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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글은 1965년 한일 정부 간에 체결한 이른바 ‘청구권협정’(정식명칭은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어 약칭인 ‘청구권협정’으로 지칭한다)1을 시작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양국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제도화라는 용어를 국교정상화와 청구

권협정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 실시를 위한 한일 간의 공식적 관계 및 네트

워크 형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근래 한일 관계 악화에 관한 뉴스에서 청구권협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

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일 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위안

부 문제다.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범위 속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가를 

두고 양국 정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

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청구권협정은 그 정식 명칭에 ‘재산 및 청구권’과 ‘경제 협력’이라는 말

이 병기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그 결과에 대한 한

일 양국 정부의 상이한 생각, 즉 서로 다른 역사인식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

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협력 자금 도

입을 서두른 박정희 정권의 결단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비평』 제12호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기획한 특집

의 타이틀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가 시사하듯이, 1965년 국

교정상화를 기점으로 재출발한 전후 한일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표리일체

1    협정에 관한 본문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함. http://www.law.go.kr/

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최종 검색일: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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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며 전개되어 왔다. 특히,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청구권 자금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에 있어서

도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도 사실이다’2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일

본의 경제 침략과 대일 경제 종속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존재

한다. 

“한일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에 자금 협력이나 

기술 협력을 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해

진”3 상황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바라보는 현재 한국의 실정이라는 시각

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한일 

경제 협력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4 청구권 자금 도입과 기술

이전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관해서는 훌륭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

한다.5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고찰할 것은 ① 국교정상화를 전후로 형성된 

한일 경제계의 협의체(한일합동경제간담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등), ② 양

국 정부에 의한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일합동경제위원회 그리고 ③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해 파견된 조사단이 어떻게 조직되었고 활동했는가 하는 

측면이다.6

2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 백서』, 1976, 발간사.

3    , 『 』, 2013, 4쪽.

4    한일 경제계 교류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로서 류상영,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

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2호, 2003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 경제계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실무자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와 협의 과정을 다룸으로써 보다 다층적인 

한일 경제 협력 관계 제도화의 역학을 밝히려고 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양국 간 인맥이나 

비공식 접촉에 주목한 연구로는 박진희,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일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

문제연구』 제9호, 2002; 안소영, 「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1호, 2011 등이 있다.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의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논의에 주목한 연구로 이현진,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 협력의 논리: 한일정

기각료회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38집, 2011이 있다.

5    예를 들어 , 『 』, , 2008의 6 , 또는 

, 『 』 등을 참조.

6    이 글은 졸고,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일본으로부터의 학습」, 연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05년 8월; 「 」,  , 『

』, , 2014, 87~117쪽에서 논의한 글을 재구성하여 가필한 것임을 밝힌다. 



53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2. 경제계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제 협력의 시작

1)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시작된 경제계 교류

전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는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양국의 경제 교류를 촉

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에 일어난 한국의 정권 교체는 경

제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엄격한 대일정책을 취했던 이

승만 정권 대신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장면 정권이 성립되면서, 한일 

경제계는 국교정상화를 시야에 넣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후 한일 

경제 교류에 일본 측의 창구가 된 일한경제협회는 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

공회의소, 일본무역회의 협력으로 196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일한경제협

회30년사』( 30 )를 보면, 이 무렵 아다치 다다시( )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과 우에무라 고고로( )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이 

교섭하여, 경제계에서도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일 

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

고, 이것이 일한경제협회 설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7

아다치와 우에무라는 먼저 협회 설립을 위해 재일한국인 기업가인 서갑

호( ) 사카모토( )방직 사장 및 이강우( ) 삼아( )약품 회장

과 협의를 거듭했다. 한반도와의 연계가 두절되어 버린 일본의 경제계로서

는, 전후에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국과 무역을 해 오며 조국의 경제 정세

에 밝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8 이렇게 4명이 발기

인이 되어 일한경제협회를 발족시키고, 아다치는 고문을, 우에무라는 회장

을, 서갑호와 이강우는 부회장을 역임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일본 경제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서 신속하

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1960년대

에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서울에 사실상의 사무소를 두고서 시장 개척과 무

7    , 『 30 : 』, 1991, 26쪽.

8    , 『 30 : 』, 26쪽. 전후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활

동에 관해서는  , 『 』, , 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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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업무의 기반 구축에 열중했으며, 1963년에 이들 일본 주요 종합상사는 

이미 서울 진출을 완료한 상태였다.9

양국 정부는 정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상태이더라도 한일 경제계가 

교류를 진척시키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경제계의 움직임을 

적극 응원했고 이것이 국교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했다. 예를 들

어, 1962년 9월에 우에무라를 위시한 일본 경제계 지도층 6명이 경제사절

단으로 서울을 방문했는데, 이때 방한 요청을 한 것은 오히라 마사요시(

) 외상이었다.10 오히라는 한국의 실정 파악과 더불어 국교정상화 교섭

에 대한 한국 측의 의향을 확인해 올 것을 사절단에게 기대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한일 경제계의 교류를 환영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

고회의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필두로 국무총리, 외상,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모인 한국 정부 수뇌가 우에무라 사절단과 회담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11 이후에도 한국 측은 일본 경제계 지도층들로 이루

어진 사절단이 방한할 때 경제계뿐 아니라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상공부 장

관 등 정부 요인들이 대응했다.

우에무라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은 형식적으로는 이병철( ) 한국경

제인협회장의 초대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당초 한국 경제계는 일본 경

제계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해 나갈 지 고민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한국 내의 반대 여론이 거셌고, 한국경제인협회(현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반대 여론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계에서는 ‘한일 경제 협력 문제는 정면 돌파해서 타결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케다 하야토(  ) 정권의 ‘소득배증계획’이 어떠

한 경위로 성공했는지 파악해서 한국 경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본 경제계와의 관계 구축을 뒷받침했다.12

9    , 『 30 』, 32~33쪽.

10    , 『 30 』, 34쪽.

11    , 『 30 』, 34쪽.

12    ,  , 『 : 』, , 2007, 167~169

쪽. 원본은 김입삼, 『초근목피에서 선진국으로의 증언: 김입삼 자전』, 한국경제신문, 2003. 김입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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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후 한일 경제계가 주도한 교류는 그 시작부터 순수한 민간경제

교류가 아니라 한일 양국정부의 의향을 깊이 반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성격은 이후의 한일 경제교류에도 그대로 이어져 갔다. 

2) 한일 경제 협력과 분업에 대한 인식 공유

한국과 일본 간에는 우에무라 사절단 외에도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수차례

에 걸쳐 경제시찰단이 왕래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관료들

로 구성된 ‘한국 방일공업경영생산성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했는데(1961년 9

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찰단 방문에 주일 미국대사관이 알선하고 일한

경제협회가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13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정부나 경

제계 인사들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 정비에 힘썼다. 

일본에서는 일한경제협회가 주도하여 경제계 지도층으로 구성된 경제

시찰단을 3회에 걸쳐 한국으로 파견했다. 제1차[1962년 12월, 단장 안도 도

요로쿠( ) 오노다( )시멘트 회장], 제2차[1964년 10월, 단장 안

자이 마사오( ) 쇼와전공( ) 사장], 제3차[1965년 4월, 단장 도

코 도시오( )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회장] 시찰단 

모두 한국 경제계 지도층은 물론 한국 정부 고관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

다.14 이러한 경제시찰단의 왕래는 정식적인 외교 관계 체결 이전부터 한일 

간의 채널로서 기능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계는 당시의 의견 교환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향후 한일 경제 협력 방식에 대해 대체

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공유했다. 

제1차 방한시찰단을 인솔한 안도는 귀국 후의 소감에서 “나는 한국 경

제 발전에 필요한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우선 실업을 해결하

고 소득을 높이며 생산을 수출 지향적으로 바꿔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1962년부터 한국경제인협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13    , 『 30 』, 40쪽.

14    , 『 30 』, 3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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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때 일본이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한국에 의탁하는 것도 좋

은 생각일 것이다. 또 하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중공업 건설이다. 

(중략) 일본은 양쪽 모두 협력 가능한 입장에 있다. 국교정상화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5고 말하고 있다. 즉, 일본

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집약산업 이전과, 한국의 5개년 계획이나 중공업 건설

에 대한 일본의 협력 준비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제3차 방한시찰단에 참가

한 오키타 사부로( )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도 1959년을 경계로 

타이완, 인도 등의 경공업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중화학공업으로

의 전환 국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 사양화로 접어들고 있는 경공

업을 한국이 인수함으로써 한일 국제 분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16

이러한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견해는 한국 경

제계에서도 나타났다. 김용완( )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제2차 방한시찰단

을 맞이하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일본에서의 노동집약적인 수출 산업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17 또한 국교정상화 직전의 일본경제조사협의회와 한국생산

성본부가 작성한 한일경제공동조사 보고서에는 “우선 한국 측은 노동집약적 

공업을 진흥하여, 일본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부문을 인수받는 방향에서 이

를 단기간에 원활히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위탁 가공 방식을 가급적 많은 상

품에 채용한다. 위탁 가공으로 국제수지 부담을 줄이면서 기술 습득, 품질 향

상, 판로 확보를 기한다”18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본에서 국제경쟁력을 잃

어가던 노동집약형 경공업을 한국이 인수해 일단은 경공업품 수출 증대로 경

제 발전을 지향한다는 생각은 한일 양국의 경제계에서 공유되고 있었다.19

흥미롭게도 1970년대에 들어 한국이 중화학공업 건설을 본격화할 때에

15    , 『 30 』, 35쪽.

16    류상영,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302쪽.

17    류상영,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302쪽에서 재인용.

18    한국생산성본부, 『한일 경제 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한일 경제공동조사 보고서』, 1965, 28쪽.

19    단, 이와 같은 형태의 한일 경제 관계 형성이 경제적인 대일종속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강한 반대론이 있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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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비슷한 한일 국제 분업 논리가 한국 측에서 제기되었다.20 대통령 

경제 제2수석비서관으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담당한 오원철

( )은 ‘일본의 중화학공업 육성 성공 사례’에 대한 브리핑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후 일본의 중화학공업의 발전궤도를 따라감으로써 한국이 

한층 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21 아울러 오원철은 당시 다나

카 가쿠에이( ) 내각이 ‘일본 열도 개조론’을 통해 산업 구조를 자본

집약적이자 지식집약형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에서 

사양화 추세에 있는 중화학공업을 한국이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사양 산업 중 필요한 산업은 강력히 유치해서 기술 전파, 고용 

증대, 수출 확대, 공업 구조의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먼저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특히 중화학공업화에서 대만보다 먼저 행동할 필요성을 피력했다.22

다시 말해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상실해 

가던 일본 중화학공업의 일부를 한국이 인수함으로써 고차원적인 한일 산

업분업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중화학공

업 건설에 일본 경제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23 중화학공업화의 소요자금 중 60%는 외자 조달이 예정되어 있었

는데,24 그 중 대부분을 일본에게 기대했던 것이다. 공장 입지 계획 단계에

서부터 일본의 조사회사를 참가시킨 것도 일본 자본의 지원을 기대한 한국 

측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25

20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해서는 , 「 『 』 : 『

』 」,  , 『 　 』, 

, 2008, 193~222쪽을 참조.

21    김광모,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정책』, 지구문화사, 1988, 207~209쪽; 오원철, 『한국형 경제

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제7권)』,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464~468쪽.

22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467~468쪽.

23    , 『 』, , 1988, 45~46쪽.

2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이 1973년 펴낸, 『중화학공업육성계획』에 따르면 소요자금은 96억 달

러이고 이 가운데에서 58억 달러는 외자 도입을 예정하고 있었다(중화학공업기획단, 『중화학공업육

성계획』, 1973, 15).

25    , 『 』,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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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의 제도화와 구체화

한일 경제계의 교류는 국교정상화를 거쳐 두 가지 측면에서 진화했다. 첫째

는 교류 · 협의의 제도화이고, 둘째는 협의 사항의 구체화다. 

먼저 교류 · 협의의 제도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1965년 4월 제3차 경제

시찰단의 방한에 맞춰 도코 도시오 단장 이하 일본 경제계와 김용완 한국경

제인협회장을 필두로 한 한국 경제계가 처음으로 ‘한일경제간담회’를 서울

에서 개최했다. 이는 국교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한일 경제계가 협력 태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26 이 간담

회에서 참가자들은 ‘향후 항구적으로 질서 있는 경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한일협력 간담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27 

이듬해인 1966년 2월 도쿄에서 제1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일한경제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고, 그 외 경제단체연합회, 상

공회의소, 일본무역회가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

회의소, 한국무역협회가 참가했다. 이시자카 다이조( ) 일본 측 단장

(경단련 회장)은 간담회에서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경제인 사이에 상호 이

해와 신뢰의 굵은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양국의 경제 교류가 비약적으로 긴

밀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28 1967년 3월 서울에서 제2차, 1968년 

2월 다시 도쿄에서 제3차 합동경제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제3차 간담회에서 

일본 측은 이 간담회를 합동위원회 형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3차례의 간담회(1965년 4월 간담회를 포함하면 4차례)를 거치면서 깊어진 한

일 경제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하여, 국제 간 민간경제인 교류의 

관례가 되고 있는 상설 협력 기구를 설치해 교류를 더욱 강화해 가자는 취

지에 따른 제안으로,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 

이 합의에 의해 1969년 이후 매년 열리게 된 것이 ‘한일민간합동경제위

원회회의’다. 이에 앞서 한일 양국에서는 각기 ‘일한경제위원회’와 ‘한일경

26    , 『 30 』, 37~38쪽. ,  , 『 』, 170쪽.

27    , 『 30 』, 39쪽.

28    , 『 30 』, 5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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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원회’를 국내 위원회로 발족시켰다. 즉,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는 한일 양국의 국내 위원회가 매년 한 번씩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규약에 ‘합동위원회회의에서 합의를 본 사항은 

각자 자국의 정부에게 국내 위원회의 이름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명기하

고, 한일 경제계의 의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에 적극적으

로 촉구할 것을 목표로 했다.29

실제로 한일 경제계 간에 합의를 본 사항은 한일 정부 간 협의사항이 되

어 왔다. 이를테면 제2회 한일합동경제간담회(1967년 3월)에서 공동성명으로 

강조한 사항 — 일본 측이 희망한 조세 협정 체결, 공업소유권 확립, 입국 ·

체류 등의 편의 조치, 그리고 한국 측이 희망한 프로토타입형 기술훈련센터 

공여, 1차 생산품 개발을 위한 협력, 보세가공의 관세 문제, 김 매입 증가, 

선박차관 촉진 — 은 같은 해 8월 개최된 제1회 한일정기각료회의 공동성명

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제3차 한일경제간담회(1968년 2월)에서 

제안된 민간 합작 투자건도 다음 해 8월 제3회 한일정기각료회의 공동성명

서에서 언급되었다. 결국 한일 경제계 간의 협의는 경제 협력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토의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일 경제계 교류의 또 다른 진화는 협의 사항의 구체화다. 국교정상화

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청구권 · 경제 협력 자금이 공여되면서 한일 경제계

는 경제 협력을 어떤 식으로 진척시켜 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1966년부터 시작된 한일합동경제간담회에는 ‘경제 협력’, ‘산업 · 기

29    , 『 30 』, 58~61쪽. 한편 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의 발족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을 회장으로 한 정, 재계의 유력자들로 구성된 일한협력위원회

가 설립되었다. 한국 측에서도 카운터 파트너로 한일협력위원회가 백두진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해서 

발족했다. 일한협력위원회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나 문화 등 폭넓은 문제를 다루었으나, 협의 

사항을 정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그 실현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그래서 우에무라 

고고로 일한경제협회장과 기시 노부스케 일한협력위원회장과의 교섭에서 경제 문제 중 정부와 관련

된 문제는 협력위원회에서 다루고, 단순한 민간 경제 문제는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에서 다

루기로 합의하고 서간을 교환했다. , 『 30 』, 61~62쪽. 일한협력위원회

에 관해서는 , 『 Ⅵ: 』, , 1984, 170~176쪽도 참조. 또

한  , 『 · 』(Ⅰ·Ⅱ), , 1976 및  , 

『 1: 』, , 1980는 일한협력위원회를 ‘한일유착’이란 관점에서 비

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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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교역’이라는 세 개의 분과회가 설치되었다.30 이전처럼 한일 경제계 지

도층들 간의 교류와 간담을 진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경제 협력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이 세 개

의 분과회 방식은 1969년 이후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에도 적용되었

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협의의 장을 거쳐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각종 조사단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3. 정부 간 협력 체제의 가동

1) 경제 협력 협의체인 한일정기각료회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도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채널이 구축되었다. 한일 경제 관계 중에서도 특히 경제 협력에 관한 공식 

협의체가 된 것은 매년 한 차례씩 한일 양국의 각료들이 모여서 현안을 협

의하던 한일정기각료회의다. 이 회의는 1967년 8월에 처음 개최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거의 매년 개최되었다.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는 양국의 

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국제 정세, 안전 보장 문제 등 폭넓은 의제

에 관해 논의되었는데, 협의의 중심 테마는 경제 협력 문제, 즉 일본의 한국 

경제 협력과 원조였다. 이 회의의 일본 측 대표는 외무대신인 반면, 한국 측 

대표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 회의를 일

본과의 경제 협력 협의를 위한 중요한 장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시작된 계기는 제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

년도인 1966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각료간담회다. 이때 한국 측 

대표는 장기영(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고, 일본 측 대표는 후지

야마 아이이치로( ) 경제기획청 장관이었다. 이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된 의제는 다음 해인 1967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30    , 『 30 』,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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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대한 일본의 지원 문제였다. 한국 정부는 총투자의 38.4%(14억 2100만 

달러)를 외자에 의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대부분을 일본에서의 자금 

도입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한국은 이 간담회에서, 청구권협정에 따라 향

후 10년에 걸쳐 제공되기로 결정한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의 사용

을 앞당기고, 교환공문으로 체결한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어업협력 9000만 

달러, 선박 수출 3000만 달러 포함)의 증액을 일본에게 요구했다.31

당시 일본은 한국 측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67

년 제1차 정기각료회의 때에는 한국의 신규 상업차관 2억 달러에 대한 요

청을 받아들였고, 공동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한국 측은 (중략)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에 대한 일본 측의 협력을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일반 플랜트의 도입 자금으로 향후 2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새

로운 상업상의 민간 신용에 관계되는 수출 승인을 1970년 상반기까지 이러

한 플랜트가 완성되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2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새로운 상업상의 민간 신용에 관계되는 수출 신용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고, 그 실행 스케줄에 관하여는 지급으로 양국 정

부 간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32

이후에도 정기각료회의는 매 회의마다 일본의 대한 경제 협력과 원조를 

둘러싼 교섭의 장이 되었고 야마모토 쓰요시( )는 이를 두고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이 어떻게 하면 좀더 액수를 줄일까를 고민하는, 

노사 간의 단체교섭과 같은 양상을 띠었다”33고 평가하고 있다. 

2) 포항제철소 건설에 대한 청구권 자금 전용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진행한 경제 협력 협의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1969년 8월 제3차 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포항종합제철

소 건설에 대한 일본의 지원 문제이다. 한국 측은 이 회의에서 제철소 건설

31    , 『 30 』, 48~49쪽.

3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일관계 자료집』 제2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627쪽.

33    , 『  Ⅵ』,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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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청구권 자금을 사용할 것을 일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청구권 자

금은 ‘청구권 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무상 자금은 농 · 림 ·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에 사용하고, 유상 자금은 중소기

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한 청구권 자금의 전용은 법률에서 정한 자

금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34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일본의 긍정적인 회답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제3차 회의 공동성명서에는 “한국 측은 종합제철소 건설

에 관하여 일본의 대한 경제 협력의 최우선 계획으로 일본 측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깊은 이해를 표시하고, 이에 협력하기 위해서 

본 계획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정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하

였다”35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은 1969년 9월 조사

단을 파견(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 동년 12월에는 ‘종합제철 자금 조달을 위

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종합제철소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발족 당시부터 목표로 해 온 

과제였다.36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도 종합제철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964년의 보완 계획에서 삭제된 경위가 있다.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 종합제철소 사업은 다시금 석유

화학공업, 기계공업과 함께 3대 목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제철소 건설 계획안을 작성하고 건

34    , 『 : 』, , 1970, 89, 97쪽; 경제

기획원, 『청구권 자금백서』, 1976, 11~12쪽.

3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일관계 자료집』, 641쪽. 

36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 및 포항제철소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졸고, 「

: 」, · ·  

, 『 : 』, , 2005, 25~48쪽; , 『

』의 7 ; , 「 : 

」, 『 』 18 , 1993  9 , 53~85

쪽; , 「 : 」, 『

』 21 , 2001  8 , 37~54쪽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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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차관단의 결성을 단행했다. 그 결과 1966년 12월

에 발족된 것이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철강회사 등으로 구성

된 한국국제제철차관단(KISA)이다. 

그러나 미국수출입은행이나 세계은행은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에 부정

적이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1968년 11월 『한국 경제동향 보고서』에

서, 한국의 외자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량 60만 톤 

규모의 제철소로서는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철소 건설보다

도 노동집약형의 기계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1969년 4월 개최된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제3차 총회에서 제철소 건

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당시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었던 박충훈( )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37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종합제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 분야 

최측근인 김학렬(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

관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추진시켰다. 이때 한국 내에서 제기된 것이 국교정

상화에 따라 이미 제공되기로 약속되어 있던 청구권 자금을 종합제철 사업

으로 전용한다는 방안이었다.38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양해가 필요

했으므로, 김학렬은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를 종합제철 사업을 위한 협의

의 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생

산 규모를 103만 톤으로 수정한 새로운 건설 계획안 작성에 돌입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난색을 표하는 종합제철 사업 협력을 일

본 정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국 정부는 실무 차원에서 일본과 사전 협의

를 진행함은 물론, 정기각료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 · 재계 요인들과도 적극

적으로 접촉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포항제철 사장 박태준

( )이다. 박태준은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1960년대 초반 한일 국

37    이러한 경위에 관해서는 경제기획원 편,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Ⅰ』, 미래사, 

1982, 93쪽;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20년사』, 1989, 133~138쪽.

38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20년사』, 140~143쪽;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제2권』, 기아경제

연구소, 1996,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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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화 관련 물밑 교섭을 담당했던 경험과 당시의 인맥을 이용해 활동했

다.39 “그때 형성된 인맥이 후에 포항제철을 일으키는 직접적 힘이 되었다. 

(중략) 그때 만들어진 인맥은 나의 개인적 인맥이 아니라 국가적 인맥”40이

라고 박태준은 당시를 회상한 바 있다. 

박태준이 접촉한 요인들 대부분은 포항제철에 대한 협력에 긍정적이었

다. 하지만 새로운 건설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

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안전과 번영은 일본의 협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제2차 한일정기각료회의 공동성명)는 ‘안보논리’로 협력을 요구했다.41 사

실상 한국 정부는 ‘자주 국방’의 관점에서 포항제철소 건설을 목적으로 했

고 일본 측의 지도자층도 이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 “강한 군

대를 가진 한국이 강한 경제력을 가진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42라는 김학렬 부총리의 말에 대

해, 일본 정재계는 경제논리만이 아니라 정치논리에도 기반하여 협력 태세

를 보인 것이다.43 결국 포항제철소 건설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통해 ‘한국

의 번영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일본의 번영과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인

식이 한일 양국의 지도층에서 공유된 것이다.44

3) 한일합동위원회의 청구권 자금 운용

한일 양국 정부 간에는 정기각료회의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력 조직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실무 담당자들에 의한 협의도 제도화되었다. 청구권 · 경

제 협력 협정에 기반해 이루어진 경제 협력의 연도별 실시 계획을 한일 양

39    박태준은 야스오카 마사히로( )와 야기 노부오( )의 소개로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우에무라 고고로 경단련 회장, 아이치 기이치( ) 외무대신, 후쿠다 다케오( ) 대장대

신, 오히라 마사요시( ) 통산대신 등과 면담한다. , 『 ( )』, 

, 1983, 491~497쪽.

40    오효진, 『정상을 가는 사람들: 오효진의 인간 탐구 1』, 조선일보사, 1986, 303~304쪽.

41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20년사』, 145~146쪽.

42    「 」, 『 』, 1969  8  28 .

43    「 」, 『 』, 1969  9  6 .

44    이와 관련된 논의로 , 「 『 』 『 』: 『 』

」, ·  , 『 · · 』, , 2001, 160~177쪽을 참조.



65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국 정부의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는 ‘한일합동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제도

다. 이 합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 제1조 2항 — 양 체약국 정부는 본 조의 규

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청구권협정에 의한 경제 협력은 우선 한국 정부

가 연도별 실시 계획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한일합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45 따라서 합동위원회는 

한일 경제 협력을 실무 차원에서 결정하는 장이었다. 합동위원회의 일본 측 

구성원은 관련부처(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농림성, 운수성, 건설성, 경제기획청)의 실

무급 관료들이었고, 한국 측 구성원은 서울에서 도쿄로 파견된 ‘청구권 및 

경제 협력 사절단’의 단원들이었다. 

이 사절단은 청구권협정의 실시와 관련된 계획 및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이 협정 제1의정서 제5조에 의거하여 도쿄에 설치되었으며, 

연도 실시 계획에 관한 일본 측과의 협의를 담당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차

관 사업 계획이 경제적 ·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일본의 경제협력기금법

에 합당한가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 사업계획합의서 체결 및 실시 등 

총 15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46 사절단은 공사에 상당하는 단

장을 필두로 하여 계획부, 구매부, 총무부, 법무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

었다.47 청구권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은 한국 내의 ‘청구권 

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였고 사절단은 이 

자금관리위원회의 지부기관적인 성격을 띠었다.48 

청구권 자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특히 경제 협력국)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쿄에 파견된 사절단원들도 경제기

획원 관료로 채워졌다.49 당시 사절단원이었던 이선기( )는 경부고속

45    청구권협정 제1의정서 제1조.

46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백서』, 15~16쪽.

47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백서』, 16쪽.

48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백서』, 14~15쪽.

49    김흥기 편, 『영욕의 한국경제: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1999,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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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에서의 청구권 자금 사용을 둘러싸고 진행된 해외경제 협력기금

(OECF)과의 교섭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려고 하자 세계은행에서 이사회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서울-부산 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그것은 비경제적이라

는 부정적인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중략) 그 때 나는 설명했습니다. (중략) 미국에

서 공부하고 미국 환경과 선진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안목에

서 한국의 도로 건설이 부적당하다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50

이처럼 사절단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사

업에 청구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나 관계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청구권 자금의 일부가 사용되었다.

사절단이 한일합동위원회에서의 협의나 일본 정부 실무자와의 교섭에

서 얻은 것은 청구권 자금의 사용이라는 물질적인 성과만이 아니다.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해 한국 측은 경제 프로젝트의 

기획과 입안 그리고 실시에 필요한 정책 지식과 노하우를 배웠던 것이다. 

이선기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그 쪽의 사람들과 함께 교섭을 했다는 것이 나로서는 국

제 협력의 본바닥을 경험했다는 느낌이었다. (중략) 한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의 

양상을 보고 그곳의 국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나는 진정으로 

배웠다. (중략) 외무성이나 대장성에 출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관리와 교류하며 한국의 선진국을 향한 계획 실행에 대해서 담당 관

리로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51

50    , 『 30 』, 70쪽.

51    , 『 30 』,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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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협력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조사단 파견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한일정기각료회의 그리고 한일합동위원회라

는 협의체에 못지않게 한일 경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러 차례 파견한 경제조사단과 시찰단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국

교정상화 이전에는 주로 경제계 지도층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했는데,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양국 정부 · 경제계 지도층들 간의 합의 사항

을 실행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 의한 조사단과 시찰단이 여러 차례 한국으로 

향했다. <표 1>은 일한경제협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방한조사단 리

스트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조사단은 크게 경제계 주도에 따른 것과 정부 간 합의에 의한 것

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양쪽 모두 관민 합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

부분의 조사단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파견

된 것이다. 한편, 일본 측은 조사단 파견으로 한국에 대한 차관 공여와 투자

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낳을지 전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70년 3월에 파견된 ‘한국마산자유수출지역조사단’은 한

국 정부가 일본 경제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실현한 사례였다. 한국 정부

는 당초 일본의 경제 협력을 경제적인 재침략으로 보는 국내 여론을 고려하

여 직접 투자가 아닌 차관 중심의 한일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점

차 일본의 직접 투자 유치에 주력하게 되었다. 1970년 초 새롭게 설치된 마

산수출자유지역에 일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현지 

시찰이 진행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현지를 시찰하

고 여러 상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계 정부기관, 경제 단체 및 협력을 예상

하는 민간 산업계와의 접촉을 통해 계획 내용 및 향후 운용 방향을 이해’하

기 위한 조사단이 일한경제협회의 주관으로 방한하게 되었다.52 

정부 간 합의에 따른 조사단의 주요한 목적은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한

국 측이 요청한 경제 협력(차관 공여)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

52    , 『 30 』,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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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방한 조사단과 시찰단 일람

일시 조사단·시찰단 명칭

1965. 09. 제1차 생산품구입촉진조사단

1966. 10. 상공회의소친선경제조사단

1966. 12. 방한경제시찰단

1967. 09. 무역촉진조사단

1968. 10. 기계공업조사단

1969. 09. 철강조사단

1969. 12. 경제조사단

1970. 02. 한국생산품수출촉진사절단

1970. 03.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단

1970. 09. 서울시 도시교통조사단

1970. 10. 중공업조사단

1970. 11. 대한투자조사단

1971. 02 대한자본협력환경조사단

1971. 03. 공업단지실태조사단

1971. 03. 제2차 한국생산품수출촉진사절단

1971. 06. 방한경제사절단

1971. 12. 제주도관광개발계획조사단

1972. 01. 제3차 5개년 계획조사단

1972. 03. 농업개발조사단

1972. 06. 국토종합개발계획조사단

1972. 10. 대한투자진흥전문조사단

1972. 11. 기업제휴촉진시찰단

1972. 12. 농업개발조사단

1972. 12. 통상진흥조사단

1972. 12. 철강조사단

1973. 05. 농업관계프로젝트조사단

1973. 06. 기계공업 등 한국산업장기개발계획조사단

1973. 07. 제주도종합관광개발조사단

1974. 04. 경제 협력조사단

1974. 07. 북평항항만계획조사단

1975. 10. 증권업협회조사단

1975. 10. 재외기업협회조사단

1976. 11. 기계공업협력시찰단

1976. 12. 제4차 5개년 계획사절단

1977. 04. 농업협력기업제휴촉진 시찰단

출처: 일한경제협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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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

인지를 현지 조사로 판별하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 간 합의에 의한 조사단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제3차 한

일정기각료회의(1969년 8월) 합의에 따라 파견된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 평가

를 위한 철강조사단이다. 일본 정부는 ‘본 계획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정

을 위하여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공동성명에 따라 1969년 9

월에 아카자와 쇼이치( ) 경제기획청 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

을 한국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일본 정부와 철강회사의 실무급 총 13명으로 

구성된 관민 합동 체제였다.53 조사단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측 실무진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 제품의 국내 수요 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 외자 상환 능력, 원료 조달, 건설 공기, 제품 가격 등에 관한 검토 작

업을 벌였다. 한국 측에서는 경제기획원과 포항제철 실무자들이 참석했다.54

일본 측 조사단은 기본적으로 한국 측이 재검토한 새로운 사업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① 건설비용은 한국 측이 추정한 소요 외자 1억 300만 

달러보다 25% 이상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② 한국 측이 계획하고 있는 

연속 주조 방식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연주 · 분괴 병용식이 적당

하다, ③ 정부의 면세 등 지원 조치가 강구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이 있다, ④ 

생산 규모는 우선 조강 기준 100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3~5년 후에 연

간 생산 300만 톤 규모로 확장한다는 조건이 부수되어야 한다, ⑤ 완공 시

기는 1973년 6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55 그 후 한국 정부는 조사단 보고

서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1969년 12월에 자금 조달을 위한 기본 협

약을 일본 정부와 체결했다.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포항제철소 건설을 위한 청구권 자금 전

53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건설지』, 1971, 221쪽;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10년사』, 

1979, 180~181쪽.

5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건설지』, 222쪽.

55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 20년사』, 150~151쪽;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건설

지』, 2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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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성공한 한국 정부는 다음 해인 1970년 7월 제4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

서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조선의 이른바 ‘4대 핵공장’ 건설 자금 협력을 일

본 측에 요청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 측은 기계공업 건설 등 중공업의 육

성 계획에 관해 일본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 측도 한국의 중공업 육성

이 종합제철공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긴요함을 인식하고 

한국의 중공업 육성에 관한 필요한 조사 등에 필요한 협력을 행할 용의가 있

다고 말했다”고 명기한 항목이 들어갔고, 일본 측은 중공업조사단(1970년 10

월)을 한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4대 핵공장 건설에 부정적이었

으며, 결국 한국 정부는 4대 핵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 도입에 실패했다.5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일정기각료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파견된 일

본 정부 주도의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차관 공여를 요청한 사업안

건을 실제적으로 조사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의 심사 

과정에서 한국 측 실무자는 일본으로부터 경제정책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

을 알 수 있다.57 

4. 마치며

이 글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전후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청구권협정에 기반한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

에서 고찰했다. 

한일 경제계가 주도한 양국 경제교류에 착목하여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일본 경제계가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찍부터 한국으로의 경제적 진출

56    4대 핵공장에 관해서는 , 「 『 』 」을 참조.

57    , 「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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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추진했다는 것과, 그러한 경제계의 의향을 일본 정부도 지원하여 

국교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 또한 한

일 경제인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환영했으며, 정부 고위 인사들은 국교정상

화 이전에도 일본 경제인들의 방한 시 일본 경제인들과 회담을 가졌다. 한

국 경제인들은 당초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한일 경제 교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한국 경제인들은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 궤적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일 간의 국제 산업 분업에 의한 한국 경제 발전의 길을 구상하고 있었다.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국제 산업 분업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인식이 선행적인 양국 경제계 교류에 의해 국교정상화 직후

부터 한일 양국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후 국제경제 질서

라는 큰 틀 속에서 한일 경제 협력 및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이 구상되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실시된 대형 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이 일

본으로부터의 청구권 자금, 상업차관, 그리고 기술이전 등으로 인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한 것

은 청구권 자금이나 상업차관 도입 흐름이나 기술이전의 실태가 아니라 한

일 경제계와 정부 사이의 경제 협력을 위해 어떠한 네트워크와 제도가 형성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어떠한 협의와 교섭이 진행되고 실제 협력이 이루어

졌는가라는 점이었다. 그 결과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

회회의라는 정치 · 경제계 지도층 차원의 제도를 통한 한일 지도자들 간의 

인식 공유 과정, 그리고 한일 합동위원회와 경제조사단을 통한 실무 차원에

서의 정책 지식과 아이디어 전수 과정을 밝힐 수가 있었다. 이러한 한일 간

의 경제 협력 실행을 위한 제도와 그들을 통한 협의 과정은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일 간의 자금 및 기술 

관련 교류를 일방적 수용이 아닌 쌍방향적 과정으로 조명함으로써 한일 경

제 협력 관계의 역학을 보다 적절히 가시화할 수 있었다.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박이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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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 천자현

투고일자: 2014. 11. 18 | 심사완료일자: 2014. 12. 3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

던 국제정의론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회복적 정의를 동아시아

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주의적으로 접근했다. 인정과 용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전후처리, 역사 갈

등, 영토 문제 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정의의 최소주의적 접근을 위한 분석 도구는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며, 이를 위

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

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형태로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제한적이고 왜

곡된 형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회복적 정의라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한일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설적인 관계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일 관계, 국제정의론, 회복적 정의, 전후 보상, 시민사회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 니시노 준야

투고일자: 2014. 12. 18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3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글은 1965년 한일 정부 간에 체결한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화란 국교정상화와 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 실시를 위한 한일 간의 경협 관련 협의체 및 

네트워크 형성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같은 정

치·경제계의 하이 레벨 협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또

한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 레벨에서 정책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었던 사실을 밝

혔다. 이러한 한일 간의 다양한 협의체의 형성과 이들을 통한 경제 협력 협의 과정은 전후 한일 경

제 협력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금과 기술의 일방적인 이전이라

는 측면과는 또 다른 한일 간의 쌍방향적 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동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한일 경제 협력, 청구권협정, 한일 경제계,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합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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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 CHUN Ja Hyun 
Korea and Japan experienced repetitive cycl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fter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unique attributes of Korea-Japan 

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bilateral relations from an international justice perspective. The 

paper takes a minimalistic view of restorative justice considering the unique situation in East 

Asia. Japan’s acknowledgment of its past atrocities and Korea’s forgiveness are not enough to 

resolve matters such as post-war compensation, differing views on their shared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ase of compensating victims of sexual slavery was used to explain the minimalistic 

view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Japanese government’s reaction 

to efforts made by Japanese civic groups which tried to deliver such compensation.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reacted to the groups’ efforts by establishing the Asia Women’s Fund, 

it was still criticized for being restrictive and distorted.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aims to look at Korea-Japan relations in a new light 

by approaching it from a restorative justice point-of-view, hoping this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ve bilateral ties for the new generations to come. 

• Keywords:    Korea-Japan relations, international justice theory, restorative justice,post-war 

compensation, civic society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 NISHINO Junya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ed after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e study takes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ing Korea-Japan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 

“Institutionalization” refers to the formation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network 

and council based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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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eals that the leaders of each country shares recogn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scussions in political and economic arena such as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s, and Korea-Japan Private Council of Economy. It also 

discovers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know-hows are passed on from working-levels such as 

Korea-Japan Joint Committee and Economy Research Groups. Formations of such various 

bilateral councils and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is only part of postwar Korea-

Japan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by focusing on the interactiv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stead of focusing on Japan’s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ntributions 

to Korea, one can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 

more profound perspective. 

• Keywords: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Korea-Japan economic circle, the Regular 

Korea Japan Ministerial Conference, Joint Committe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 YOO Hyuck Soo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South Korean Agreement” (here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the Special Exemption Law of Immigration Control guaranteed special 

legal status, including a special permanent residence with simplified procedure, relaxation of 

deportation requirements, and the extension of reentry permit period, to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who resided in Japan before August 15, 1945. However, the 1991 Memorandum 

did not re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aced at that time. With the 

increase of Korean naturalization and marriage with Japanese, the shift from patrilineal jus 

sanguinis to bilineal system, and the growth of newcomer Koreans etc.,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experienced diverse and big changes and is now faced with new challeng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mainly 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foresees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irst, we investigate how much the social-economic position of Koreans had improved 

during Japan’s economic growth of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a series of studies on 

foreigners in Japan in terms of occupation and social position. Second, we address that the 

Japanese legal system for aliens still has some important problems to be dealt with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of Koreans has improved radically by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by Japan and following the 1991 Memorandum.

Finally, we raise three scenarios on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1) Entering 

the mainstream Japanese society as Korean-Japanese by acquiring Japanese nationality; 2) 

Disregarding the constraints of nation-states and become a “free soul” in the globalized 

East Asia; and 3) Gradually immerse into the Japanese society with ambiguous and uncl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