이 지배하는 법인을 포함.

·제3국과의 관계도 있으므로 불가, 일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본법인
만으로 함.

13)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

·일차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 안 
될 경우 중재에 부탁.

·협정문(안) 검토 시 검토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의뢰).

1
These two Plants, as projects constituting integral part of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Korea, are essential for the economic construction 
of the nation.
이들 2건의 사업은 한국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경제건설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다.

2

These two cases of deferred-payment export shall be, as was stated by Mr. Pai, 
Head of the Korean Delegation, at the Seventh Informal meeting of the Heads of 
the Japanese and Korean Delegations on 28th May 1964, counted in as 
constituting part of private export credits to be extended on a commercial basi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on which a broad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wards the end of 1962 
in connection with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Claims.
2건의 연불수출은 금년 5월 28일의 한일회담 수석대표 7차 비공식회합에서 배 대사의 
발언과 같이, 1962년 말에 한일간 대강의 합의를 본 청구권 해결에 관련된 경제협력 

출전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1965.4.21, 대표부-외무부);〈日韓経済
協力の合意方式及び実施方法についての韓国案に対する回答〉(1965.5.10, 外務省 経済協力局)
《청구권관련문서》58, 34-40, 147-151쪽.

5. 일본정부의 자본재연불(2건) 승인조건(19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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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위 통상적인 상업 베이스의 민간차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산입(계상)되어야 
한다.

3

Such being the character of these two cas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s shall be modified so as to fall in line with credits lately furnished by 
Japanese suppliers to importers of other countries in similar cases of plant 
exports vis., for instance, repayment over 9 years with an initial payment of 15% 
of the contract value or repayment over 8 years with a 10% initial payment.
2건이 상기 2항과 같이 통상적인 상업 베이스의 민간차관인 이상 그 지불조건은, 최근 
타국에 대하여 동종의 플랜트 수출에 인정된 실례(예를 들면 착수금 15% 9년 상환 
또는 착수금 10% 8년 상환)에 鑑하여, 그 선까지 정정되어야 한다.

차
수 일시/장소 주요 의제

1. 정부
1-1. 정기각료회의

- 1966.9.8-10
서울

(경제각료간담회) 한일 양국의 경제현황 소개 / 청구권자금 1차년
도 실시계획의 추진과 협조 / 청구권자금 2차년도 실시계획과 조기
사용 / 상업차관 3억$ 이상 문제 / 기술협조 / 통상증대 / 일본의 
대북경제관계, 기타사항(종합제철공장 사업을 위한 국제차관단 구
성, 한일청산계정의 최종 현황, 이중과세방지협정, 대일민간청구권보
상에 관한 정보교환 등

1차 1967.8.9-11
도쿄

양국 관계 일반의 리뷰 및 전망과 국제정세 일반에 관한 의견 교환 
/ 양국의 경제정세 / 경제협력 / 무역 / 조세 / 농림수산 / 해운

2차 1968.8.27-29
서울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 검토 / 양국 경제정세 / 경제협력 / 무
역(공업소유권) / 농림수산 / 교통운수

3차 1969.8.26-28
도쿄 국제정세 및 양국관계 일반 / 경제협력 / 무역 / 농수산 / 해운

4차 1970.7.21-23
서울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 / 양국 경제정세 / 경제협력 / 무역 / 재
무 / 농림수산 / 교통운수

1-2. 무역회담

1차 1965.3.11-27
도쿄

양국의 무역 검토 / 한국 1차 상품 수출(수입) 증대 / 보세가공무역 
/ 한국 상품의 개발수출(수입) / 현행 무역·금융(재정)·해운 세 협정
의 갱신 / 기타사항

2차 1965.12.15-18
서울

양국 무역의 동향 / 1차산품의 대일수출 증대 / 보세가공수출 촉진 
/ 개발수출 촉진 / 협정관계

3차 1966.4.21-26

6. 1965-70년, 한일 정부/민간 주요 상설 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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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4차 1967.7.13-14
서울

양국 무역의 리뷰 / 무역증진(무역, 보세가공무역, 개발수출, 관세) 
/ 무역증진에 관한 기타 문제(재한일본상사의 지위 /상사 과세 / 공
업소유권 / 밀무역)

5차 1968.5.7-10
도쿄

양국의 무역현황 / 무역균형 및 증진(1차산품, 기계류, 보세가공, 관
세) / 기타(공업소유권, 밀무역 방지, 주한일상 과세 및 지위, 기타) 

6차 1969.8.19-21
도쿄

무역현황 검토 / 균형무역 증진(1차산품, 보세가공, 개발수출, 관세) 
/ 기타(공업소유권, 기타)

7차 1970.6.24-26
서울

무역현황 검토 / 무역 불균형 시정(관세·비관세 장벽, 보세가공 원
자재부분 면세제도, 특혜안 관련한 대일수출) / 기타(대일수입제한, 
공업소유권, 일본영화 수입, 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주한일본 오퍼
상 등록, 연수생 교환, 마산 수출자유지역 투자 권장)

2. 민간
2-1. 합동경제간담회

1차 1966.2.18-23
도쿄 경제협력분과 / 산업기술분과 / 교역분과

2차 1967.3.14-15
서울 경제협력분과 / 산업기술분과 / 교역분과

3차 1968.2.13-17
도쿄 경제협력분과 / 산업기술분과 / 무역분과

2-2. 합동경제위원회

1차 1969.1.27-29
서울

국제경제동향 / 자본협력 촉진방안 / 농수산개발협력방안 / 산업협
력 추진방향 / 기술협력 구체화방안 / 무역 증진 및 불균형 시정방
안 / 무역제도 및 정책개선

2차 1970.5.15-16
도쿄 경제협력 / 산업기술 / 무역

2-3. 협력위원회
1차 1969.2.12-15

도쿄 정치 / 경제 / 문화

2차 1970.4.20-22
서울

정치(극동 및 아시아정세, 재일한인) / 경제(자본·기술협력, 무역불
균형 시정, 1970년대 경협방안, 기타) / 문화(세미나, 문학작품 번
역·보급, 문화교류알선센터)

2-4. 국회의원간담회
1차 1968.6.6-9

서울 양국의 안전 / 경제협력 / 재일한인 법적지위 / 간담회 운영방침
2차 1969.2.24-25

도쿄
아시아정세 일반 및 양국 안전 / 경제긴밀화 / 재일한인 / 간담회 
운영

3차 1970.9.2-5
서울

1970년대 아시아 평화와 양국 안전 / 기타 공동관심사(경제관계, 
재일한인 법적지위, 사할린 한인 귀환, 재한일본인, 문화교류)

2-5. 한일교역협의회
1차 1966.6.29-7.1

서울 1차산품 교역증진 / 가공무역 촉진 / 정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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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코노미스트 미팅
1차 1966.12.9-10

서울
한국경제의 현황과 개발계획 전망 / 전후 일본경제의 회고와 전망 / 
한일경제협력분야와 문제점 / 아시아경제협력권의 가능성 모색

2-7. 보세가공무역촉진회의
1차 1966.10.28-29

서울 정책제도 개선 / 교역증진협력(민간협의체 구성, 기술협력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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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수입화물 합계
계(A) 한국선(B) 일본선 B/A 계(A) 한국선(A) 일본선 B/A 계(A) 한국선(A) 일본선 B/A

62 840,199 274,597 565,600 0.33 960,779 491,560 469,219 0.51 1,800,976 766,157 1,034,819 0.48
63 1,020,300 308,643 711,657 0.30 1,460,850 560,329 900,521 0.38 2,481,150 868,972 1,612,178 0.35
64 993,518 482,386 511,132 0.49 639,970 598,760 41,210 0.94 1,633,488 1,081,146 552,342 0.66
65 1,179,200 461,621 717,579 0.39 1,175,071 1,063,671 111,400 0.91 2,354,271 1,525,292 828,979 0.65
66 1,190,699 553,251 637,448 0.46 1,553,444 1,338,049 215,395 0.86 2,744,143 1,891,300 852,943 0.69
67 1,427,085 758,968 668,117 0.53 2,172,917 1,816,179 356,738 0.83 3,600,002 2,575,147 987,861 0.71
68 1,494,174 856,136 638,038 0.57 2,309,786 1,990,187 319,599 0.86 3,803,960 2,846,323 957,637 0.75

수출화물 수입화물 합계
계(A) 한국선(B) B/A 계(A) 한국선(B) B/A 계(A) 한국선(B) B/A

1962 885 295 0.33 3,415 720 0.21 4,300 1,015 0.24
1963 1,233 323 0.26 5,040 886 0.18 6,273 1,209 0.19
1964 1,229 494 0.40 3,583 860 0.24 4,812 1,354 0.28
1965 1,604 475 0.30 4,366 1,326 0.30 5,970 1,801 0.30
1966 1,663 594 0.36 6,772 1,473 0.22 8,435 2,067 0.25
1967 1,786 751 0.42 9,732 2,144 0.22 11,523 2,895 0.25
1968 2,254 964 0.43 13,542 2,896 0.21 15,796 3,860 0.24

7. 1962-68년, 한일수송실적 (단위 : M/T)

출전 :《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V4. 자료)》‘한일간 수송실적’, 자료는 한국선주협회.
#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음.

8. 1962-70년, 국적선의 외항수송실적 (단위 : 1,000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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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2,890 1,198 0.42 17,109 3,777 0.22 19,999 4,975 0.25
1970 3,862 1,710 0.44 19,119 3,865 0.20 22,801 5,581 0.24

출전 : 1)1962-65년: 방일민간경제사절단, 1967《한일합동경제간담회 제2차 회의관계자료》149쪽. 자료는 선주협회. 2)1966-70년: 상공부, 1971
《통상백서》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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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합의내용 실천내용/교섭경위 문제점 대책 및 입장

가공
무역

·원자재 무환수출 
및 기재 대여, 케
이스별로 결정키로.

·역위탁가공에 의
한 재수출상품 원
자재 관세 면제는 
곤란하나 국내산업
과 미경합품목은 
검토 약속.

· 특 혜 관 세 제 도 는 
검토 중이며 실시 
시 한국 요청품목
을 충분히 고려키
로.

·양국 무역불균형
과 국제분업원칙에 
의해 부가가치분 
과세 문제 계속 교
섭 중이나 미결.

·없음.

·위탁가공 무환수
출은 케이스별로 
인정되나 기재 대
여는 없음.
·일본 업자들의 반
발 큼.

·업자들의 반발.

·일, 특관세 기본적 
태도로 1)공평부
담, 2)글로벌하게, 
3)잠정적 등 제시
하고 1차산품은 제
외 중.

·원자재 무환수출 
및 기재 대여 허가.
·가공무역 상호 이
익을 설명, 추진 
강력히 요청.
·양국 가공업자 접
촉으로 이해 증진.

·부가가치만 과세
를 강력 요청(각료
회의에서 정치적 
해결 모색).

·특관세 세계적 추
세 설명, 강력히 
요청.
·KR 등 결의 실천 
요청.

1차
산품
수출
증대
및

개발
수출

·김(2-1.5원 인
하), 오징어(1만에
서 3만 피클 수입
할당 증대).
·개발수출·계약재배
에 대해 일, 미경
합품목 조사 후 협
조 약속.

·생우·백합·절임류 
등에 관해 수산청
장회의(도쿄)에서 
협의, 조사에 착수.

·개발수출에 대한 
아국 준비태세 미
비.
·국내업자의 과도
한 경쟁 지양.

·1차산품이 대일수
출 80% 점하고 있
으므로 무역회담 
통해 계속적 교섭 
추진.
·OO
·포장 개선.

관세
인하

·3차 무역회담 시 
김(매당 2원을 1.5
원으로), 어개류
(20%에서 15%
로), 성게 젓(7.5%
로).

·일, KR 과세 인하 
교섭 시 아국 요구 
13개 품목은 자국 
연안어업과 중소기
업 육성 이유로 난
색.
·대일수출 80%가 
1차산품이라는 점.

·KR, UNCTAD 등 
국제회의를 통한 
관세인하 단체교섭 
강화.
·무역회담 통해 교
섭.
·상호 환경정리 대
상품목에 포함.

인력 
진출

·유휴노동력의 진
출에 대한 각종 제 ·없음. ·일본 노동자들 반

대
·계속 교섭.
·연수생 명목으로 

9. 1968년 2차 각료회의 전, 무역관계 주요 쟁점의 현황



295

한철폐 요구(검토 
약속). ·국내 정치적 문제 노동 진출 기도.

일
대한
투자

·없음.
· 일 상 ( 실 업 인 ) 은 
사양화 노동집약산
업 투자열(?) 강함.
·투자조건 유리(?)

·일·정에서 수출자
본에 대해 과세.
·직접·공동투자 견
제해 조세협정과 
거래 모색.

·조세협정 전이라
도 수출자본재에 
대한 과세면제 요
청.
·조세협정 시 교섭.
·투자안내소 설치.

출처 :〈(외무부)통상국-아주국〉(1968.6.19)《한일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 6권(V.3 사전준비자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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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대일차별 현상(69.4) 종래 경위날짜 차별지역 표현 對日 對기타지역

기계류 
등의 

수입제한

인쇄용 잉크
도자기제품 가정용품 등

철강壞
鋼片(대소)

厚강판, 中강판
철강제 가정용 스토브 등

기계류·수송기기류
잡제품

68.11.29

‘심한 입초국’(연
간 수입액이 수출
액의 2배 이상에 
차액이 2,500만$ 
이상인 국가)

자동승인품목이라
도 장관의 사전승
인 필요

외환 한도에서 
허가

67.1, 기계류의 대일수입제한 실시
67.9.5, 5품목 추가
67.10.16, 및 11.28 종래의 제한을 
대폭 완화

일람불
L/C 

방식에 
의한 

수입담보
적립율

기본관세율 50% 이상 
품목(및 이하에서도 
비필수품·사치품) 69.1.9

‘특정지역’(표준항
해일수 10일 이내
의 지역에서 무역
비율 1:2 이상, 
차액이 2,500만$ 
이상인 국가)

L/C 금액의 
200% 150% 종래 L/C의 담보적립율은 글로벌 

100%
68.7.9, 기본관세율 50% 이상의 품
목(및 이하에서도 비필수품·사치품 
포함)에 대해 글로벌 150%

기본관세율
30-49% 품목 150% 100%

연불(D/A
·D/P) 
방식에 
의한 

수입담보
적립율 및 

기간

D/A

적립율 68.12.31

‘표준항해일수 10
일 이내의 지역’

30% 10% 68.7.9, 글로벌 10%

기간 종래부터 90일까지, 연장 
불가 120일

종래 90일(최장 150일) 이내의 수
입은 포괄동의사항
67.8.16, ‘표준항해일수 10일 이상
의 지역’에서의 수입에 한해 2/3의 
연장 즉 최장 150일까지의 연장은 
포괄동의사항

10. 무역에 관한 대일차별조치 일람표(1969.4.16, 외무성 경제국 아시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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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적립율 69.1.9 ‘특정지역’ 50% 5% 68.7.9, 글로벌 5%
68.12.10, ‘특정지역’만 30%

外貨建
단기수입

금융

수입마진적립율
융자한도

67.7.20 ‘표준항해일수 10
일 미만의 지역’

L/C 개설 시 30%
B/L 도착 시 40%
수 입 手 形 금 액 의 
30%

10%
10%
80% 66.12, 제도 창설 시는 차별적 취급 

없었음융자기간 手形기한 도래일
로부터 2년 2년 반

융자액의 50% 이상을
회수하는 기간 1년 이내 1년 반

원화建
단기수입

금융
융자기간 ‘표준항해일수 10

일 미만의 지역’
융자일로부터 90
일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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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日韓長期経済協力試案」(1970.4, 矢次一夫)
  
‘사고방식으로서’
  一. 1970년대 일본과 한국은 금후 10년간을 일단의 공동목표로 하면서 상호협력
을 통해 발전 향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의 제 점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1. 일본경제는 70년대에도 고도발전을 해나갈 것인 바, 발전 과정을 통해 한국경제
의 발전에 필요한 일본의 기술·자본의 협력 등에 대해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의 문제.
2. 특히 일본이 금후에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산업, 예컨대 철강·알루미늄·석유·
석유화학·조선·전자공업·플라스틱 등의 경우 연안토지이용, 공해대책 등의 관계상 일
본 국내에서는 차츰 발전한계에 부딪칠 것인데 일본은 그 타개를 위해 이미 노력 중
이며 앞으로도 일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이러한 것들 중 한국이 분담한다
든지 일한협력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 희망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
성이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3. 한국은 보세지역 및 자유항지역을 보다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보다 탄력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럼으로써 보다 부드럽게 일본제품의 제조가공을 담당한다든지 또
는 합변형식을 취하든지 하여 노동력의 활용이나 기술의 고도화를 습득함으로써 한
편으로는 한국경제의 발전 충실을 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한무역의 불균형을 시
정할 것을 연구해보는 것은 어떤가.
4. 일한의 방적이나 섬유제품의 생산·가공·수출에 대해 상호 분야협정 또는 그에 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의 가능성을 연구. 아울러 일본으로서는 자본·노동력의 보다 
유효한 활용을 위해 섬유 이외의 특정산업, 특히 초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과 
소위 ‘분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연구.
5. 일본은 종래의 제 정책에 더해 한국으로부터 보다 계획적으로 김·수산품·농산품·
축산품·사료 등의 수입을 촉진할 가능성, 및 방법을 검토. 일례로 김 등 한국으로서
는 대일수출품으로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이나 일본 동종업계의 저항으로 항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과감하게 양국 업자들에 의한 ‘장기(예컨대 5개년)생산협정’
을 체결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없겠는가. 또 수산·농산·축산 등의 제 사업도 오늘날
은 과학기술의 현저한 발전에 의해 점차 공업화 경향을 띠고 있음에 비춰 양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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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변’형식으로 이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각해볼 수 없겠는가.
  二. 양국의 통상무역 이외에 소위 ‘분업과 협업’을 촉진시킬 목적을 갖고 가공무역
을 크게 진흥시키기 위해 가칭 ‘일한가공무역진흥공사(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어떤가.
  三. 일본의 경제계는 한국을 단순한 상업이윤 획득대상으로 하는 단계에서 ‘합변형
식’에 의한 장기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근래 점차로 현저해지고 있다. 여
기서 일한 양국은 1)양국 당사자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함께 (전기한 가공무역공사 등을 1안으로 함) 2)들리는 바
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합변회사’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를 엄금’하는 입법을 제정했다
고 하니 일본 업자가 한국 업자와 ‘합변회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노동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처리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하는 것은 물론 복리후생
시설 등을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다든지 노사협력체제를 검토할 것.
‘진행방식에 대하여’
  一. 앞과 같은 ‘구상’을 하나의 실마리로 하여 양국의 전문가에 의한 토의 검토기
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쌍방의 본 위원회가 새롭게 본건 담당 특별위원회를 설치
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각각 연락을 긴밀히 하면서 정부관계기관도 이끌고 민간의 중
지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안이 나오면 정부에 건
의하여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 베이스에서 각각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二. 요는 우선 일한협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국의 유식층이 공통의 인식
과 이해를 갖고 이것을 광범하게 증진시키는 것이 이 기획활동과정을 통한 제1단계 
목표이며 그런 후에 구체화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강해 극히 겁이 많은 것이므로 일본의 자본이 한국사업과 ‘합변’하여 협력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상호신뢰에 의한 안도감이 중요하니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三. 이러한 과정으로 양국 경제의 장기협력체제가 점차 가능해지고 발전하게 되면 
소위 ‘아시아적 EEC’의 모델 사례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제1보라는 의
미로 한국에서 제철건설지구로 결정된 ‘포항’ 이남과 일본의, 예컨대 돗토리(鳥取)·야
마구치(山口)에서 기타규슈(北九州)·오이타(大分)의 일부 등 지구로 가칭 ‘협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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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하여 양국 협력의 ‘모델 지구’로 해보면 어떠한가. 그 경우에도 경제협력의 
대상은 오사카(大阪)나 나고야(名古屋)가 주력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따라서 본인이 지금 지적한 일본 측 지구는 원래 시코쿠(四国) 지역과 
함께 ‘간사이(関西)경제권’에 속하는 곳이므로 편의상 ‘계획중점’의 의미로 이해해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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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안건 60차-63차에 관한 서류》(BA0138630, 총무과, 1967)
《경제장관회의(제27, 29, 30차)》(BA0138779, 총무과, 1968)
《경제장관회의(제13차)》(BA0138798, 총무과, 1969)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무상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관계서류철》(BA0140006, 대외경
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무상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관계서류철》(BA0140007, 대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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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무상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관계서류철》(BA0140008, 대외경
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무상자금잡철》(BA0140094,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유상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 설명자료》(BA0140000, 대외경제
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유상자금 제1차년도 실시계획관계》(BA0140002, 대외경제국 국
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유상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관계철》(BA0139998,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PR관계자료》(BA014010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591VK-596(60595)》(BA0140016,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자료송부》(BA014009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자료송부》(BA014009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원자재 제1차년도 Category Item별 인증액》(BA0140095, 대외
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대통령각하보고서》(BA0140569,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보고서대통령각하》(BA014183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9)
《보고서대통령각하》(BA0141832,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9)
《전문철(Outgo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75, 총무과, 1966)
《전문철(Outgoing)2(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76, 총무과, 1966)
《전문철(Outgoing)원본(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77, 총무과, 1966)
《전문철(Outgoing)No.1(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78, 총무과, 1966)
《전문철(Outgoing)No.2(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79, 총무과, 1966)
《전문철(Cable incom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81, 총무과, 1966)
《전문철(Cable incoming)(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BA0139982, 총무과, 1966)
《전문철Cable incoming》(BA0140576,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전문철Incoming2》(BA0140578,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전문철Incoming No2》(BA0140580,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전문철(Cable outgoing)》(BA0140574,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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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전문철》(BA0140577,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Cable(Outgoing)전기철(1)》(BA014057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전문(원본)Cable(incoming)No.1》(BA0141402,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1968)
《안건철》(BA008443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65)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관관계철》(BA0147078, 재무부 재무정책국 자
금시장과, 1966)
《협정차관2》(BA014353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6)
《일본원조정책 관계자료》(BA0143530,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대일상업차관의 실행스케쥴 협의결과보고》(BA014060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어협관계》(BA0140451,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외자도입(청구권자금)》(BA0139540, 총무과, 1967)
《외자도입(청구권자금집행)》(BA0139465, 총무과, 1968)
《일본의 대외경제협력 보고서》(BA0143000,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인증요청액 총괄》(BA0140523,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7)
《청구권 제2차년도 관계철》(BA0147095, 재무부 재무정책국 자금시장과, 1967)
《업무연락》(BA0141382,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1968)
《1-4차년도 불완통계와 4차년도 명세》(BA0141819,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9)
《청구권자금백서관계》(BA0141827,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69)
《일본정계투자허가현황》(BA0142275,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71)
《한일경제협력관계자료》(BA0142307,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71)
《대일경제협력현황》(BA0142509,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72)
《청구권자금집행상황》(BA0142492,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1972)

  (5) 대통령비서실 문서
〈한일잠정해운협정(안) 검토 보고〉(1966.3.8, 신동식)
〈한일해운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의 문제점과 대책〉(1966.11.7, 신동식)
〈기계공업의 실태조사와 육성대책〉(1968, 김동수)

  (6) 국무회의기록
《국무회의안건철(제14회-18회)》(의안번호 제177호)(BA0084460, 총무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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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안건철(제34회-37회)》(의안번호 제461호)(BA0084466, 총무처, 1966)

  (7) 정부간행물·연감 및 기타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무역연감》(한국무역협회),《산은조사월보》(한국산업은
행),《조사월보》(한국은행)
경제과학심의회, 1970《1970년대 일본경제의 전망에 입각한 한일경제협력방안》
경제기획원, 1971《경제협력의 개관 1971년》
―――――, 1976《청구권자금백서》
―――――, 1982《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경제기획원 20년사》
국가기록원 편, 2006《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 1961~1963(상)》
국제경제연구원, 1977《국제경제 30년사》3(경제협력)
대한민국정부, 1965《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 1965《한일회담 합의사항》
방일민간경제사절단, 1967《제2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 보고서(1967.3)》
―――――――――, 1967《한일합동경제간담회 제2차 회의관계자료》
―――――――――, 1968《제3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 보고서(1968.2)》
상공부, 1965《기계공업육성방안》
―――, 1971《통상백서 1971》
상공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87《수출자유지역 15년사, 1970-85》
산업은행 조사부, 1963《외자도입 : 이론·관계법령 및 절차의 해설》
―――――――, 1970《경제협력의 실적과 과제》
―――――――, 1970《피어슨 보고서》
서울대 상대 한국경제연구소, 1969《수출 진흥을 위한 일본경제 연구》
아세아경제연구소, 1974《한국경제와 일본의 경제협력》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한일관계자료집》1-2, 고려대학교출판부
외무부, 1971《60년대의 한국외교》
―――, 1979《한국외교 30년》
原覺天 저, 한국은행 조사부 역, 1970《한국경제의 기적 : 고도경제성장과 한일경제협
력》
재무부·한국산업은행, 1993《한국외자도입 30년사》
특허국, 1968《특허국 연보(195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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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978《특허청연보》
―――, 1997《특허청 20년사》
한국경제인협회, 1966《방일 민간경제사절단 종합보고서 : 제1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
―――――――, 1966《민간경협의 방향과 전망》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68《한국기계공업총람 1968년도》
한국무역협회, 1972《한국무역사》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0《국제분업화체제 방안 : 한일경제협력체제 고도화와 재편성》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7《한국해운 60년사》한국선주협회
한일경제공동조사단, 1965《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한국생산성본부
한일경제위원회, 1969《제1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보고서》
―――――――, 1970《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보고서》
―――――――(무협), 1970.5《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무역분과회의자료》
―――――――(상의), 1970.5《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산업기술분과회 의제 및 
참고자료》
―――――――(무협), 1970.11《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무역분과회의자료》
―――――――, 1971《제2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보고서》

  (8) 회고록 및 구술기록
김동조, 1986《회상 30년 한일회담》중앙일보
―――, 2001《냉전 시대의 우리 외교》문화일보
김립삼, 2003《초근목피에서 선진국으로의 증언》한국경제신문
김영주, 2004《외교의 경험과 단상》인사동문화
김용식, 1987《희망과 도전 – 김용식 외교회고록》동아일보
―――, 1993《새벽의 약속 – 김용식 외교 33년》김영사
김정렴, 1990《한국경제정책 30년사 - 김정렴 회고록》중앙일보
―――, 1997《아, 박정희 - 김정렴 정치 회고록》중앙M&B
남덕우, 2009《경제개발의 길목에서》삼성경제연구소
박충훈, 1988《이당 회고록》박영사
배의환, 1992《보릿고개는 넘었지만》코리아헤럴드
양윤세·주익종, 2017《고도성장 시대를 열다》해남
오재희, 2014《한국외교와 외교관》(이원덕 면담), 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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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1992《대통령을 그리며》고려원
황병태, 2011《박정희 패러다임 : 경제기획원과장이 본 박정희 대통령》조선뉴스프레스
―――, 2014《한국외교와 외교관》(정재호 면담), 국립외교원

 2) 일문

  (1) 잡지
《経団連月報》,《経済評論》,《国際金融》,《世界》,《世界週報》,《エコノミスト》,《月
刊社会党》,《日韓経済協力会協会報》,《朝鮮研究》,《朝鮮研究月報》,《朝日ジャーナル》,
《中央公論》,《コリア評論》,《現代の眼》

  (2) 일본 외무성 공개 한일회담 문서(자료집)
《韓日會談 日本外交文書》1-103(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2010) (일
부)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문서
《日韓関係 (第2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48)
《日韓関係 (第2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49)
《日韓関係 (第2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50)
《日韓関係 (第2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51)
《日韓関係 (第3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54)
《日韓関係 (第3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55)
《日韓関係 (第3回日韓定期閣僚会議)》(2010-3956)
《日韓関係 (第4回日韓定期閣僚会議(1))》(2010-3959)
《日韓関係 (第4回日韓定期閣僚会議(2))》(2010-3960)
《日韓関係 (日韓協力委員会)》(2010-3952)
《日韓関係 (日韓要人会談)》(2010-3953)
《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2010-3991)
《第1回日韓貿易会議 / フォローアップ》(2010-3993)
《日韓経済案件 / 第2次日韓貿易会議》(2010-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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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経済案件 / 日韓貿易(韓国産水産物》(2010-3999)
《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2010-4000)
《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 / 対日輸入規制問題)》(2010-4001)
《日韓経済案件 (日韓貿易)》(2010-4002)
《日韓経済案件 / 第3次日韓貿易会議》(2010-4004)
《日韓経済案件 / 日韓済閣閣僚懇談会》(2010-4006)
《日韓経済案件 / 日韓貿易諸案件》(2010-4008)
《日韓経済案件 / 日韓経済閣僚懇談会》(2010-4009)
《日韓経済案件》(20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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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s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and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in the 1960s

Shin, JaeJo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negoti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the 1960s 
regarding the use of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대일청구권) and the problem 
of trade imbalance. It sought to illuminate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how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which had not been agreed upon 
during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한일회담), were repeated in 
negotiations and had an impact on economic exchange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two countries that caused pain or 
received pain of 35 years of colonial rule, signed a treaty an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20 years after the defeat or liberation. In the 
beginning of a new relationship, it was necessary to face the past and to 
liquidate it properly, based on mutually agreeable historical awareness. 
Unfortunately, however,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out narrowing their view of the past. The 1965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한일협정)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Korea-Japan relationship, 
which ended the past, but it was also the second starting point of the old 
conflict that had already been seen in the last 14 years of tedious talks.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stem from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Thus, 
the 1965 treaty(한일협정) that dealt with it was a measure of how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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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ttempted to resolve the issue of colonial rule. However, the 
paradoxical conclusion of the 1965 treaty that "to solve the problem of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and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to provide grant, 
government and commercial loans, paradoxically made this issue a symbol of 
both countries' failure to settle the past.
  Despite the complaints and regrets,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came an opportunity to stimulate economic exchanges which were extremely 
limited in the 1950s. There was a lot of rhetoric and ruckus, but anyway,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were executed for 10 years, and commercial loans 
were introduced at a much larger scale and speed. Since around 1970, Japanese 
capital's direct and joint venture investment had started to come in.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Japan had just become 
the seed money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had entered into the 
high-growth stage by establishing the second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promoting the export-led policy in earnest.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e research trends and social evaluation 
of this area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965 treaty(한일협정). In 
other words,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studies that focus on the 
cause, process or historical aspect of the agreement, and evaluation is often 
based on that basis. On the other hand, it can not deny the tendency to focus 
only on the results and outcomes of funding and exchanges in the studies on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bout since 1965, including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The evaluation of related books reflect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Namely, it is that although there was a limit to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by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한일회담), 
but there was also a positive aspect that supported the economic growth with 
the claim money. However, this is not a neat explanation.
  This paper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ound 1965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imple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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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in that it had an extremel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1965 treaty
(한일협정) and started with it. In other words, as the terms of 'Property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청구권 및 경제협력) symbolize, the failure to narrow 
the perception of the past in the talks(한일회담) did not end with the 
confrontation in the conference(한일회담). After the talks, differences in 
perceptions also existed in the actual exchange of the two countries, the 
enforcement of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and the trade negotiations, and it 
continued to spread in various forms of confrontation.
  In short, this paper intends to illuminate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how 
the different perceptions and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which were not 
covered by the negotiations(한일회담), were repeated and influenced in 
economic negotiations and exchanges. This is primarily to see how the outcome 
of the 1965 treaty(한일협정) that have not saved the history of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was reflected in the exchange. Furthermore, it can be a 
basic task to explore more variously the role of the Japan-Korea economic 
relationship in the growth phase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this, it tried 
to grasp the meaning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hen the 1965 treaty(한일협정) fail to properly settle the problem of 
Property claims(대일청구권), it was not limited to the amount of funds or 
nominal issues.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two governments, which had 
not reached an agreement in the talks, became to be repeated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 financing and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s(trade 
imbalance). However, as in the case of the 1965 treaty(한일협정), the two 
countries colluded based on economic logic. This was the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Japan-oriented system for the Korean economy without any 
improvement in the trade imbalance. The meaning of the Property claims(대일청
구권) and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is period 
should be searched from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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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抄錄 ]

1960年代、韓国の対日請求権及び＇経済協力＇交涉 硏究
申載浚

ソウル大学校大学院
国史学科 (韓国現代史 専門)

  本稿は、1960年代請求権資金の使用と貿易不均衡の改善問題をめぐる韓日両政府の
交渉過程を考察した。韓日会談·協定で合意できなかった両国の異なる立場が、交渉で
どのように繰り返され、経済交流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に歴史的視点からの光
を当てることを試みた。
  20世紀前半、35年間の植民地統治で苦痛を与えた、もしくは受けた両国は、敗戦/解
放後からちょうど20年後の1965年には、基本条約・協定を締結して外交関係を樹立し
た。新しい関係を開始するにあたって、お互いが納得できる歴史認識に基づいて過去を
直視し、適切に清算すべきであった。しかし、残念ながら、両国は過去に対する全く異
なる視点を擦り合わせることなく、国交を「正常化」した。韓日協定は、いかなる形に
せよ過去に区切りをつけた現代韓日関係の出発点となったが、それと同時に14年間の極
めて困難な会談で見慣れていた、長きにわたる軋轢の第二の出発点でもあった。
  対日請求権は、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に由来する問題である。したがって、それを
扱った請求権会談・協定は、両国が植民地支配の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しようとしたか
を示すバロメーターとなる。しかしながら「請求権に関する問題を解決し、経済協力を
促進することを希望」して有償・無償資金や商業借款を供与するというあいまいな結論
によって、逆説的に、この問題は、両国が過去の歴史を清算できていないという一つの
象徴となってしまった。
　　しこりの残るものではあったものの、国交再開は、1950年代まで極めて制限的で
あった経済交流を活性化させるきっかけとなった。問題も多かったが、とにかく請求権
資金は協定通り10年間執行され、商業借款はそれ以上の規模と速度で導入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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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年前後には、日本の資本の直接・合弁投資まで入ってき始めた。請求権資金と対
日経済協力は、弟2次経済開発計画を立案したばかりで、本格的な輸出主導政策を推進
し、高度成長の入り口に立った韓国経済にとって、少なからぬシードマネーとなった。
　　本稿が注目したのは、この部分に対する学界の研究傾向や社会的評価が先の韓日会
談・協定締結までのそれとは異なる点である。つまり、上述のように、会談・協定につ
いては、植民地支配を正しく清算できなかった理由と原因、過程、すなわち歴史的側面
に焦点を置いた研究が多く、評価もそのようなベースで行われる場合が多い。一方、国
交正常化後の請求権資金をはじめ、両国の経済関係についての研究は、概して資金執行
と交流の結果・業績にのみ関心を注ぐ傾向があることを否定できない。関連概説書が、
韓日会談は過去の歴史の清算が不十分という限界があったが、請求権資金で経済成長を
支えたという肯定側面もあったと評価しているのも、これらの研究成果を反映したもの
である。しかしながら、これはどこかはっきりしない説明であるという考えがぬぐいき
れない。
　　本稿は、国交正常化前後の韓日経済関係が請求権会談・協定と極めて密接な関係を有
しており、それから開始するという点において、単なる「経済」関係として捉えるべき
ではないという考えから出発した。つまり、請求権及び経済協力という用語が象徴する
ように会談で過去の歴史認識の差を埋められなかったことは、単に会談の場での対立に
終わらなかった。会談後、両国の実際の交流、請求権資金の執行と貿易交渉などでも認
識のずれは潜在的に存在し、様々な形での対立として噴出しつづけた。
  要するに、本稿は会談・協定で合意できなかった両国の異なる認識と立場が経済交
渉・交流でどのように繰り返され、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るかに歴史的視点から光
を当てることを試みた。これは一次的には、請求権の歴史性を貫徹できなかった会談・
協定の結果が交流にどのように反映されているか調べるためである。さらには、韓国経
済の成長局面で対日経済関係が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たのか、、より多角的なアプ
ローチを模索するための基礎的作業にもなりうる。これを通し、国交「正常化」の意味
の考察を試みた。
  韓日会談で両国が請求権問題を正しく清算できなかったことは、単に資金額や名目に
限られた問題ではない。請求権会談・協定で擦り合わせられなかった両国政府の異なる
認識は、資金の執行および最も重要な経済懸案であった貿易問題において再三衝突と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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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をもたらした。しかしながら、両国は請求権会談の時と同じように、経済論理を前面
に出して、そのような認識の対立を後ろに押しやってしまった。貿易不均衡の改善の成
果なく、韓国経済の対日指向体制が確立されたのは、この流れの帰結であった。請求権
資金とそれが媒介したこの時期の韓日経済交流の意味は、このような点から探るべきで
ある。

キーワード : 韓日国交正常化, 韓日関係, 韓日経済関係, 韓日協定, 韓日会談, 韓日
請求権会談, 韓日経済協力, 対日請求権資金, 貿易, 借款, 投資
学籍番号 : 201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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