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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6년,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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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지난 20세기 한일 양국은 말 그 로 ‘가깝고도 먼’ 계 다. 1945년 해방으로 

양국의 식민지-피식민지 계가 끝난 지 이미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황은 

그때로부터 크게 벗어나진 못한 듯하다. 1965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계

를 개시한 이래 양국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제 방면에서 교류를 확 하고 우

호를 다져왔지만 계는 여 히 불안정하고 태 태하다.

태함의 근원은 1951년부터 14년에 걸쳤던 한일회담과 그 결과로서 1965년의 

한일 정이다. 회담과 정을 통해 한편에서는 요한 과제인 식민지 지배․피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연구과

제명: 1965년 후 일청구권자  사용계획과 기 집행양상). 한 이 논문은 필자의 

학 논문(2019.8) 3장 일부를 토 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 습니다.

** 서울 학교 국사학과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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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계의 청산 문제가 어물쩍 넘어갔고, 다른 한편에서 양국 계는 정치․경제

부터 실질 인 수 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두 층 가 교차한 1965년 

후를 되짚어보는 것은 한일 계의 오늘을 이해하기 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1965-66년,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자  사용구상과 그것을 집행하기 

한 일교섭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구권자 은 한일회담1)에서1)양국이 첨

하게 립했던 의제다. 자연 지 않은 학계의 연구가 축 되었다.2)2)다수의 연

구들은 회담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분석하거나 는 사후 인 집행실

을 살펴보았다. 다만 회담 타결 후부터 청구권자 을 실제 집행하기까지의 과

정은 아직 빈 구석이 많다.

잘 알려졌듯 한일 정은 1965년 6월에 체결되어 12월에 비 -발효되었다. 그

러나 청구권자 은 수교 후에도 근 5개월간 집행되지 못했다. 첫 해 어느 정도

의 규모로 어떤 물자들을 도입할지를 두고 양국의 립, 힘겨루기가 상 외로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한일회담 타결로 청구권의 명목과 총액, 략 인 사용방

식 등은 정해졌지만 구체 인 도입물자의 종류와 액수 등은 매년 양국의 의를 

거쳐야 했다. 자 의 실제 집행추이에 주목한다면 청구권 문제는 1965년 6월에 

1) 회담 반을 다룬 주요 연구들로는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 : 일본의 후

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학교출 부; 高崎宗司(김 진 옮김), 1998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太田修(송병권․박상 ․오미정 옮김), 2008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선

인;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일정책과 한일회담 개과정�, 선인; 장박진, 

2009 �식민지 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14 �미

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 역사공간; 吉澤文寿, 2015 �日韓会談 

1965�, 東京: 高文硏 등을 참고.

2) 청구권 문제에 해서는 박동철, 1995 ｢청구권 정 1: 한일 국교정상화와 청구권 자 ｣ �한

일 정을 다시 본다�(민족문제연구소 편), 경인문화사; 조수종, 1996 ｢ 일청구권자 이 

기 한국경제의 발 에 미친 향｣ �한국동서경제연구� 7; 김정식, 2000 ｢ 일청구권자

의 활용사례 연구｣ � 외경제연구� 9; 박태균, 2005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

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 이 진, 2008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 

�동북아역사논총� 22; 한상일, 2010 ｢제5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국민  일본학연구소 편), 선인; 정 훈, 2011 ｢ 일청구권자 의 

도입과 포항제철의 건설｣, 한양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조성원, 2015 ｢ 일청구권자

과 한국 경제개발｣ �한일 계사 1965-2015� 2(김도형 외 공편), 역사공간; 유의상, 2016 

� 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역사공간.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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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때부터 두 번째 국면에 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고는 바로 이 두 번째 국면의 앞 시기를 주목했다. 박정희 정부가 청구권자 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구상이 일교섭에서 철 는 굴 -변

형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당시 정부는 정 조문의 해설에서 “무상 3억 불의 상사업 선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의 없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3)3)정말 그러했는가? 이

미 당 에 “ 후피해배상인 일청구권자 은 한국이 의도하는 자본을 도입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자 사용과정에 있어서 무나 까다롭고 인색한 면을 보여주

고 있다”는 비 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이 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것은 

자  사용의 주도권이 어느 편에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한 것이며, 이른바 血

債로서 청구권자 의 성격을 논하는 것과도 무 하지 않을 것이다.

2.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자  사용방안 구상 

한일 정 체결 직후 정부는 일기본정책  비  후 취해야 할 조치들을 

검했다.4)4)청구권 정을 시행하기 해서는 국내 으로 자  리․운용을 한 

제 기구와 법령을 정비하고, 일 계에서는 구매사 단 설치  거래은행 지정

과 같은 각종 미합의사항에 한 실무 의가 필요했다.

여러 후속업무 에서도 청구권에 한 가장 요한 과제이자 세간의 심이 

집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 의 용처, 즉 사용방안이었다. 이것은 血債로 불린 

청구권의 성격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자 의 규모를 감안하면 큰 틀에서 경제개

발정책의 성격․방향과도 무 하지 않은 문제 다. 때문에 정부 내부 으로는 

이미 정이 체결되기 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정부는 일 감치 경제  타당성

3) 한민국정부, 1965 � 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정 해설�.

4) ｢한일 제 정에 한 국회 비 동의 후 취하여야 할 조치(안)｣(1965.7, 외무부 동북아과) 

�한일회담 청구권 련문서� 87(2004 한국학술정보), 25-42면. 이하 이 자료집은 �청구권

련문서�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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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해 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  균 혜택원칙은 자  사용의 제 다.5)5)

6․3항쟁으로 인한 단기간을 거쳐 1965년, 회담이 막바지에 달하자 사용방

안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연 사회  심도 높아졌다. 2월에 한 일간지는 경제기

획원(이하 기획원)에서 3월 말로 정된 한일청구권분과  재개에 비해 경제

과학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6)6)  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자 의 비  사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7)7)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통신․항만․水電 등 사회간 자본 투자를, 심

의회의 측은 비료․제철․화학 등 규모 공장 건설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고

층은 정치 ․ 시  효과를 노려 규모 사업이나 공장 건설을 주장한 반면, 

실무진들은 국제가격과 비교 용이하고 거리 계로 값싼 원자재를 수입해 충자

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차 사업용 내자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트 등

의 자본재는 가격조정면에서 수입자인 한국이 불리한 반면, 구매  사후 리과

정에서 일본의 발언권과 국내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다.

이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다른 자료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

부 안 에서 여러 의견이 거론되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는 에서 흥미로운 내

용이다. 기사에 나타난 정부와 심의회의의 견해 차이는 크게 보면 공공성이 강

조되는 사회간 자본과 상 으로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는 기간공장의 구도로, 

 정부 고 층과 실무진의 이견은 자본재와 원자재의 구도로 별할 수 있다. 

뒤에 서술하듯 기간공장과 같은 규모 로젝트는 일본정부가 선호한 용처이기

도 했다.8)8)

5)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B안｣(1963.12.10., 경제기획원) �청구권 련문서� 42, 

162-189면.

6) 1964년 2월에 발족한 헌법기 으로 국민경제 발 과 이를 한 과학진흥 련 요 정책

수립에 한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통령 자문에 응하기 해 설치되었다. �매일경제신

문� 1968.1.31. 

7) �동아일보� 1965.2.27.

8) 한편 일본정부도 한경제 력의 구체  시책을 비하면서 ‘자 ’의 용처를 나름 로 검

토했다. 무상의 경우 한국의 희망이 요하다고 하면서도 서울․부산 등의 슬럼가를 일소

할 주택 건설과 같은 사회후생시설과 사회기반(Infra Structure) 정비(자본재), 민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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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을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 사용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 할 수 있고 국민소득의 속한 증가와 

국민경제 자립화 기반구축사업에 투자. 둘째 시설재(자본재)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원자재와 기계류도 도입. 셋째 기념이 될 만한 단  사업에

도 일부 투자. 넷째 국내 생산 물자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입하지 않음. 다섯째 가능한 한 국내 기술진을 최 한 활용. 여섯째 물자 수송

은 원칙 으로 국내선박을 이용. 이상의 6원칙이었다.9)9)

다음은 유․무상 자 별 사업부문이다. 같은 시기, 공화당에서 사업별 자 배

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무상은 다목  , 철도, 기술진흥사업과 수산용 원자

재  산업기재 등으로, 유상은 제철․공작기계․비료공장과 수력발 , 외항선박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 이것은 기획원의 의 이 반 된 안이기도 했다. 무상

에서는 원자재 비 이 거의 반에 가깝고, 비비로 남겨둔 액도 상당했다. 

여러 부문이 나열된 무상은 별다른 특색을 찾기 어려운 반면, 유상은 규모 기

간공장 심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표 1> 청구권자  사용방안(1965.4, 공화당) 

(단  : 1,000$)

부문 액 부문 액 부문 액

무상

(3억$)

어업 진기지 1,000 수산용 원자재 30,000 다목  18,000

설선 6,000 철도건설 10,000 산업기재  원자재 145,000

기술진흥사업 10,000 비비 30,000 청산계정 변제 50,000

유상

(2억$)

제철공장 38,000 공작기계공장 12,000 비료공장 40,000

수력발 65,000 송배 시설 10,000 외항선박 35,000

출  : �동아일보� 1965.4.20.

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울 세어민용 자재  각종 원재료(원자재), 농업 증산을 한 기

술지도와 기재(기술 력) 등을 자국의 희망분야로 제시했다. 유상은 철도․ ․발 소․

제철소․비료공장 등 한국경제 안정과 고용증   수출 진에 기여할 기간산업 로젝

트에 을 두어 활용한다는 게 외무성의 복안이었다. ｢韓国に対する経済協力政策｣

(1965.4, 外務省 経済協力局) �韓日 談 日本外交文書� 78(2010 국민 학교 일본학연구

소․동북아역사재단). 이하 이 자료집은 �日本外交文書�로 인용.

9) �경향신문� 19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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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용기조는 확정되기 , 10월 이후 한 차례 큰 변동을 겪었다. 박정희 

통령은 장기  기획원장  겸 부총리 등으로부터 정부-여당 1안을 보고 받고, 

지나치게 사무 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각 부처 요구를 나열한 것

에 불과한 인상으로 농어민과 소기업  육성을 한 획기 인 비 이 없다

고 지 했다. 이어 기획원(안)과 원용석 무임소장  심의 별도 안(이하 원

(안))을 마련해 각각을 비교 검토, 하나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10)10)

이에 11월 2일, 청와 에서 통령 주재로 사용방안에 한 당청 연석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원(안)이 논의되었다. 이 안은 무상 3억 1,930만$, 유상 2억$, 

상업차  3억$, 총 8억 1,930만$  이에 부수되는 내자를 724억 원으로 계상

했다(표 2).

<표 2> 청구권자  사용방안(원(안), 1965.11.2)

부문 무상 재정차 상업차 계(100萬$) 내자(10 원)

농업 53.8 11.4 65.2 17.4

수산 44.0 91.0 135.0 15.0

소공업 50.0 50.0 10.0

다목  45.8 45.8 15.0

기타 15.7 87.4 93.1 196.2 15.0

원자재 160.1 160.1

비비 16.8 104.5 121.3

청산계정 45.7 45.7

합계 319.3 200.0 300.0 819.3 72.4

출  : �경향신문� 1965.11.3.; �동아일보� 1965.11.3. 원 표의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은 
편의상 생략.

# 기타의 자 별 사업부문은 무상: 송배변 시설(10.0), 제주도․지리산개발(0.7), 과학기
자재 도입(5.0), 유상: 항만 건설(3.4), 철도 건설(20.0), 선박도입(64.0), 상업차 : 종합기
계공장.

원(안)은 기획원이 주도한 정부-여당 안과 크게 다르다. 우선 무상은 농업과 

10) �동아일보� 1965.10.12.; �경향신문� 1965.11.4. 1안의 내용에 한 별도의 설명은 없으나 

체로 <표 1>과 같은 것으로 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획원이 주도한 사용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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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특히 농업에는 약 5,400만$가 배정되었는데 원

자재와 청산계정 상쇄분을 제외한 자본재의 반에 가깝다. 앞의 표 1에서 농업

이 사실상 방기되었던 것과 조를 이룬다. 유상의 변화는 더 극 이다. 표 1에

서 50%의 비 을 했던 주요 기간공장들이 모두 탈락했다. 기타 부문에 종합

기계공장이 유일하게 남았으나 재원은 상업차 으로 옮겨갔다. 신 소공업부

문이 새로 등장했고, 선박도입 다음으로 많은 5천만$가 배정되었다. 무상의 농

업과 유상의 소공업은 기존 안에서 배제되었던 부문들로 원(안)의 성격을 상

징 으로 보여 다.

련해 언론의 평가도 흥미롭다. 일간지들은 기획원(안)과 원(안)을 각각 

“2-3차 산업” 심의 안과 “농수산업과 소기업 등 1차 산업” 심의 안, 는 

“공업부문 육성 ”과 “농수산부문 치 ” 안으로 평가했다.11)11)한편 기간공장

의 포함 여부도 두 안의 차이인데, 이는 연  언론에 보도된 정부와 심의회의의 

립구도와 닮았다.

두 안은 사용기간도 달랐다. 구상 기 단계부터 기간 단축, 기 증액을 요

한 목표로 설정했던 기획원(안)과 달리 원(안)은 정문 로 10년 분할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첫 해에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2.5억$를 사용하겠다고 언명12)
12)

하기까지 했던 장기 이 특히 반발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다. 그는 원용석의 구

상은 하나의 평면 인 기 계획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입체  시안을 만들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입체  시안이란 다름 아닌 무상을 3년 어도 

6년 내 쓰는 계획이었다.13)13)

한편으로는 원(안)에 한 언론의 갑론을박도 잇따랐다. 자 은 식민지기 희

생이 컸던 농어 과 소기업 육성에 치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민 당 

등 야당은 이에 더해 사회간 자본 확충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

11) �경향신문� 1965.11.20.; �동아일보� 1965.11.25.

12) �경향신문� 1965.9.15.

13) �동아일보� 1965.11.3.; �경향신문� 1965.11.4. 그는 정 체결 직후인 8월경 ‘자 ’을 10년

에 나 어 평면 으로 소화하지 않고 연간 2,500만$의 수입증가분을 담보로 국제 융자

본시장에서 신용공여를 받아 3년 이내 부 앞당겨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동아일보� 19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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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14)반면 비 인 목소리도 높았다. 그 가운데는 사용방안에 상업차 을 넣은 

것과 같은 계획 자체의 미비 이나 실  가능성에 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투

자효율 는 부가가치가 은 농수산부문에 을 둔 것을 부정 으로 보는 시

각도 지 않았다.15)15)

장기 과 원용석의 결구도가 주목 받고 막후에서 정일권 총리가 조정할 것

이라는 말이 도는 가운데 11월 말, 마침내 외자 5억 3,820만$, 내자 738억 원으

로 구성된 단일안이 발표되었다(표 3). 김  기획원차 보는 무상은 농수산부

문에 치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했으나 재원은 외자보다 내자로 치 했고, 그 

외에는 사회간 시설, 소기업  기계공업, 다목  , 송변배 시설, 제주도 

개발 등으로 분산했다고 밝혔다.16)16)원(안)과 비교하면 무상에서는 농업 배정액

이 어든 신 기타 부문이 약간 증액되었다. 유상에서는 소공업부문이 증액

되었다. 요컨  무상은 농수산, 유상은 소공업을 골자로 하는 체 인 항목은 

체로 원(안)을 용하되 기획원이 액을 다소 조정한 형태가 되었다.

<표 3> 청구권자  최종사용방안(1965.11.30.) 

(단  : 100만$)

14) �동아일보� 1965.12.27.; �경향신문� 1965.12.28.

15) �동아일보� 1965.11.3.; �경향신문� 1965.11.29.

16) �동아일보� 1965.11.27.

大부문 中부문 부문 무상 재정차 상업차 계 내자(10 원)

농업부문

부문 계 19.0 13.3 12.7 45.0 28.0

천후농업 7.5 7.5 15.0

농 기계화 진 11.5 11.5

수리간척용 설선 3.3 3.3

농산물처리가공시설 10.0 12.7 22.7

농사기 13.0

수산부문

부문 계 41.4 90.0 131.4 15.0

어항  어업 진기지 1.6 1.6 3.5

어선 건조  도입 27.5 77.9 105.4 3.2

연안어업시설 1.4

수산물처리가공시설 1.0 3.6 4.6 0.7

어로장비개량  공장 6.6 8.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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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 일청구권자 사용방안｣(1965.11.30, 원 무임소장 실) �청구권 련문서� 87, 266-289면.

시험연구  지도사업 4.7 4.7 0.2

수산기 6.0

소공업

부문

부문 계 90.0 16.1 106.1 8.5

소기업시설 개체  

확충
80.0 80.0

기계공업육성 10.0 16.1 26.1

소기업자 8.5

다목  

건설

부문 계 43.9 43.9 12.15

소양강 10.5 10.5 1.95

충주 20.6 20.6 2.4

안동 4.2 4.2 2.3

섬천 3.8 3.8 3.0

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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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철도용품 8.0 6.0 14.0

기타부문

부문 계 30.7 53.3 31.0 115.0 6.0

송변배 시설 10.7 10.7

선박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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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자재 도입
20.0 20.0

민간채권

보상
부문 계 1.0

원자재 부문 계 163.2 163.2

비비 부문 계 144.2 144.2

청산계정 부문 계 45.7 45.7

합계 300.0 232.6 300.0 832.6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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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년에 걸친 사용방안 논의는 이것으로 일단 매듭을 지었다. 국민균 혜택

이란 원칙 하에 논의는 큰 동 없이 잔잔히 흐르는 듯 했다. 그 지만 거의 

막 에 이른 1965년 10월, 박정희의 지시로 시작된 기획원(안)과 원(안)의 립

과 합수과정은 찰자의 길을 끈다.

우선 이상한 은 원(안)이 나오기 까지 공화당-기획원(안)(표 1)은 국민균

혜택이란 원칙을 잘 반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상에서 농업

부문 배정액이 었던 것과 유상을 기간공장 심으로 계획한 이 특히 그

다. 기간공장도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한다면 궁극 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 지만 일차 으로는 공장을 건설-운 할 민간 기업인들의 역할이 

시된다는 에서 원(안)의 농수산 는 소공업의 균 혜택 의미와는 분명 

다르다.

박정희가 기획원(안)에 퇴짜를 놓은 속내는 더 다각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가 ‘공업부문 육성’(안)을 포기하고 ‘농수산 육성’(안)을 선택한 것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군정 기 소  부정축

재 기업인들에 한 엄격한 처벌방침이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한 트 로 

우하는 것으로 선회했고, 그것이 사회 으로 큰 비 을 받았던 례가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상자 을 주요 기간공장 건설에 분배하는 

것은 공장별로 기업을 지정해 외자도입 등 건설을 한 제 편의를 지원한 부정

축재자 처리의 귀결 양상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 여러 여론이 있었다고는 하나 야당의 입장은 원(안)과 가까웠던 것도 의

식했을 것이다. 1964년과 65년, 두 차례 인 반 운동을 겪은 터라 더 그

다. 무상을 농수산부문에 치 하면서도 재원은 외자보다 내자로 돌린 최종방안

(표 3)의 조정형태는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정부의 입장이 완 히 농수산

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었다.17)17)

17) 심사과정에서 청구권자  사용방안이 농수산과 소공업부문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귀

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방향과 어떤 계가 있는지

에 해 내용을 보충해달라는 논평이 있었다. 필자도 극 공감하는 지 이다. 잘 알려졌

듯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최  경제개발계획은 균형성장론과 수입 체산업화 략을 

바탕으로 력․비료․제철 등 기간산업을 강조했지만 1962-63년, 내자 조달에 실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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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도(1966) 실시계획을 둘러싼 한일교섭

1) 1966.1-2, 총액의 삭감

청구권자 을 사용하기 해 남은 문제는 일본정부와의 의 다. 지불수권서

(A/P) 등 구매 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양식  1차년도 실시계획을 결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했다.

실시계획은 매년도 조달할 생산물과 용역을 열거한 목록으로 정에 따르면 

매년도 개시 까지 결정하도록 하되 첫 해는 정효력발생일(1965.12.18)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여유를 뒀다. 따라서 이 로라면 년도 실시계획은 1966년 2

월 17일까지 결정되어야 했다.  정은 한국정부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되 양국

의 의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했고, 그것은 일본의 공 능력을 과하거나 외

환의 추가부담을 지게 하지 않으며, 통상거래를 히 해하지도 않아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이것은 정부의 실시계획 작성에 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는 권한의 범

다. 그 지만 달리 보면 이들 조건을 수하는 한 계획 작성에서 한국의 주도권

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이 박정희 정부의 해석이었고, 실제 국

내에서는 정 내용을 그 게 설명․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상과 달리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정부는 9월경부터 우선 실무논의를 진행할 교섭단 견을 검토했으나 일본정

부의 소극 인 반응으로 거듭 미 졌다. 10월 , 주일 사  오재희 정무과장이 

서 1964년, 제철소와 종합기계공장 건설을 비롯한 수입 체산업화 략을 일정 부분 포기

하고 수출주도공업화에 방 을 두는 보완계획으로 선회하 다. 박태균, 2007 �원형과 변

용�, 서울 학교출 부, 4장 참고. 1965년 10월을 후한 자  사용방안의 변화는 외견상 

이 같은 1차 5개년계획의 수정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본문에서 인용한 신문기사 외에 정

부 내부 으로 방향 환을 감행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자료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문에 었듯이 자  사용구상에서 

일단 농수산과 소공업이 요하게 떠올랐지만 이것이 정부의 극 인 의지의 반 이

었는지에 해서는 회의 이다. 1969년 자  잔액의 부분을 포항종합제철 건설비로 

용한 것이 단 인 증거이며 소공업부문은 처음부터 제 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

은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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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구로타(黑田)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장을 만났을 때 구로타는 계 실무

자들이 바빠 본격 인 교섭은 11월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8)18)그러나 

11월에 최호  경제과장과 오재희 등 사  계자들을 만난 외무성 야스이(安

井) 경제 력국 배상과장은 12월부터 시작하자고 말을 바꿨다.19)19)결국 실무교섭

은 12월을 넘겨 시작되었고, 더 요한 실시계획 의는 그만큼 재차 렸다.20)20)

정부 내부 으로는 앞서 보았듯 11월 말까지 자 의 체사용방안을 완성한 

데 이어 일본정부와 의할 년도 실시계획을 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부

처(기획원․외무부․농림부) 회의를 거쳐 기획원에서 실시계획과 교섭자료를 작

성했다. 12월 29일, 외무부장차 과 김동조 주일 사, 안 호 주일공사, 원용석, 

김 , 기획원 우윤희 기획국장이 청와 에서 통령에게 보고-결재를 얻었다. 

단 실시계획의 내용은 기획원장 과 무임소장 이 연내 재조정 후 시행하라는 

구두지시에 따라 31일 기획원에서 수치를 재조정했다.

최종 으로 주일 사 에 달된 안은 총 셋이었다. 1안은 총액이 무려 1.5억

$, 2안은 1.2억$, 마지막 3안도 1억$ 규모의 계획이었다(표 4).

<표 4> 청구권자  1차년도 실시계획(안)(1965.12.31.) 

(단  : 1,000$)

18) ｢ 사 -외무부｣(1965.10.8.) �청구권 련문서� 87, 187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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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외무부｣(1965.11.9.); ｢ 사 -외무부｣(1965.11.18.); ｢청구권 계세

목교섭｣(1965.11.25., 사 -외무부); ｢ 사 -외무부｣(1965.11.30.) �청구권 련문서�

87, 249-251, 252-253, 260-262, 263-265면.

20) 일본 측은 1월 까지도 실시계획 논의에 소극 인 입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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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1.5억$) 2안(1.2억$) 3안(1억$)

무상
자본재

천후농업용수원개발 3,055 3,055 2,505

농업증산사업 5,221 5,221 5,221

수산진흥사업 3,497 3,497 3,497

어선건조  개량 12,371 12,371 12,371

송변배 시설 2,300 2,300 1,332

계 26,444 26,444 24,926

원자재 계 30,000 30,000 30,000



1965-66년,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구상과 대일교섭·441

출  : ｢청구권자  제1차년도 실시계획(안)｣(1965.12.31.) �청구권 련문서� 88, 7-17면.
# 이 계획(안)의 유․무상 사업부문은 앞에서 인용한 체사용계획(11.30)과 약간 다르다. 
무상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이 포함되지 않았고, 유상에서는 제주도개발이 빠진 신 기 도
입이 추가되었다.

정은 유․무상자 을 10년간 균등분할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 을 가  짧은 기간에,  가능한 집행 기에 다액을 도입하고자 했다. 그

러한 의지가 반 된 게 <표 4> 다. 정상 연간한도 0.5억$와 비교하면 1안의 

총액은 무려 3배, 3안도 2배이다. 정부의 조기사용 의욕이 어느 정도 는지 단

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기획원은 년도 실시계획을 처음 성안할 때 청구권자 을 6년 내 사용해야 

할 필요성부터 짚었다.21)21)여기서 강조된 것은 1967년부터 시작되는 2차 경제개

발5개년계획이었다. 즉 동 계획은 기간  약 9,200억 원의 투자를 필요로 했고, 

이 가운데 약 40%를 해외 축으로 계상했다. 청구권으로 계상한 액은 해외

축의 약 11% 다. 물론 국내 축의 비 이 더 높고 정부도 환율과 리 실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으나 내자동원능력은 단기간 격히 향상되기 어려우

므로 청구권이 요하다는 논리 다. 더욱 자  집행 첫 해인 1966년은 1차 5개

년계획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농업․사회간 자본 등에 투자함으로써 2차 계획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22)22)

21) ｢청구권자  1차년도 사용계획｣(1965.12.10., 경제기획원) � 일청구권자 계철 유상자

 제1차년도 실시계획 설명자료�(국가기록원 소장)(이하 記로 표기).

청산계정 계 4,573 4,573 4,573

합계 61,017 61,017 59,499

유상

소기업시설개체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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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18,400 12,600 5,100

수리간척 설선 3,300 2,200 2,200

重機 도입 12,200 6,600 6,600

합계 89,900 60,400 41,900

총계 150,917 121,417 1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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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심 더 시한 것은 경제  측면보다 정치  이유 다. 비  직  방

일했던 이동원 외무부장 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시나 에쓰사부로

(椎名悅三郞) 외상과 면담에서 자 의 년도 공여 증액을 요청했다. 이때 언

한 것이 1967년에 정된 통령선거 다. 이동원은 ‘국교정상화’가 한국에 어떠

한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선의 최  쟁 이 될 것이며 특히 국민들이 그 경제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23)23)이동원은 며칠 후 

시나가 방한했을 때도 같은 뜻을 했다.24)24)

세 안을 달하면서 외무부는 아직 구매사 단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실시계획

은 정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되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주일 사에게 

일본정부와 비공식 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추후 정식 교섭 시 

단시일 내 합의에 이르고자 했다. 특히 조속한 경제개발에 기여하고자 년도 

한도를 증액,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니 그에 따라 교

섭할 것을 강조했다.25)25)자연 한도증액 는 조기사용 여부가 교섭 기의 쟁

으로 떠올랐다.

1966년 1월 19일부터 도쿄에서 양국 계자간 의사타진이 시작되었다. 이규성 

22) 이 문건은 첫 해 도입 목표로 무상 5,500만$, 유상 3,000만$, 도합 8,500만$를 제시했

다. 작성일자를 따져보면 12월 에서 말까지 약 20일 사이에 년도 도입목표가 3안을 

기 으로도 1,500만$ 이상, 1안을 기 으로는 무려 6,500만$까지 뛰었다. 정부의 이 같

은 조기사용 의지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1월 의 한 일간지는 경제기획원

이 청구권자 을 5개년계획 테두리에서 6년에 걸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구체 으

로 1966년 구매계약 정액 기  1억 600만$, 물자도착 정액 기  8,782만 8천$라는 숫

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66.1.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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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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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는 내년도 자

국정부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 무상공여의 조기실시는 매우 어렵다.  유상의 조기실시

도 결국 재정자 을 기 에 투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있어 요청에 부응

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여하튼 요청의 취지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단 시나는 실

시계획을 어느 정도 부풀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했는데 이 뜻을 곱씹어볼 필요

가 있다.

25) ｢한일간 청구권  경제 력 정 시행에 련된 제1차년도 실시계획안 송부｣(1966.1.4.) 

�청구권 련문서� 88,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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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공사와 최호 은 외무성 요시노 분로쿠(吉野文六) 참사 (경 국장 리)과 

후지타(藤田) 배상담당 심의 을 만나 표 4의 1안을 제시하고 2차 5개년계획과 

련해 년도 증액 이유  각 사업별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요시노의 반응

은 정 이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공식 견해는 말하기 어려우나 자기로서는 

정부 산 제약상 요청에 응하기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26)26)

의견교환의 첫 단계 지만 한국정부의 조기사용계획에 이미 암 이 드리워졌

다. 더욱 요시노의 부정  반응은 단지 개인 차원이 아니었다. 朝日신문은 한국

정부가 사 을 통해 자 을 6년간 당겨쓰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으나 외무성 소

식통은 응하지 않을 태도라고 했다. 정에 10년으로 규정한 것을 간단히 변

경할 수 없는데다가 아직 년도 실시계획을 결정하기도 이라는 게 이유

다.27)27)  이 문제는 이미 이동원-사토 회담에서 정치 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는 장기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데 해서도 외무성 당국은 즉각 으로 

부인했다.28)28)

1월 26일, 요시노가 이규성에게 자국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혔다.29)29)실무  견

해로는 도 히 수락할 수 없다는 간단한 답이었다. 실무교섭을 장하는 니시야

마 아키라(西山昭) 국장도 거들었다.30)30)그는 한국 신문들은 조기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자국으로서는 도 히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

를 한국정부에 정확히 달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이 실시계획을 확정해 자국에 

제시하고, 확정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응할 수 없는 자기들도 

곤란하고 따라서 한국도 난처해질 것이니 최종 결정  꼭 의해  것을 강조

했다. 사실상 단정 인 거부 의사 다.

사실 일본정부는 이미 내부 으로 한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

한 상태 다. 첫째, 무상의 경우 정에 단서규정이 있지만 자국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단했다. 유상은 정상 단서규정이 없을뿐더러 역시 재정형편상 추

26) ｢ 사 -외무부｣(1966.1.20.) �청구권 련문서� 88, 39-41면.

27) ｢발생보고｣(1966.1.20., 사 -외무부) �청구권 련문서� 88, 42-43면.

28) �동아일보� 1966.1.19, 1.20.

29) ｢ 사 -외무부｣(1966.1.26.) �청구권 련문서� 88, 44-45면.

30) ｢ 사 -외무부｣(1966.2.2)(  책), 56-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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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확보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정이 발효하자마자 변경을 논의하

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다. 따라서 일본은 정을 원활히 실시하기 해서

는 실시계획의 신속한 작성과 이행이 요하다는 에서 한국정부의 년도 

실시계획  사업계획 제안을 속히 받아 의를 희망한다고 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31)31)

한도 증액에 부정 인 일본정부의 입장은 한일회담 세목교섭 시 무상에서 

기 청산계정 상쇄분을 제하고도 연간 3천만$를 제공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

부했을 때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정 체결 직후 장성의 입장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장성은 국회 계로 한경제 력 상문답을 비했는데, 그 에

는 무상의 연간공여한도 증액 가능 규정이 재정에 불안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

에 한 질문이 있었다. 장성이 비한 답변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여

한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 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신 히 검토할 것이므로 부당하게 압박받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32)32)

이 같은 입장은 의 이동원-사토․시나 면담에서도 표명되었다. 이동원의 요

청에 시나는 듣기만 했지만 사토는 최근 재정사정상 무상의 증액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직후 비 서 교환 차 시나가 표단을 끌고 방한했을 때도 비슷했다. 

시나는 자국정부의 내년 재정이 매우 어려워 무상의 조기실시는 극히 어렵고, 

재정자 을 기 에 투입해야 하는 유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배석한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의 보충설명은 더 직설 이었다. 그는 증액은 도 히 무리라

고 단언했다.33)3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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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일본 

국내 으로 이미 청구권회담에서 자국이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  시각이 상

당했던 것도 이 문제에 한 일본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힌 한 요소 다. 일본 국내정치

상황과의 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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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한국이 우선 년도 지출을 4,500만$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반드시 해야만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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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는 실시계획

을 어느 정도 부풀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했는데 이 말의 뜻은 곧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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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2월 17일, 우시바를 통해 김동조에게 통보되었다.34)34) 

마침 이날은 정발효 두 달째 되는, 원래 로라면 합의 마감시한이었다. 김동조

는 최  이동원-사토 회담에서 요청했을 때 총리가 년도부터 무상의 증액은 

어렵지만 유상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비 서 교환 시 이동원-시나 

회담에서 외상 역시 재원은 별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로젝트를 잘 비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가하다는 

것은 도 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니시야마는 비 서 교환 차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외상은 조기사용이 불가

능함을 강조했고 최근 국회에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답했

다. 우시바는 이 장 이 증액 요청의 이유를 설명할 때 명년의 선거에 을 

두었으므로 외상으로서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도움을 다는 기본태도에 비

추어 야박하게 거 할 수 없었던 데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요컨  일본정부는 애 부터 균등분할 원칙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 조기사용

목표는 한국정부의 일방 인 생각에 가까웠다. 다만 사토나 시나는 약간씩 여지

를 남기는 발언을 하기는 했다. 컨  사토는 무상은 불가하다면서도 유상은 

고려의 여지가 있으니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 뜻을 외무당국에 달할 것을 지

시했다. 시나는 요청의 취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 다. 그 지만 이런 발언들

은 외교  수사에 가깝다. 이 정도의 발언과 정의 단서규정만 믿고 일본정부

의 숱한 부정  신호를 무시한 것은 한 외교 략이나 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기  교섭과정이 투명치 못하다는 에서 국내여론도 마냥 정 인 것만

은 아니었다. 야당인 민 당은 장 부총리가 월남 귀로에 일본에서 이 문제를 교

섭한다는 보도에 해 구걸  태도라고 규탄했다. 김  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낙후 물품을 고가로 도입할 험성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을 도입하

려는 것은 무모한 조치이며 상 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34) 마침 이날은 정발효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원래 로라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합의가 

이 져야 했다. 그에 앞서 시나 외상은 2월 14일, 의원 산 원회에서 청구권 공여기

간 단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16일의 기자회견에서도 민간차 은 별개이

지만 ‘자 ’ 증액은 불가하다고 단언했다. �동아일보� 1966.2.15.; �경향신문� 196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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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정략  동기가 아닌지 문제제기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비

우호 ․침략  무역불균형 상태의 과감한 시정을 구했다.35)35)  정부의 실

교섭을 비 하는 시각도 있었다.36)36)

일본정부의 태도가 강경함에 따라 한국도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 , 장기 은 양국이 논의할 년도 사용규모는 약 1억$ 정도이며 우리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상당히 합리 이기 때문에 일 측도 조기사용 요구를 납득할 

것이라고 낙 으로 말했다.37)37)얼핏 기존 입장 그 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액

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1억$는 12.31안의 3안에 해당했다. 일 측과 의를 

시작한지 약 열흘 만에 최종안으로 생각했던 3안의 수 까지 내려온 것이다.38)38) 

김동조는 실시계획 교섭을 한 문가를 조속히 보내  것을 요청하는 한편, 

비공식 교섭을 통해 양국 견해가 근할 때까지 국내 제반 차는 일단 보류할 

것을 건의했다. 그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39)39)

결국 사흘 후 우시바를 다시 만난 김동조는 일 측이 제시한 안을 본국에 건

의할 수밖에 없었다.40)40)그것은 매년 4월 1일을 기 으로 하는 일본 회계연도상 

FY65년도(65.4.1-66.3.31) 補正 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자 (1,100만$)과 재 

국회 심의 인 FY66년도(66.4.1-67.3.31) 산의 자 (청산계정을 제외한 4,500

만$)을 합한 약 5,600만$ 규모로 년도(66, 65.12.18-66.12.17) 실시계획을 우

선 합의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도 에 2차년도(67, 66.12.18-67.12.17) 실시계획을 

합의해 가  1967년 에 시행한다는 구상이었다.

35) �경향신문� 1966.1.14.

36) 청구권 문제는 잡음이 없어야 하므로 조기사용 교섭 상황을 구체 으로 밝 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덮어놓고 단축이 아닌 일본의 한경 자 계획을 소상히 알아보는 게 필요

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경향신문� 1966.1.22.

37) �동아일보� 1966.2.2.; �동아일보� 1966.2.2.

38) 정부의 공언과 달리 일교섭이 더딘 진 을 보이면서 이 무렵 자 사용에 한 부정  

망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血債 청구권자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단순 

차 의가 상보다 늦고, 조기사용에 한 언 이 없는 상황을 두고 자  사용을 

해 앞으로도 더 큰 정력과 시간 소비가 따르리라는 것을 짐작  한다고 평했다. �동아일

보� 1966.2.10.

39) ｢ 사 -외무부｣(1966.2.18.) �청구권 련문서� 88, 64-68면.

40) ｢ 사 -외무부｣(1966.2.22.) �청구권 련문서� 88, 7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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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김동조는 년도와 2차년도 실시계획을 미리 합의한다

는 일 측의 복안이 2차년도 사업의 조기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

다. 그것은 합의된 두 해 실시계획에 한 구매계약  인증까지는 가  년

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본정부의 지불(결제)은 내년에 가서 FY67년도(67.4.1 

-68.3.31) 산으로 가능한 연도 기에 완료되도록 조한다는 뜻이었다.

결국 이것은 계약 는 약정(commitment) 기 과 지불(disbursement) 기

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컨  년도 실시계획을 총 1억$ 규모로 합

의하면 얼핏 증액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 지만 일본정부가 실제 년도에 

지불하는 액은 5천만$로 정상 연간한도를 넘지 않는다. 계획과 계약 잔액

에 한 지불은 다음 해 는 그 이후로 이월되는 것이다. 김동조는 이것이 실

질 으로 증액과 같고, 일 측으로서도 자국 국회․언론에 해 정에 의거해 

실시한다는 기본자세에 변함없다고 해명할 수 있다는 에서 실 인 해결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난처한 상황에

서 벗어날 실마리 다는 에서 나름의 묘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실 이 

구상에서 일본정부가 실질 으로 양보한 것은 없었다. 핵심은 한국정부의 조기

사용계획이 일본정부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쳤고, 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

여 액 산출에 한 약정과 지불의 이 구조는 이 난 을 덮고자 했던 속임에 

가까웠다. 그마  연도 에 집  사용한다는 방안도 이후 실제 양상과는 달랐다.

근 한 달에 걸친 조기사용 교섭은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일 측이 증액 요구

를 거 하면서 부득이 계획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  정부는 1안에 

해당하는 약 1억 5,500만$ 규모의 계획안을 리 에 제출했었다. 의 주일

사 보고가 올라간 지 하루 뒤인 2월 23일, 리 는 총액에서 1,794.2만$를 삭

감한 1억 3,753.3만$ 규모로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야당은 이마 도 조기사

용을 제로 한 허황된 계획이라고 단정했고, 국회 사 동의권을 사실상 묵살하

려는 의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일본정부가 조기사용을 거 한 것이 명백함

에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여당의 선거 략과 련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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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야당의 반 가 아니더라도 여 히 1억$를 훌쩍 넘는 규모로는 일본의 동

의를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이틀 만에 리  수정안을 9,593.3만$ 

규모로 재수정해 25일 국회 재경 에 상정했다(표 5). 공화당은 계획원안이 

정상의 1년 치 사용가능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도 일교섭의 난항을 인정하고 여당 의견을 참작했다

고 말했다.42)42)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심의를 거부하며 반발했다.

<표 5> 국회에 상정된 청구권자  1차년도 실시계획(1966.2.25.) 

(단  : 1,000$)

41) �경향신문� 1966.2.24. 야당은 정부가 미리 업자와 결탁해 커미션 제공을 약속받고 있다

고 비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66.3.2.

42) �경향신문� 1966.2.25.; �동아일보� 1966.2.25.

大부문 中부문 부문 액 주요내역

무

상

농업

천후

농업개발

(3,055)

양수장시설 420

양수장 40개소 설치  2만 정보 지하수

개발용 각종 시설기자재
지하수개발 1,563

조사시험기기 1,072

농업

증산사업

(2,929)

수지 설 1,354

설선 3  / 토양진단기구  각종 동

원소 이용기기 / 소(520두), 돼지(500

두), 토끼(2,500마리), 닭(11,500수)

생산지 개량 340

農材검사기구 648

종축 도입 587

수산

수산

진흥사업

(3,497)

어업기본시설 111

진기지 10개소(3곳에 종합가공공장3, 

냉동공장1, 종합어시장2 설치) / 어업무

국시설 / 유조선(1척), 시험선(4척), 

지도선(12척) / 견(30명)  기술자 

빙(2명)

어업 진기지 400

수산물처리가공 200

시험기기 도입 204

시험선 도입 915

지도선 도입 859

지도선건조자재 736

연구생 견․ 청 72

어선 도입․

건조․개량

(12,371)

어선도입 6,156
100톤  어선(88척) 도입 / 형 기선

인망  새우트롤어선(85척) 등과 연안

어선(150척) 건조 / 동력․시설 개량

어선건조 5,066

동력개량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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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동아일보� 1966.3.1.; ｢무상자  제1차년도 사용계획안  차 자  제1차년도 사용
계획안｣ � 일청구권자 계철 유상자  제1차년도 실시계획 설명자료�(記).

약 1억$ 안 에 달하는 규모 계획으로 응당 계수  엄 성을 갖춰야 할 자

의 1년 치 실시계획이 불과 며칠 새 두 번 수정되고 5천만$ 이상 등락한 것

은 정부정책의 일 성  합리성이란 차원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자

을 기에 당겨쓰겠다는 조기사용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수 할 만한 것이다. 

단 그러기 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면 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러 교섭 략

을 세우는 등 철 한 사 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어도 문서상으로는 막연한 

기 와 고 층의 호언장담 외에 정부가 별다른 책을 마련한 흔 은 보이지 않

는다.43)43)어  보면 일본정부의 부정 인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 것은 

시설개량 480

기타 송․배 시설 2,300 -

원자재

도입
20,000

비료  농약(300만$), 건축자재(260만

$), 조선자재(460만$), 화공약품(140만

$), 섬유류(520만$), 기계류(320만$)

청산계정 4,573 -

오차 비 1,400 -

소계 50,125

유

상

소

기업

소기업시설개체 12,000
-

기계공업시설개체 3,000

철도․

해운

철도시설

개량

(11,000)

동차 도입 5,574

동차(85량), 화차(436량) / 화차건조자재

(1,100량)
화차 도입 4,436

화차건조자재 990

한강철교 복구 1,000 -

해운진흥

(9,008)

선박도입 6,600 연안유조선․휘발유 용선(3,500톤  2척)

과 화물선(4척, 총 19,000톤) 도입 / 선

박(6척, 총 11,000톤) 건조선박건조 2,408

건설업
重機 도입 6,500

불도  150   트럭․트랙터․트 일

러 등

수리간척용 설선 3,300 3개 선단

소계 45,808

총계 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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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다. 이 에서 정부 책임은 불가피했다.

한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의 확정 차가 뒤바 었다. 애  정부의 선 에 따

르면 실시계획은 우리가 자율 으로 작성해 먼  국내 승인을 거친 후 일본과 

최종 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역할을 수동 인 확인 

는 동의 정도로 간주한 차 다. 그러나 실제 양상은 달랐다. 일본이 계획안의 

단순 수를 거부하면서 역으로 그것이 국내 차에 향을 미쳤다. 세목교섭에

서 실시계획 결정권을 일본에 넘긴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드러났다.44)44)

2) 1966.3-4, 내용의 수정

2월 23일, 상 담당자인 김  기획원 차 보가 일본으로 건 오면서 교섭

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다투는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에 앞서 외무성은 

2월 순경, 내부 검토를 마쳤다.45)45)우선 종합장기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즉 1965년 말로 정했던 2차 5개년계획의 확정이 1966년 6월로 늦어지면서 각 

사업들의 장기계획  방향이 불명확하고 일민간상업차 을 포함한 기타 외자

도입과 내자를 아우르는 종합 인 투자계획도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첫 

해 실시계획만으로는 이것이 한국의 경제발 에 기여할 계획인지,  이들과 자

43) 정부가 조기사용을 기 한 것은 청구권 정에 양국 합의로 연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다시 김종필-오히라 정치회담(1962.11)

에서 재정사정에 따라 증액 가능하다고 한 합의에서 연유했다. 이 때문에 양국이 1963년

부터 자  집행을 한 세부 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 문제는 요한 쟁 으

로 언 되었다. 당시에도 일 측은 증액에 부정 인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은 무조건이 아

닌, ‘재정사정에 따라’, 는 ‘양국 합의로’라는 규정을 낙 으로 인식해 집행단계에 가

서 충분히 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44) 언론도 계획을 거듭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 했고, 정의 단서 규정

에만 의존해 원칙을 무시한 일방 인 계획이라며 정부의 조기사용계획 자체를 비 으

로 꼬집었다. 더욱 상 가 계획을 거부할 경우 외 으로 국가체면이 손상되는 것은 물

론 가공의 계획에 근거를 둔 정부 추가 산도 가공의 것이 됨에 따라 결국 산집행에 

한 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 했다. 이 사설은 리 의 유명무실화도 지 했다. 

원안을 벼락 심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고작 원안에 장단을 맞추는 정도인 리 는 

“허울 좋은 한갓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비 했다. �동아일보� 1966.2.2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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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66년,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구상과 대일교섭·451

국 산업의 경합을 조정하는 것도 극히 어렵다고 생각했다.

종합장기계획과 실시계획의 계를 따진 것은 이 시기 외무성 한경제 력정

책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일본정부는 한원조 는 경제 력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제 외국과 의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구조개선을 경 의 가이

드라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해 일본이 솔선하여 지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46)46)이 시기 일련의 외무성 문서들에서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 하는 행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47)47)장기개발계획도 실시계획

이 체 개발계획의 테두리에서 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하겠다는 태도

다. 그러나 상 의 선의 여부와 별개로 한국으로서는 내정간섭으로 여길 수 있

는 태도이기도 했다.

김 은 도착 즉시 외무성 계자들  해외경제 력기 (이하 기 )의 야나

기타 세이지로(柳田誠二郎) 총재와 했다. 실질 인 토의를 하는 자리가 아

니었음에도 계획안에 해 상당히 많은 언 이 있었다. 이어 25-26일, 양국 실무

진이 참여한 가운데 유․무상 각각 비공식 회합이 있었다.48)48)일본은 각 사업부

문의 부부터 부문별 구체 인 내용까지 여러 층 에 걸쳐 엄청난 의견을 쏟아

냈다.

먼  문제 삼은 것은 무상의 수산(어선)과 유상의 해운부문이었다. 청구권

정의 교환각서로 합의한 상업차  3억$+α에는 9천만$의 어업 력자 과 3천

만$의 선박도입자 이 있었다. 이것은 각각 어업 정 체결과 선박청구권의 보

상조로 포함된 자 이었다.49)49)일본의 주장은 수산과 해운은 해당 자 을 사용하

고, 무상에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어선부문 상이 될 연안어민 

46) ｢韓国に対する当面経済協力問題に関する基本的な え方｣(1964.7.29., 外務省) �日本外交

文書� 6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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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사 -외무부｣(1966.2.25., 2.28) �청구권 련문서� 88, 83-87, 91-94면.

49) 주지하듯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을 체해 새로운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선박

청구권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청구권자 만큼이나 민감하고 양측이 치열하게 립한 쟁

이었다. 일 측이 실시계획에 계상된 수산과 해운(선박)부문에 반발했던 것은 어업 력

자 과 선박자  자체를 자신들의 양보의 산물로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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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세어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력으로는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 은 사

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보조가 긴요하니 이 부문들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부문의 내용에 해서도 여러 지 이 나왔다. 컨  유조선은 자재를 수

입해 한국에서 조립하는 것은 비경제 이며 설계 등도 문제가 된다고 지 했다. 

지도선의 경우 계획상 고성능으로 보통선박은 아니라고 단정, 북 계에 사용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었다. 한국 측은 확답을 피하고 일본의 입장이 곤란하

지 않도록 자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 외에 농업부문에 한 지 도 있었다.

유상의 경우 상사업 반이 근본 으로 기 의 취 상에서 벗어난다는 문

제를 제기했다. 기 은 주로 장기 수익사업을 상으로 하는데 실시계획에 포

함된 소공업이나 철도․해운 등은 모두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들이라

는 지 이었다. 이들은 재정차 의 성질상 사회간 자본50)을50) 상부문으로 상

했으나 막상 이 계획에는 그와 같은 것이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작년 

연말에 발표했던 청구권자 사용10개년계획과도 다른 게 아닌지 물었다.   

․철도와 같은 단  로젝트가 없는 것에 실망을 표시했다.

한국 측은 10개년계획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재정차 은 외부경제와 사회간

자본형성사업․ 소기업부문에 사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간산업에 사용한다

는 기본방침도 그 로라고 답했다. 기  기계공업․철도․해운․통신․항만 

․다목  ․제주도수자원개발  방 제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 10개년계획을 

설명하고 년도 실시계획은 이것을 기 으로 하되 비타당성조사에 장시간 소

요되는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부언했다.

이어 소기업부문에 한 집 인 논의가 오갔다. 일 측의 질의는 소기업

의 IS로서의 성격, 양국 소기업의 마찰 가능성, 자 의 조건, 마지막으로 

소화 가능성, 크게 넷이었다. 특히 장성은 소기업은 물론 선박․화차(철도) 

등은 IS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개개의 품목으로만 단하면 

그 게 볼 수도 있지만 내자와 합친 사업으로 보면 모두 로젝트로 성립된다고 

50) IS(Infra Structure). 원문은 하부구조로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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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소기업은 산업인구의 부분을 하므로 국민 체의 이익균 원칙에 

비춰 하다고 반박했다.

둘째 질의에 해서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 가 싼 한국과 자본․기술이 있

는 일본 업계가 상호 수평 으로 력해 일본의 기존 시장을 효과 으로 활용하

면 오히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일 것이라고 답했다. 셋째, 일 측은 실시계획으로

는 자 사용의 우선순   시설개체 는 확충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제하

고 유상의 총액 비 지나치게 거액이 아닌지, 1년 안에 자 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측은 우리도 신 히 검토 이며 계획에는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부터 시작되는 사업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일 측의 문제제기는 사실상 유․무상 부분의 사업에 걸쳤다. 그 지만 좀 

더 꼼꼼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이 있다. 일본이 집 으로 문제 제기한 어

업․해운(선박)․ 소공업은 모두 양국의 경합 분야 다. 어업은 어업 정에서 

평화선을 없애고, 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했는데 이곳이 양국의 직 인 경

쟁수역이 되었다. 이 수역은 서로 출어척수  어획량을 조 하는 한편 공동감

시 등을 수행하기로 했지만 한국의 어업역량 부족으로 일본의 독무 가 되다시

피 한 상황이었다. 해운이나 소공업도 비슷했다.

더욱 어업․선박 소  력자 은 제공한다는 원칙만 합의되었을 뿐 구체 인 

제공조건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다. 화 히 결정해야 할 년도 실시

계획 문제를 조건이 결정되기는 커녕 아직 제 로 교섭도 시작하지 못한 어업자

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단순 찔러보기 식의 문제제기보다 노골 인 견제에 가

까웠다.

한국에서 사업별 담당 실무자들이 건 오면서 3월 에도 비공식 실무교섭이 

계속되었다. 양측의 입장과 립지 이 확연해졌다. 일본은 특히 무상의 수산(어

선)과 유상의 해운부문을 고들었다. 특히 은 공동어로수역에서 직 인 

경쟁 상이 될 형 어선이었다. 일 측은 형어선은 어업자 으로 하고, 무상

으로는 소형어선만 도입할 것을 종용했다. 한국 측은 열악한 수산장비 실정과 

격히 불균형한 양국의 장비 격차를 들어 이번에는 무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어업자 을 사용하도록 어민들을 지도하겠다고 설득했다.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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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부문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일 측이 문제 제기한 것은 표 6의 

체 여섯 항목  소형연안어선 건조를 제외한 다섯 항목이었다(표 6). 100톤  

형 어선들은 세어민용이 아닌, 상환능력이 충분한 기업성을 가지는 것이라

는 게 반 의 이유 고, 포경어선은 어업 정에 되므로 원천 불가하다는 입

장이었다.52)52)

<표 6> 청구권자 (무상) 1차년도 실시계획  어선 도입․건조부문의 

크기  선종별 내역

내역 액 내역 액

형
기선 인망(도입) 16척(162만$) 기선 인망(건조)* 36척(233.2만$)

선망어선(도입) 12통(453.6만$)** 소계 848.8만$

소형

형 

기선 인망(건조)
40척(102.4만$) 포경어선(건조) 3척(18만$)

기타(주로 

연안어선)(건조)
약 153만$ 소계 273.4만$

총계 1,12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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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국 측은 비  후 일본은 최신장비를 갖춘 어선이 정상 허용된 척수

를 채워 출어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  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균

형 상태임을 강조했다. 컨  선망어선 출어척수는 120통이지만 한국의  보

유척수는 19통에 불과하고, 그나마 노후로 실제 출어에는 부 당한 12통의 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표 7). 도입․건조를 계획한 형어선은 총 124척이지만 

이 역시 어업 정상 출어한도에 턱없이 못 미쳤다. 요컨  무상에 계상한 어선

은 국내실정상 최소한의 필요수량이고 양국 어업 력의 앞날을 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1) ｢ 사 -외무부｣(1966.3.13.)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철�(記).

52) ｢ 사 -외무부｣(1966.3.28.) �청구권 련문서� 88, 114-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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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일 양국의 형어선 보유 황과 정상 출어척수

선종
1차년도 실시계획

정상 출어척수
보유 황 비고

(일본 보유)
도입 건조  보유 요 체노후선

형

기선 인망

16척

(162만$)

36척

(233.2만$)

270척 (allowance 

포함 310척)
308척

80%

(약 240척)
약 800척

선망어선
12통

453.6만$
120통 19통 15통 약 250통

형

기선 인망

40척

(102.4만$)

115척 (allowance 

포함 138척)
162척

95%

(약 154척)
500척 이상

계

28척 76척

489척
85%

(약 409척)선망어선 부속선 제외 

951.2만$

유상의 해운부문에서 일 측은 선박자  외에 해운 정 체결 문제를 추가로 거

론했다. 한국은 1959년 3월, 당시 이승만 통령의 훈시에 의거, 자국 화물은 자

국선박으로 수송한다는 원칙(自貨自船主義 는 자국선우선주의)을 세웠다. 이

어 다음 해 6월부터 한국선주 회에서 국 선불취항증명제도(waiver)를 공고하

고 시행에 들어갔다.  1965년 6월, 56회 국무회의에서 ｢해상화물의 국 선 수

송조치｣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수출입화물의 최  50% 이상을 국 선으로 수송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53)53)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특히 웨이버제도 다. 제도의 골자는 자화자선주의로 

수입화물은 FOB(운임 제외), 수출화물은 C&F(운임 포함) 조건을 원칙으로 하

여 한국이 수출입화물의 선 권을 보유토록 했다. 제도의 용을 해 운임에 

한 외화 지 을 불허했고, 한국선박이 없거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외국선 이

용 시 선주 회가 발 하는 웨이버(국 선불취항증명서)를 발  받아야만 외화 

53) �한일 간의 해운 정 체결 추진, 1966�(외교사료  소장)(이하 史로 표기). 1960년 11월, 

상공부는 한은  선주 회통첩공문(해운 제1252호)을 통해 수출입물자 수송에서 외국

선박 이용을 억제하기 해 선 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선주 회 발행의 웨이버 증명 없

이는 외국선박 이용을 인증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 참고자료(교

통부문)｣(1969.8.15., 교통부) �한일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5권(V4. 

자료)�(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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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을 가능  했다.54)54)

이 때문에 한일간 수송에 제한을 받은 일본은 한국선박우선정책(Ship-Korea 

policy)을 비 하고 해운자유원칙에 입각한 해운 정 체결을 요구했다. 국교정상

화에 따라 연간 5천만$ 안 의 청구권자  물자는 물론 그 이상의 상업차 과 

무역거래가 상되는 상황에서 이 물자들을 가 수송할 것인지는 양국 선박업

계는 물론 국가 으로도 요한 심사 다. 반면 한국은 양국의 엄청난 해운격

차를 감안할 때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하며 자화자선주의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

다. 한국은  상황에서 자유원칙을 수용 시 일본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으로 종

국 으로는 양국간 선박수송을 일본이 독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55)55)

그 연장에서 일본은 원유․ 석․곡물 등의 용선은 형 선박도 제공할 용

의가 있지만 외항정기화물선(Liner)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 지만 실은 해운 정 체결을 구하는 압박수

단이었다. 당시 한국이 보유한 화물선은 체 약 70여 척에 불과했고, 그나마 

4,000톤 이상은 10척뿐이었다. 일본은 한국이 형 화물선을 확보해 연안이 아닌 

외항 해운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은 서로 이질 인 문제

를 련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56)56)

실무 의를 장한 김 은 실시계획 반에 한 논의를 일단 마쳤다고 

54)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편, 2007 �한국해운 60년사�, 한국선주 회, 205면. 특히 이 제도는 

한일항로에서 력을 발휘했다. 부분의 소 선사들이 이 항로에 배선했고 항로거리가 

짧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시 운송 가능했기 때문이다.

55) 더욱 이는 아국만 시행하는 게 아닌, 후진해운국가에서 리 시행하는 자국선 보호정책

으로 국제  共知이며 재자유 주장은 실은 상선 량보유국이 자국선박으로 많은 화물

을 수송하려는 속셈이라고 비 했다.  웨이버제도는 그간 한일 간의 례 으며, 그에 

따른 양국 물동량 약 65:35 비율도 일본이 그간 인정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해

운 정과 련한 일본의 한선박수출 지｣(1966.4.7., 교통부-외무부) �한일 간의 해운

정 체결 추진, 1966�; ｢한일잠정해운 정(안) 검토 보고｣(1966.3.8, 신동식( 통령비서

))(史).

56) 이 내용을 하며 표단은 일본 측의 거부 태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평가-보고했다. 

즉 민간해운업자회담을 주선하되 신 년도 실시계획에서 외항선박 제공의 성의를 보

여  것을 요구하자 운수성이 체로 동조하는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정세발생보고｣

(1966.3.16., 사 -외무부) �청구권 련문서� 88, 10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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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월 18일 일시 귀국을 계획했다. 이때 변수가 생겼다. 14일 오후, 제주도 모

슬포 서쪽 해상에서 어로 이던 일본 기선 인망어선 두 척(제52,53海洋丸)이 

한국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에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경이 이들을 나포

했으나 한 척은 도주하고 한 척만 제주항으로 인되었다.57)57)나포된 어선에는 

13명의 선원이 승선했을 뿐만 아니라 정 비  후 처음 발생한 나포사건이었다

는 에서 장이 컸다.

양국 모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양찬우 내무부장 은 어선들이 한국의 

수역을 침범했다고 밝히고, 이는 어업 정 반이므로 국내법을 용해 처리하

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반면 일본 언론과 야당은 한국에 해 단호한 조치와 손

해배상을 요구하라고 자국정부를 압박했다. 사토 총리는 즉각 계부처에 사건

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22일에는 시나가 

나서 한국정부가 나포한 어선과 억류 어부를 석방해주지 않으면 한 결과를 

래할 것이라고 언명하기도 했다.58)58)

양국의 국내 공기가 험악해짐에 따라 자연 교섭 분 기가 경화되었다. 비공식 

교섭이 어느 정도 진 됨에 따라 정식으로 합동 원회(이하 합동 )를 열어 논

의의 장을 옮기고자 했던 계획도 거듭 연기되었다. 24일 개최 정이었던 합동

는 일 측의 일방 인 통보로 28일로 연기되었고, 당일에 재차 무산되었다.59)59) 

일본정부는 실시계획 교섭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실질 인 압력을 가했다.

부문별 논의도 향을 받았다. 해운사업에서 양국은 유조선과 화물선 각 2척

에는 원칙 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 측은 외항화물선 6,000톤 은 총톤수

(G/T) 9,00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콕항에 취항하는 배로는 무 커서 출입이 

곤란할 것이라는 자국 해운 문가의 견해를 들어 기술 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어선부문에서는 농림성이 나포사건 이후 일체의 비공식 의에도 불응하는 태

도로 나왔다. 신 외무성 계자들이 사건과 별개로 당 부터 형어선에서 약 

500만$를 삭감할 방침이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어 농림성과 상의 이라는 

57) �경향신문� 1966.3.15.; �동아일보� 1966.3.15.

58) �경향신문� 1966.3.16, 3.17, 3.23; �동아일보� 1966.3.17.

59) ｢ 사 -외무부｣(1966.3.17.)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철�(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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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0만$ 정도의 삭감안을 제시했다(표 8). 한국 측은 포경어선을 제외하고는 

량  감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이제까지의 합의를 번복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일 측은 상호 오해가 있었다며 한국의 설명을 

이해했다는 것이었지, 제공척수와 액을 량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응했다.  그 같은 강경한 주장을 계속하면  단계에서는 도 히 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60)60)

<표 8> 어선 계 년도 실시계획과 일본 측 수정안 비(1966.3.28)

출  : ｢1차년도 실시계획  어선 계 비표｣(1966.3.28.)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
섭보고 차 계철�(記).

한편 시모다 다 소(下田武三) 심의 은 비공식 의견임을 제하고, 상기 477

만$ 삭감분을 3차년도에 해당하는 1967년 12월 18일 이후에 인도/인수한다는 

것을 부속문서(side letter)로 합의해 다면 농림성을 설득해보겠다고 제의했다. 

아직 1차년도 집행은 고사하고 실시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려 2년 후 

인수를 종용한 것이다. 표면 으로 계획의 체 규모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제외

하면 실리 으로는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제안이었다.

이처럼 일 측이 교섭 지연 의도를 노골 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결국 한국정부

는 타 을 선택했다. 총리가 주재한 계장 회의(외무․내무․법무)에서 나포-

억류 인 일본인 어부들을 정치 으로 석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 측의 

제의를 받아 검토한 모양새를 취했고, 양국 우의 계와 수교 후 첫 이스라는 

을 감안했다지만 정치 문제와 거래할 생각이 없다던 애 의 입장이 다소 무색

60) ｢ 사 -외무부｣(1966.3.28.) �청구권 련문서� 88, 114-118면.

선종 한국 일본(시모다 시안)

형 기선 인망
도입 16척 8척(-81만$)

건조 36척 24척(-77만$)

선망어선 12통 6통(-225만$)

형 기선 인망어선 건조 40척 10척(-76만$)

포경어선 건조 (-18만$)

-47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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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언론 한 수역 침범어선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으로 일 측

의 이고 오만한 태도에 석방하는 례를 만드는 것은 정상 인 양국 계

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 으로 보았다.61)61)

어부들이 석방되고 비공식회합이 재개되었지만 양국은 여 히 충 을 찾지 

못했다.62)62)무상의 형어선(어업)과 지도선(수산), 유상의 형 화물선(해운), 

소공업부문의 립요소는 그 로 다. 일본은 이들을 실시계획에서 완 히 탈

락시키기보다는 제한 규정을 두는 교섭 술을 들고 나왔다. 첫째, 어선부문에서

는 국회 계상 도입․건조어선은 노후선 체에 사용한다는 것을 부속문서로 보

증해달라는 제안을 내놨다. 어도 척수로는  상태를 유지  하려는 목 이었

다. 둘째, 수산부문  지도선의 경우 국방용으로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시 

부속문서에 기재하자고 제의했다. 지도선을 제공하더라도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셋째, 해운의 경우 통산성에서 외항화물선(Liner)은 장기 리차 의 상사업

이 될 수 없다는 례가 있고 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했

다. 반면 한해운공사와 외항화물선 2척 제공을 이미 언약한 운수성은 동 선박

이 한국-방콕 항로만 운항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과 톤수를 4천 내지 4,500톤으

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63)63)넷째, 소기업부문에서는 양국 업계의 격한 마찰

을 피하기 해 정부간 수시로 의한다는 취지를 부속문서에 규정하고 마찰이 

상되는 사업은 자 사용 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상 공통 으로 일본은 해당항목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용도 는 범 를 제한

하고자 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실리 으로도,  청구권자  사용의 자율성이란 

명분과 정부의 체면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한국이 부속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사실과 내용이 알려질 경우 일본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실시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

61) �경향신문� 1966.3.26.; �동아일보� 1966.3.26, 3.28.

62) ｢ 사 -외무부｣(1966.4.1.)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철�(記).

63) 일본-홍콩-방콕을 연결하는 동남아 정기항로는 당시 일본/태국 운임동맹과 태국/일본 

운임동맹이 지배했다. 한해운공사는 1961년 처음 이 항로를 개설(盟外 배선)한 데 이

어 1963-64년에 두 운임동맹에 가입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7 앞 책, 518-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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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한 데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

계획을 삭감 는 제한하려는 일본과 고수하려는 한국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했다. 김 은 4월 5일, 통산성과 외항화물선 문제를 재차 논의했다.64)64)이

들은 4,000톤 으로 여 연안용으로 사용한다면 통산성도 정부차 상사업으

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 은 선박의 규격․성능 등은 수요

자인 한국이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제원의 선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고 반박했다. 선박을 무상으로 돌릴 수 없겠느냐는 물음에도 거듭 불가하다고 

답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이시다(石田) 수산청 차장과 어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시다

는 한국 수산업계의 실정을 참작했다면서 과 비슷한 약 500만$ 삭감안을 들

고 나왔다.65)65)그는 년도 실시계획 총규모가 정상 2배일 뿐 아니라 무상에 어

선을 계상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

었다고 말했다. 김 은 도 히 토의의 상이 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했고, 

선종․척수 간의 균형 문제는 국내 사정이니 우리가 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섭이 최종 고비에 이른 가운데 김 은 정부의 최종방침을 확인하기 해 

10일 오후 거 귀국했다.66)66)정부는 표면 으로는 마지막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

수했다. 김 이 다시 도일(4.13)한 이튿날, 장기 은 어선도입은 한 척도 깎을 

수 없다고 훈령했다고 밝혔다. 19일에도 어선부문에서 300만$를 축소해 교섭하

고 있지 않으며, 당 의 계획 로 고 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67)67)그러나 정부

는 타 을 선택했다. 이미 각 부처마다 청구권자 을 재원으로 계상한 각종 사

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산진흥계획만 해도 첫 사업으로 생각했던 어선 

60척의 조기발주가 실시계획 합의의 지연으로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68)68)이런 

64) ｢ 사 -외무부｣(1966.4.6.)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철�(記).

65) 그는 안의 계수는 한국 수산진흥10개년계획상 어선 증가 계획척수의 1/10을 근거로 했다

고 덧붙 다. ｢ 사 -외무부｣(1966.4.6)(  사료철).

66) ｢외무부- 사 ｣(1966.4.11)(  사료철).

67) �매일경제신문� 1966.4.14, 4.19. 박동묘 농림부장 도 일 측의 형어선 삭감 시도는 어

업 정의 기본정신에 배된다고 지 하고 성의를 구했다. 정 발효 후 일본 어선의 

수역 침범․남획 등으로 궁핍일로인 우리 어업실태 생각할 때 어선과 어선자재도입

에 한 요구는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196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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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마냥 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4월 20일, 마침내 교섭이 타결되었다. 어선부문은 결국 도입 151.2만$, 건조 

82.6만$, 합계 233.8만$가 삭감된 1,003.3만$ 규모로 합의되었다(표 9). 충선

은 외무성이 처음 비공식 제안했던 약 480만$ 삭감안의 반 정도 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총액도 9,593.3만$에서 9,359.5만$로 어들었다.69)69)

<표 9> 청구권자  1차년도 실시계획 합의결과 어선부문 삭감내역

내역 변동(척수) 내역 변동(척수)

도입 형 기선 인망어선 同一 선망어선 12 → 8(151.2만$)

건조
형 기선 인망어선 36 → 28(51.8만$) 형 기선 인망어선 40 → 35(12.8만$)

포경어선 3 → 0(18만$) 기타(주로 연안어선) 同一

# ()안은 삭감액.

뿐만 아니라 무상의 원자재자 도 총액(2천만$)은 변하지 않았으나 세부항목

에서 변동이 있었다. 원래 섬유류(520만$), 조선자재(460만$), 기계류(320만

$), 비료  농약(300만$), 건축자재(260만$), 화공약품(140만$)을 계획했으

나 조선자재가 액 삭감되었다. 이 역시 크게 보면 어선․해운부문 견제의 연

장이었다. 이것을 포함하면 어선과 선박의 삭감액은 700만$가 넘었다.70)70)

 실시계획의 실행 스 을 통해 연차별 지불액이 나뉘었다(표 10). 이에 

따르면 유상의 경우 계약 기  외 으로 발표한 총액 4,580.8만$는 지불 정

일에 따라 1차년도와 그 이후로 나뉜다. 일본정부가 실시연도(-66.12.17)에 맞춰 

지불할 것으로 계상한 액은 정확히 정상 연간 한도인 2천만$ 다.71)71)

68) �경향신문� 1966.3.23.

69) 무상의 원자재자 도 총액(2천만$)은 변하지 않았으나 세부항목에서 변동이 있었다. 원

래 섬유류(520만$), 조선자재(460만$), 기계류(320만$), 비료  농약(300만$), 건축

자재(260만$), 화공약품(140만$)을 계획했으나 조선자재가 액 삭감되었다. 이 역시 

크게 보면 어선․해운부문 견제의 연장이었다. 이것을 포함하면 어선과 선박의 삭감액은 

700만$가 넘었다. 삭감분은 신 섬유류, 기계류, 건축자재에 200만$, 180만$, 80만

$씩 배분되었다.

70) 삭감분은 신 섬유류, 기계류, 건축자재에 200만$, 180만$, 80만$씩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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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구권자 (유상) 1차년도 실시계획 B(차 ) 

(단  : 1,000$)

사업부문 약속액(계약 기 ) 1차년도 지불 정액 이후 지불 정액

소기업 개발 12,000
5,000 10,000

기계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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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선 3,300 700 2,600

계 45,808 20,000 25,808

출  : ｢List of Agreed Projects and First-Year Implementation Schedule-B｣(1966.4) �청
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철�(記).

<표 11> 청구권자  1차년도 실시계획 교환문서  비공개 토의기록(1966.4.20)

71) 연간한도 제한은 각 사업의 추진에 향을 미쳤다. 집행과정에서 정부는 동․화차사업이 

시 하다고 단, 년도 한도(750만$)를 과해 2차년도 이후의 자 까지 사용했다. 

체 한도를 늘릴 수는 없었기에 이 과분은 소기업부문에서 신 차감되었다. 요컨  

실시계획의 규모와 실제 집행은 별개 다.

내용

1

일본 표는 제1차년도 실시계획의 실시를 해 한국 측으로부터 계약의 인증을 요청할 경우 

지불기간이 익 실시계획연도에 있어서 일본의 회계연도 말까지에 도래될 분에 하여는 당해 

기간 의 요지불총액이 지불 가능한 액을 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는 희망에 

해 한 표는 조할 뜻을 말했다.

2

한국 표는 실시계획에 제시된 화물선 2척의 용도에 해 이 선박은 실수요자(end-user)인 

한해운공사가 재 방콕 항로에 취항 인 노후선 2척과 체하는 것이고 후에도 동 공사

가 회원이 되어 있는 同盟船으로 취항할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일본 표는 이를 양승했다.

3

해운증강사업에 해, 일본 표는 장기 리차 자 에 의한 본 사업의 실시에 해서는 선박 

수출에 한 일 측의 종래의 취 방침으로 보아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본 사업의 실시가 년

도 긴 히 필요로 하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고  재 본 사업계획 이외에 동 자 에 의한 

새로운 계획이 없다는 을 감안하여 특별한 이라는 것 인정해 선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데 해 한국 표는 이를 양승했다.

4

일본 표는 소기업과 기계공업개발사업의 실시에서 자  사용이 특정한 업종에 집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는 뜻 말했고, 한국 표는 상기 사업의 운용에서 

각기 자기나라의 소기업의 건 한 발 이 보장되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뜻 말했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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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청구권자  제1차년도 실시계획 합의사항 보고｣(1966.4.19., 사 -외무부)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철�(記).

액 외에도 비공개 토의기록(Record of Discussion) 형식으로 다수의 제약조

건이 붙었다(표 11). 우선 지불 액 제한이다. 토의기록 1항의 요지는 1966년 12

월 18일 이후 실시연도상 2차년도로 넘어가도 일본의 회계연도가 바 기 

(1967.3.31)까지는 FY66년도 산 범 에서 인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앞서 두 해 분의 계약을 미리 약정하고 년도 미지불 건은 가능한 2차년도 

에 지불함으로써 조기사용의 효과를 낼 수 있다던 김동조의 언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정부는 실시연도가 아닌 자국 회계연도에 맞춰 산

을 편성하고 지불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72)72)

토의기록 2-3항은 유상 해운사업의 부 조건이다. 선박 도입(수출)을 인정하

되 외일 뿐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화물선 2척의 재  향후 사용

용도를 제한했다. 4항에는 유상의 소기업부문에 해 양국 산업의 경합을 우

려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던 합 제조업은 상사업

에서 배제되었다. 마지막 5-6항은 무상의 수산사업 련규정이다. 지도선은 북

72) 자 의 1차년도는 1965년 12월 18일부터 1966년 12월 17일까지인 반면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을 기 으로 바 다. 따라서 1966년 12월 18일부터 1967년 3월 31일까지는 자  

실시연도로는 2차년도에 해당하지만 회계연도로는 여 히 1966년이다. ｢청구권자 을 

한 일본정부의 산 비｣(1966.4 추정) �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 교섭보고 차 계

철�(記).

련해 일 측은 최근 히 수출 증 되고 있는 한국의 합 제조업을 언 한 데 해 한국 

표는 합 제조업은 수출 목 의 업종으로서는 제1차년도 실시계획상의 사업 상으로는 고려하

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

양국 표는 형 기선 인망, 선망어선, 형 기선 인망  새우트롤 등 형어선  건조

자재 수입에 해 다음과 같이 양해, 첫째 무상자 에 의한 이들 도입  건조는 원칙 으로 

어선에 한 민간상업차  운용이 실화될 때까지 특별한 조치이며 례가 되는 것 아님, 둘

째 노후어선의 체에 충당하는 것이 이들 수입의 목 , 셋째 무상 수입이더라도 한국 수산업

자에 한 양도 는 여는 유상으로 함, 넷째 이 계획에 의한 어선 공은 66년과 67년에 

걸친다.

6

지도선 사용용도에 한 질문에 해 한국 표는 실제 계획에 포함된 지도선은 한국 어선이 

어로하는 해역에서 다만 어선 지도를 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표는 이를 양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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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등 다른 용도로 용될 가능성을 막았다. 말썽 많았던 어선에는 무려 4개

의 조건이 붙었다. 어선 공은 1967년까지 두 해에 걸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애  한국 측이 제안했던 시안과 토의기록을 비교하면 차이를 실감할 수 있

다. 1항의 경우 “지불 정액이 정에 규정된 액을 과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데 해 … 만일 그러한 사태가 상될 때에는 사 에 합동 에서 양국 

표가 이를 구체 으로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한다고만 규정했다. 자 의 탄

력  집행과 그 경우 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한국 안과 달리 확정된 토의기록

은 산 범  내 집행을 명시하고 여지를 없앴다.

유상 해운사업의 경우 한국 안은 2항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을 뿐 3항은 없다. 

소기업 련규정은 체로 비슷하다. 무상 수산사업의 어선부문은 단서규정이 

하나도 없다. 넷이나 포함된 토의기록과 조 이다. 지도선에 해서만 같은 규

정이 있는데 한국 안은 토의기록의 “다만”이라는 표 이 빠져 어조를 그러트

렸다. 종합해볼 때, 토의기록은  부문에 걸쳐 한국 측의 애  의사보다 더 강

력한 조건이 붙었고, 이는 특히 첨 하게 립했던 조기사용 문제  수산부문

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정부의 청구권자  사용구상과 년도 실시계획의 자율성

은 이처럼 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73)73)

73) 심사과정에서 청구권자  사용의 주도권을 논하는 것과 자 이 한국의 경제개발  한일 

상호의존경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어떻게 연결해서 야 할지 견해를 보충해달라는 논

평이 있었다. 필자도 이 지 에 공감한다. 주도권 문제를 강조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은 

이것이 청구권자 의 성격과도 무 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선행 연구들은 

개 자 의 명목을 ‘청구권  경제 력’으로 애매하게 처리한 것을 비 으로 평가하

지만 자 이 청구권인지 경제 력인지는 명목은 물론 실제 집행양상을 통해 단해야 한

다. 이 에서 밝혔듯이 실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 이 있었지만 그럼

에도 결과 으로 자 은 정 로 10년간 유․무상 5억$가 들어왔다. 특히 자본의 확보

란 차원에서 이것이 당시 경제성장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것

이 얼마나 효율 ․효과 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용과정에서 문제나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은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자  사용결과만이 아닌, 과정도 살펴

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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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고는 1965-66년, 박정희 정부의 일청구권자  사용구상과 실시계획을 확

정하기까지 한일 양국의 의과정을 검토했다. 이것은 청구권회담․ 정에 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에서도 그간 비교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이다.

우선 2장에서는 정부의 청구권자  사용방안 확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자  사

용의 원칙은 균 혜택원칙이었지만 실제 구상은 1965년 하반기를 분기로 하여 

후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 까지는 소수 경제인들의 역할이 

요한 기간공장에 상당한 방 이 두어졌지만(특히 유상) 이후에는 기간공장이 모

두 배제되고, 농수산  소기업부문의 비 이 높아졌다. 이 같은 변화는 표면

상 공업 육성안과 농수산 육성안의 경쟁이었고, 군사정부의 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정되는 양상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단 그 의미는 보다 신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잠정 으로는 군정이 소  부정축재 기업인들을 처벌하는 신 경제개발

계획을 한 트 로 우하면서 이것이 사회 으로 큰 비 을 받았던 례를 

의식한 선회 을 뿐 정부의 진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3장에서는 정부가 년도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해 일본과 교섭한 과정

을 검토했다. 이것은 청구권자 을 사용하기 해 매년 거쳐야 하는 단계이자 

문이었다. 즉 한일 정 체결로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은 1965년 6월에 체

결되었지만 양국이 실시계획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해를 넘긴 1966년 1월이었고, 

다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4월 말이었다. 이 같은 시간  지연은 곧 청구권자

을 사용하기까지의 난 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부문에 한 서로의 입장이 

그만큼 첨 하게 충돌했음을 의미한다. 는 일본정부의 여․개입이 그만큼 

치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교섭과정을 거치며 실시계획의 총액과 내용 모두 수정되었다. 한국의 

년도 증액 목표는 철되지 못했고, 계획의 내용 즉 도입물자의 종류․수량 

한 원안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자 을 연간 균등분할 제공한다는 

원칙을 어기려 하지 않았고, 어선․해운 등의 제 부문에서 계획을 견제하고자 

했다. 실시계획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교섭은 청구권 문제가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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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오히라 합의, 는 1965년의 청구권 정 체결로 끝난 게 아님을 잘 보여

다. 청구권의 역사성을 사장한 채 단지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  3억

$ 이상이라는 액수에만 합의했던 양국의 거친 정치  충은 회담 타결 이후로

도 집행과정에서 양국의 거듭된 립과 갈등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 과정은 청

구권회담의 연장이자 청구권자 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

다는 에서 향후 한층 더 본격 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주제어 : 한일 계, 한일회담, 한일청구권회담, 청구권교섭, 청구권자

         실시계획, 청구권자  사용구상

투고일(2019. 7. 30),  심사시작일(2019. 8. 8),  심사완료일(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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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Government’s idea of using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and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66
74)

Shin, JaeJoon *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Government’s idea of using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일청구권) and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66. This is a 

relatively unattentive topic among many studies on Normalization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한일회담).

In Chapter 1, article examines the government's decision on how to use Property 

Claims. In Chapter 2, reviews how the government negotiated with Japan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plan(실시계획) for the first year. Eventually, the total amount and 

contents of the implementation plan were revised during the negotiation. The intens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initiative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ow that this issue did not end with the conclusion of the 1965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한일 정). The harsh political compromis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neglected Property Claims’ historicity and agreed only to the sums, inevitably resulted in 

repeated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ven after the 1965 treaty. 

This process was an extension of the Normalization talks. It is also a subject that needs 

further analysis in the future in that it shows how Property Claims were actually used.

Key Words : Korea-Japan relations, Normalization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Negotiation for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Implementation plan of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Idea of using Property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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