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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중 정부간경제협력의 정책결정

손기섭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일중 정치경제관계는 소위 ‘72년 체제’1)의 성립기로

서, 외교관계의 수립, 주요 실무협정의 체결, 평화우호조약의 체결로 일중 정치경

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완성한다. 1979년 오오히라 내각(大平

內閣)은 이러한 ‘72년 체제’의 제도적 틀 위에서 일중관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

는 역할을 맡게 되며, 80년대의 일중 정치경제관계의 발전을 제도화시키는 초석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일본의 ‘대중국 정부간경제협력’(이하 대중경협)이었다.

일본의 대중경협은 중국 국내의 정권변동, 즉 등소평정권의 탄생과 현대화노선

에 기인한 바가 크다. 중국에서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전국대표자대

1) ‘72년 체제’란 1972년 일본의 다나까 내각과 중국의 모택동․주은래정권이 국교정상화

에 합의하여 작성한 ‘일중공동선언’과 후쿠다 내각 때의 ‘일중 평화우호조약’을 토대로

성립하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일중 정치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작용하는 구조적 틀로서,

크게 보면 70년대의 성립기, 80년대의 발전기, 90년대의 전환기로 대별된다(손기섭,

2004). 일중관계의 ‘72년 체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매우 빈약하다(國分良成, 2001).

본 논문은 일본정부의 오오히라 내각 이후의 대중 정부간경제협력의 공여 및

동결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과 엔차관 패키지의 공여내용을 실증 분석한 것이

다. 연구의 주된 분석범위는 79년에서 98년에 이르기까지의 약 20여 년간이다.

대중경협의 정책결정은 수상관저 주도의 정치결정에 의거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외압과 일본 자민당과 재계의 내압이 적절히 투사된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으

로 파악하며, 또한 일본의 대외원조론에 대한 새로운 가설로서 기존의 ‘상업원

조론’, ‘전략원조론’, ‘자조지원 원조론’을 넘어선 ‘정치원조론’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엔차관 원조의 규모와 방식이 거

액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이란 점에서 정치성을 띤 점이고, 또 하나는 정책결정이

관저중심의 정치적 조정이 많았다는 점이다. 거액의 엔차관 패키지의 복수년도

총액결정방식, 내외압을 조정하기 위한 ‘대중경제협력 3원칙’의 설정, 중국의 요

청이나 압력에 대한 유연한 반응, 자원 및 통상외교와의 높은 관련성, ‘등소평체

제’의 개혁·개방노선 지지, 서구에 대한 배려 및 아세안과의 균형 등 대중원조

는 항상 복합적인 요소의 조정을 요하는 수상관저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했

던 것이다.

◆ 주제어: 대중경협, 정치원조, 엔차관, 일중관계, 내외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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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11期3中全會)가 개최되어 모택동시대의 혁명중심노

선에 종지부를 찍고, 개혁·개방의 현대화노선으로의 전면전환을 꾀하는 ‘등소평체

제’를 확립했다. 등소평시대의 중국정부는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활성화와

외자도입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중 경제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어

민간경제협력의 단계로부터 정부간경제협력의 단계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2)

일본의 대중경협은 이러한 일중 양국의 국내정치의 변화와 관계진전을 거쳐

시작된다. 정부주도의 대중경협은 통상 일본정부의 중국에 대한 엔차관 자금협

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의 일환으

로 분류된다. 대중경협은 일본의 대외원조 발전사에 있어 제4기에 해당되는 계

획적 확충기(1977년-1988년)에 시작되어 제5기인 톱 도너기(1989년-2000년)까지

계속되었다.3) 일본정부의 대중 정부간 경협은 대일 배상청구를 포기한 중국정부

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후처리외교의 일환인 성격이 짙고, 나아가 시장과 자원의

획득 및 일중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한 외교수단으로서 활용되었으며, 또한 중국

의 근대화와 시장경제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일본의 정부차관인 엔차관협력이 중심이 된 대중경협의 공여결정 과정은 ‘정

책레벨의 결정’에 있어서 여섯 번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실현되었다. 명시한 바와

같이 1979년 오오히라 내각의 ‘제1차 엔차관협력’, 1984년 나까소네(中曾根內閣)

의 ‘제2차 엔차관협력’, 1988년 다께시타 내각(竹下內閣)의 ‘제3차 엔차관협력’,

1989년부터 1990년 말에 이르기까지 ‘천안문사건’에 연유한 신규 엔차관의 동결

과 그 해제결정, 1994년의 무라야마 내각(村山內閣)의 ‘제4차 엔차관협력’ ‘전기

3년분’의 결정과 중국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무상원조의 동결결정, 1998년 11

월 오부치(小淵) 내각의 ‘제4차 엔차관협력’ ‘후기 2년분’의 결정 등이다.

본 논문은 일본정부의 대중 정부간 경제협력의 공여 및 동결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엔차관 패키지의 공여내용을 분석하여 대중경협의 특징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분석범위는 79년에서 98년에 이르기까지의

약 20여 년간이다. 본고의 가설적 전제는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과 ‘정치원조

론’이다. 즉, 대중경협의 정책결정은 수상관저 주도의 정치결정에 의거했지만, 미

국과 중국의 외압, 일본 자민당과 재계의 내압이 적절히 투사된 ‘내외압조정적 정

치결정’으로 파악하며, 또한 일본의 대외원조론에 대한 새로운 가설로서 기존의

2) 일중간의 민간무역은 정경분리적 발상에 의해 50년대에는 4차에 걸친 민간무역협정,

60년대에는 우호무역 및 각서무역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나, 기시(岸) 내각

기의 일중관계의 단절, 사또(佐藤) 내각기의 周4조건 등 정치관계의 변동에 많은 제약

을 받았다.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고 나서는 74년의 무역협정과 78년의 장기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전된다(添谷芳秀, 1995; 田中明彦, 1991).

3) 일본은 동남아와 한국에 대한 전후처리방식으로서, ‘배상(준배상)+경제협력방식’을 취

했으며(이원덕, 1996; 손기섭, 2003), 70년대 중반에 거의 이에 대한 공여를 종결하고

새로운 원조정책을 취한다. 명시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방식

을 취했다고 판단된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外務省経済協力局編(1994: 8-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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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원조론’, ‘전략원조론’, ‘자조노력지원론’을 넘어선 ‘정치원조론’을 제시한다.

Ⅱ. ‘정치원조론’과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

1. ‘정치원조론’

일본의 대외원조 공여에 관해서는, 시장과 자원의 확보를 중시하는 ‘상업원조

론’, 80년대의 정치외교적, 안보전략적 관점을 중시했던 ‘전략원조론’, 그리고 개

발도상국의 경제건설을 지원한다는 ‘자조노력지원론’ 등이 대표적인 기존의 가설

이다. 이러한 가설들의 구분은 대체로 대외원조의 공여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의 특징과 원조내용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상업원조론’이란, 일본의 대외원조의 주된 목적이 해외시장 및 자원의

확보를 통해 일본 국내산업의 진흥과 무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며,

원조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경제기획청으로 구성되는 ‘경

제협력4성청’과 해외지점을 가진 기업 등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파악한다. 모든

원조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수단’이자 ‘국내 공공사업의 연장’이며, ‘동

남아시아는 일본 자본주의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西和

夫, 1970: 57-67; フランツ ヌセ-ラ, 1992: 51, 104-105)은 통산성의 산업정책과

국내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상업원조론의 논조에 속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

본의 대외원조가 상업성을 지나치게 중시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70년대 중반

까지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으나, 원조제도나 원조이념이 많이 변모한 70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의 대외원조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전략원조론’은 일본의 대외원조가 단순히 경제적 내용이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로 일본정부의 외교 및 안보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시되어

왔다고 보는 관점이며(Yasutomo, 1984), 특히 80년대 초반의 대외원조를 문제시

한다. 말하자면, 일본정부가 자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국가에 선택적으로 경제원조를 공여했다고 본다. 전략원조론에서는

전략이란 개념을 매우 모호하게 사용하기는 하나(Yasutomo, 1984: Chapter Ⅱ),

대체로 일본의 종합안보상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미일간의 협조나 책임분담을

중시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외압을 중요하게 취급한다(Orr,

1988; 1990).

셋째, ‘자조노력지원론’은 대외원조가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을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90년대에 들어와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암묵

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원조가 무상원조보다는 원리금의 상환을 요하는

엔차관의 비율이 매우 높고, 도로, 철도, 항만설비, 댐 등의 경제인프라의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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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며, 주요한 대상지역이 ASEAN이나 중국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渡

辺利夫․草野厚, 1991; 草野厚, 1993). 이 주장은 일본정부의 ‘정부개발원조

(ODA)대강’에도 원조이념으로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외원조가 원

조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해 왔고,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현상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에 소극적이었으며, 미일관계나 원조요청국과의 정치적 요소를 중시했다는

제반 요소를 고려해 보면, 너무 이상론에 치우친 감이 있다.

일본의 대외원조의 이념이나 성격에 관한 상기의 가설적 논의는, 특정시기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50년대부터 배상과 원조가 한 묶음이

되어 출발한 일본의 대외원조 전반을 설명하기는 힘들며, 특히 80년대 및 90년

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총괄적인 원조모델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4) 특히, 본고

의 분석대상이 되는 일본의 대중경협에 나타난 원조내용과 정책결정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대중원조는 본질적으로 수상관저 주도의 내외압조정의

정치결정에 의한 ‘정치원조’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대규모 엔차관 패키지를 복수

년도 총액결정방식으로 제시했고 일중관계 발전추이와의 상관성이 높으며 공여결

정 뿐만 아니라 동결결정도 함께 존재하는 등 일본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중대하

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원조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일중간에 존재하는 지

정학적 밀접성, 중국의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渡辺長雄, 1988; 朝日新聞, 1987/6/5;

石井明, 1987), 중국의 개혁․개방세력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지원 등 ‘일중 특수

관계’에 대한 배려와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자원과 시장의 확보

를 꾀하는 일본의 경제외교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대중경협에는 중국의 요청과 수정압력, 미국의 외압, 자민당과 재계의

요구 등 내외압이 많이 작용하여 경협4성청만의 실무적 조정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자민당이나 야당으로부터의 압력이 작용하였으며, 중국의 민주

화, 인권, 핵실험 상황 및 거대한 잠재적 경제시장에 대한 서구 선진국가들의 관

심도 컸다. 따라서 대중경협의 공여안 결정에서는 내외압을 조정하기 위한 수상

관저의 관여도가 높았다. 즉, 대장성, 통산성, 외무성, 경제기획청으로 구성되는

‘경제협력4성청’의 실무적 조정을 거친 후 반드시 수상관저의 정치적 조정과 판

단을 필요로 하는 장면이 많았던 것이다.

이렇듯 대중경협은 오오히라 내각 때부터 일본정부의 ‘적극적 정치결정’(田中

明彦, 1991: 111)으로 실현되었고, 이러한 ‘적극적 정치결정’ 성격은 80, 90년대를

통해 시기별로 변화를 거치면서도 점차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4) 이가라시는 일본의 원조목적으로서 여섯 가지 시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상호의존의

인식과 인도적 고려, 수출진흥․무역입국의 관점, 오일쇼크 이후의 총합안전보장, 전략

원조의 관점, 90년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관점, 경제대국 책무론 등의 여섯 가지다

(五十風武士, 199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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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

대중경협의 정책결정의 분석틀로서 수상관저 주도의 다원적인 참여자로 구성

되는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 모델5)을 창안하고자 한다. ‘내외압조정적 정치결

정’ 모델이란 중국으로부터의 요청과 압력, 미국으로부터의 외압을 고려하고, 자

민당(혹은 정부여당)이나 재계로부터의 내압도 상정한 위에서 경제협력4성청의

실무적 조정과 수상관저의 정치적 조정과 판단이 중시된다. 외무성, 대장성, 통

산성, 경제기획청의 경제협력4성청과 수상관저가 직접적 정책결정자로서 정책결

정의 주체가 되며, 중국, 미국, 자민당(정부여당), 재계가 간접적 정책결정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 모델

중국

수상관저
자민당

야당-재계
미국

대장성, 경제기획청

외무성 통산성

내압

조정

외압

조정

교섭 외압

중국

수상관저
자민당

야당-재계
미국

대장성, 경제기획청

외무성 통산성

내압

조정

외압

조정

교섭 외압

     

           

일본의 대중경협은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상호의존의 정치과

정」(山本吉宣, 1989: 75-106)에서의 ‘내외압 조정정치’의 패턴과 유사하며, 또한 원

조정책결정자는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모색해 가는 가운데 새

로운 원조제도나 관행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加藤順子, 1994:

179). 대중원조는 일본의 대외원조상의 공식적인 법제도나 규범적인 행동패턴뿐만

아니라 일중 특수관계의 틀 속에서 그 제도적 문맥이 동태적으로 해석되고 변화되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5) 일본정치론에서의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 및 신제도론, 국제정치학에서의 상호의존

론 등으로부터 몇몇 유용한 개념과 분석틀을 빌려 독자적으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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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원조제도의 규정과 관행이 중심을 이루지만, 전후에 형성된 양국간

의 민간무역제도,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 전후배상의 포기에 따른 경협, 일중 특

수관계적 관행 등의 영향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대중 경제협력3원칙’이나

다년도주의에 입각한 총액결정 제시는 기존 원조제도에 없는 대중원조 공여의 ‘제

도적 다이너미즘’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에는 다원적인 정책결정행위자가 참여하며, 이에는 ‘직

접적 정책결정행위자’와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로 대별된다. ‘직접적 정책결정행

위자’는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경제기획청으로 구성되는 ‘경제협력4성청’(이하 경

협4성청)과 수상관저로 구성된다6). 일본의 대외원조의 공여는 피원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책내용을 구체화하는 바 경제협력 관계성청간의 실무적 조정과 수상관저

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조정과 판단이 필수적이다(渡辺昭夫, 1977: 43).

‘경협4성청’은 먼저 각 성청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관계성청간의 협의조

정을 행한다. 각 성청내의 작업에는 경협 대상프로젝트 및 총액결정과 같은 실무

적 작업이 중심을 이루며, 관계성청간에는 사전협의로서 각 성청 초안의 차를 어

느 정도 줄여 동의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된다(大森弥, 1986: 88-89). 대장성과 외

무성의 대립 등 각 성청의 성격과 직무에 따라서는 경제외교와 정치외교의 상충성

의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기도 한다(渡辺昭夫, 1977: 104-105).

수상관저는 관료가 작성한 성청안을 토대로 국내외의 요청과 압력의 수위를 조

율하여 최종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 수상관저의 정치적 조정에는 관계성청 각료

간의 조정 및 자민당과의 조정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조정을

시도한다. 대중경협은 일중간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특수성에 제약되어 정치적 판단

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까노가 말하는 ‘관저정치’7)의 정치과정과 유사하다.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로서는 자민당, 재계, 중국, 미국의 네 요소가 존재한다.

일중 정부간경제협력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지만 원조안건과 원

조상황에 따라선 ‘직접적 정책결정행위자’에게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

책결정행위자이다. 아세안(ASEAN)도 대중 엔차관협력의 공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 중 국내

적 내압요인으로 작용하는 행위자는 자민당과 재계이다.

자민당은 전후 1955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여당정치가와 관료와의 역할

이 혼합’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우월정당’으로 기능해 왔으며(佐藤誠

三郎․松崎哲久, 1986: 5-9), 38년간이나 정권정당으로서 정무조사회를 중심으로

6) 2001년 1월 6일부터 일본의 정부조직법의 변경으로 인해, 대장성은 재무성으로 통산성

은 경제산업성(경산성)으로 명칭과 역할이 대폭 변경됨.

7) ‘관저정치’란 수상이 여당 내부의 복잡한 영향요인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수

상관저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정정책의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수상주도의 정책결정시스

템을 말한다. 대표적 케이스로는 요시다외교(1948-1953), 일중 국교정상화교섭시의 다

나까외교 등이 있음(中野実, 1992: 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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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정책전문성이 제고되었고 대중경협이 본격화되는 80년대 이후 정책결정

에는 ‘당고관저’ 현상까지 나타나는 바8), 대중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심

대했다.9) 대중정책의 중요결정은 자민당 총무회의 승인이 필요한 때도 있고 자민

당 외교부회나 외교조사회의 토론내용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田中明彦, 1988:

14-18). 또한 수상특사라든가 ‘비정식 외교채널’10)(西原正, 1983: 1-9)로서 기능하

는 자민당 유력의원의 방중외교를 통해 중국에서 정부안의 사전 정지작업을 행하

기도 하고, 일중 양국 상호간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재계도 대중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대중 원조

정책의 공여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통산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

사하면서 중국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계는

‘케이단렌’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각 산업부문으로 구성되는 ‘업계’로 구성된다.

일본의 대중경협의 정책결정에 국외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자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많은 경우 본질적으로 외부적 압력에

반응하기 쉬운 ‘반응국가’(Reactive State)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Calder, 1988: 519-535),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만이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외압’ 요인으로 평가된다(田中明彦,

1989: 23-36). 중국정부의 정부간 경협 요청과 외교교섭과정은 일본의 각 내각의 정

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또한 국교정상화 시의 대일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는 결정적인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다(外務省経済協力局編, 1995: 55-58; 石井明,

1987; 손기섭, 2003). 미국은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노선에 가장 강력한 외압요인이었

다. 미일협조 외교를 본질로 하는 ‘요시다노선’은 이런 미일 기축외교의 확인의 다름

아니었으며, 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원조는 미일협조형의 원조프로젝트를 지향했

다. 또한 70년대의 미일 경제마찰 하의 원조 및 80년대 초의 ‘책임분담형’의 원조사

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일협조가 근간을 이루었다(Orr, 1990; Yasutomo, 1984).

8)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무조사회내의 족의원의 가속화현상이 예이다.

자민당의 족의원을 잘 정리한 책으로서는 中野実(1993), 佐藤誠三朗․松崎哲久(1986),　猪

口孝․岩井奉信(1988)을 참조.

9) 와타나베 아끼오는「日本の対外政策形成の機構と過程」(1977)에서 자민당을 대외정책형

성의 행위자로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논문「日米対外政策過程の比較分析」에서 유

일한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로 간주했다. 자민당은 영향력의 강도면에서 여타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와는 상당히 구별되지만, 대중경협의 정부안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 않고 성청간 실무조정이나 수상관저의 정치적 조정에 압력을 행사할 뿐이므로

‘직접적 정책결정행위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10)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 시기까지의 비정식 접촉자는 여야당의 유력 정치가나 재계

거물들이 많았으나, 국교정상화 이후는 정식외교가 중심이 되어 역할이 줄어듦(別枝行

夫, 1983: 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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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0년대까지의 대중경협의 원조내용과 정책결정

1. 오오히라 내각의 제1차 대중경협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이 성립한 이후 일본은 재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

한 경제 붐이 활성화되었으며, 중국정부도 등소평정권이 대외개방정책을 선언함

에 따라 일본 정부자금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 오오히라 내각은 1979년 9월초

에 중국정부로부터 8안건 55.4억 달러에 달하는 공식 정부차관 요청11)을 받고

연내의 수상방문을 시야에 넣어 공여안 작성을 서두르는 등, 시종 적극성을 나

타냈다. 중국의 공식요청이 있은 직후부터 ‘서구 선진국과의 협조와 아세안과의

균형, 군사협력은 불가’라는 ‘대중경제협력 3원칙’12)을 설정하여, 미국 및 아세안

과의 의견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민당과 국내여론의 내압에도 기민하게 대응

했다.

‘대중 경제협력 3원칙’의 선언과 제도화는 대중원조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

심도와 압력을 반영한다. 막대한 규모의 대중 엔차관 패키지로 인해 해외로부터

일본의 중국시장 독점과 아세안에 대한 엔차관 감액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미국의 관심은 주로 대중 엔차관의 조달조건에 집중되었다. 또, 자민당으로부터

는 대중원조의 군사원조로의 전용, 소련에 대한 자극 및 정치군사대국인 점 등

의 우려에서 중국에 대한 원조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정부안 작성 말기에 많

이 분출됐다.

결국 오오히라 내각은 수상관저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정을 거듭하여 동년 12

월초 오오히라 방중을 결정한다. 수상관저는 경제협력 관계성청간의 실무적 조

정을 거쳐 작성된 ‘정부실무안’에, 엔차관 총액을 약속하는 구체적 표현을 궁리

할 것과 자재의 조달처를 한정하지 않는 ‘언타이드’ 방침을 지시하는 등 격렬했

던 내외압의 정치적 조정과 중국에의 신속한 약속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했다. 자민당과 중국의 요청 사이에서 11월 말과 12월 초의 관저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오오히라 내각기의 대중경협 정부공여안은 <표 1>과 같은

결정과정을 거쳤다.

11) 중국정부의 공식요청안을 들고 방일한 곡목(谷牧) 부수상은, 에너지자원인 석탄과

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도, 항만 등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일본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 경제10개년계획의 조정은 현대화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외자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日本經濟新聞, 1979/9/3; 朝日新聞,

1979/9/4).

12) 대중원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서구선진제국과의 협조를 도모하고, 아세안을 비롯

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균형에 주의하며, 군사협력은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

(日本国会編, 197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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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차 엔차관협력의 정부공여안 작성과정

오오히라 수상의 방중을 통해 약속된 제1차 대중 엔차관협력은 6프로젝트를

대상으로 5년간 15억 달러의 엔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5년이란 다년도

주의에 입각한 총액결정방식은 일본의 대외원조 결정에서 그때까지 전례가 없었

던 일이었다. 공여조건은 차관금리 3%,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이고, 조달방식

으로 ‘원칙적 언타이드’를 명시했다. 대상프로젝트는 철도 3건, 항만 2건, 댐 1건

으로, 중국의 경제인프라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에너지자원의 수출입과도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는 안건이 선택되었다. 또한 엔차관 외에도 일중간의 우호를

상징하는 무상원조로 160억 엔의 일중우호병원안건이 채택되었다.13)

한편, 제1차 대중 엔차관의 공여기간중인 81년 1월에 중국이 플랜트 수입계

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함에 따라(国分良成, 1992: 44), 금융지원책이 강구되었고

제1차 엔차관 안건 중에 철도확장과 댐건설에 소요되는 엔차관 자금 1,300억 엔

이 상품차관으로 전용되었다.

상기의 제1차 대중경협의 정책결정과 원조내용은 다음 몇 가지의 주요 특징

을 보인다. 첫째,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결정에서 새로운 원조제도의 확립이란 의

의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외압, 아세안의 요구, 자민당과 재계의 로비와 내압

이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대중 경협 3원칙’을 확립하여 내외압을

조정하고 신속한 정치결정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수상관저의 조정이 빛을

발휘한 ‘정치적 결정’이란 점이다. 다나까(田中明彦, 1991)의 지적처럼, 대중경협

의 전체적 성격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공여안 작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외무성안

과 통산성안을 중심으로 수상관저의 적극적 독려와 조정이 전반적으로 경협성청

의 실무적 조정을 넘어서 내외압을 조정하고 중국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모

습으로 나타났다. 통산성은 재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면이 많았고, 대장성은 일본

의 예산제도에 구속되었으며, 외무성은 미국과 아세안을 배려하는 바 이들 분산

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상관저나 자민당 실력자의 정치적 조정이 긴요

했다. 자민당은 당내 정치역학관계상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여유를 갖추지 못했

13) 상세한 원조내용과 일중 교섭의 과정에 대해선, 海外経済協力基金(1995: 16-20), 北京

週報(1980/1/22)를 참조.

안

엔차관

공식요청안
(79.9.3)

신 제안
(79.10.8)

통산성안
(79.11.3)

외무성안
(79.11.26)

정부실무안
(79.11.30)

정부안
(79.12.1)

총액 55.4억달러 35.85억달러 14.54억달러 총액약속 무 총액약속 무 15억달러

안건 8 9 5＋1 6＋1 6＋1 6

특징
內資分을포함,
공여기간은
3년-6년

내자분
약30%제외,
우호병원건설

안건의
타이드화,
연 600억엔
기준

매년확정,
79년
500억엔,
언타이드화

79년500억
연리3%
30년 상환

원칙적
언타이드,
일중우호
병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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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대중 원조내용의 파격성으로, 기존 원조 사례에 없었던 5년간 15억 달

러라는 복수년도 총액결정의 대규모 엔차관 자금협력 패키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대중 경협의 성격과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겠다. 먼저,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등소평체제’에 의한 현대화 추진을 지원하는 의미가 강했

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적 근대

화를 지원하는 모양을 갖춘 것이다(柳谷兼介, 1979: 24-25). 다음으로, 다나까 내

각기의 국교정상화 교섭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에 대한 정치적 보답의 의미도 배

제할 수 없다(霞山会編, 1979: 130-140).14) 등소평의 발언과 일본정부의 정치적

대응, 기존 원조제도에 없는 공여안 내용의 파격성 등으로 볼 때 명백하다(張香

山, 2002). 그리고, 일본의 경제외교의 일환으로서, 일중우호관계의 구축과 자원

외교상의 에네르기대책의 의미가 강했다. 인프라설비 중심의 대중 엔차관은 일

본은 물론이고 아시아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일본

정부의 대외 자금협력 구도는 엔차관이 경제인프라의 건설에 주력하는 반면, 일

본수출입은행 자금은 석유나 석탄 관련의 에너지자원 수출입 프로젝트에 투입하

는 형식을 많이 띠는 바 민간기업의 경협과 수출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2. 나까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경협

1983년 4월에 중국정부는 13안건 총액 60억 달러의 엔차관을 공식요청15)했었

다. 나까소네 내각은 제2차 엔차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요청액이 60억 달러에 달

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원조총액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여기간을 5

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책을 강구했다. 나까소네 수상은 대중원조를 통해서

일중우호의 재구축을 시도했고, 미일협력 및 한일협력과의 연계를 통해 일련의

‘테즈꾸리외교’16)를 완성시켰다(Thayer, 1993).

수상관저는 자민당 채널을 통해 일중간의 정치적 조정에 힘을 기울이고, 84

년 3월 방중을 희망하여 유예되어 있던 상품차관 300억 엔을 추가시켜 제2차 엔

차관 총액이 5000억 엔대에 이르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은 <표

2>에서 집약한 바와 같이 일중 양국간의 비공식 및 공식 외교교섭을 비롯하여

일본국내의 정치적 조정과정을 세밀하게 거쳤다. 총액규모의 결정을 비롯한 정

부안 작성의 전체 틀은 수상관저 주도의 정치결정이고, 내외압이 별로 작용하지

14) 일중 국교정상화 당시 오오히라 외상은 ‘어떠한 청구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청

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협에 적극적 자세

였음(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 1994: 13-17).

15) 朝日新聞(1983/4/5). 요청안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日本經濟新聞(1983/4/6)을 참조.

16) ‘테즈꾸리외교’는 한미일중간의 제휴와 각국 수뇌간의 우호를 중시하는 외교이며 나까소

네외교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수상자신의 회고는 中曾根康弘(1992: 312-316) 및

인터뷰 기록인 中曾根康弘(1996: 445-456)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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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1983년 1월의 60억 달러 12안건의 중국정부의 비공식 요청안에서 시작

하여 83년 4월의 조의림 부총리의 방일을 통해 공식요청안을 받은 후, 일본정부

는 84년 3월 초순 제2차 정부초안, 3월 18일 정부안을 결정했다(朝日新聞,

1983/4/16). 이 과정에서 6안건에 대한 일본 정부조사단의 집중적인 정책실현가

능성 조사가 선행되었으며, 자민당 사쿠라우찌(桜内）방중과 이또(伊藤) 전외상

의 방중이 실현되어 중국측과의 비공식 교섭과 정치적 조정을 도모했고 경협 4

성청간의 실무적 조정과 협의가 지속되었다(北京週報, 1983/3 第9号; 日本経済新

聞, 1984/3/16).

<표 2> 제2차 대중 엔차관협력의 정부공여안 작성과정

일중간의 제2차 엔차관협력은 84년 3월 ‘나까소네 방중’을 통해 84년부터 90

년에 이르기까지 7년간 7프로젝트, 4,700억 엔의 엔차관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무상원조는 북경시우편훈련센터 및 북경식육가공연구소의 두 안건을 채택해, 84

년도분으로서 60억 엔을 약속했다. 차관조건은 금리가 매년도마다의 상호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는 제1차 때와 변함이 없었다. 대상프로젝트

는 당초 철도 2건, 항만 3건, 전화망 1건, 댐 1건이었으나, 공여 기간중에 댐 2

건, 지하철 1건, 상하수도 3건, 국가경제정보시스템 1건 등 9안건이 추가되어 모

두 14안건으로 늘어났다(<표 3> 참조). 복수년도 총액제시가 정착한 느낌을 주

지만, 동 공여기간중에 엔고현상에 의한 1천억 엔 가량의 미사용분이 발생하여,

결국 9안건의 추가와 제3차 엔차관의 소급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표 3> 제2차 대중 엔차관협력의 공여안

안

엔차관

비공식안
(83.1.18)

공식요청안
(83.4.4)

신 제안
(83.9)

1차 초안
(84.2)

2차 초안
(84.3.7)

정부안
(84.3.17)

공여안
(84.3.23)

총액 60억달러 1조3,850억엔
4500-
5000억엔

약4000억엔 약4300억엔 4800억엔 4700억엔

안건 12 13 7 7 7 7 7

특징 5년 5년
5년

天水橋댐
엔차관요청

5-7년
금리3.25-
3.75%

무상40억엔

5-7년
금리3.5%
무상2안건
50억엔

7년
연도베이스
무상2안건
50억엔

7년
연도베이스
무상2안건
60억엔

구분 공여 약속 내용

공여 프로젝트
철도 확충안건 2, 항만 확충안건 2,

전화망 확충안건 1, 댐 건설안건 1 (합계 7안건)

총액 4,700억 엔

공여기간 7년간 (84-90년)

84년도분 상품차관
(제1차 엔차관 미이행분)

약 300억 엔 (실제 공여액은 309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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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중경협의 정책결정과 원조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

까소네 정권의 엔차관 대상프로젝트의 선정이 상당히 빨랐다는 점이다. 83년 4

월 ‘조의림 방일’에 의한 공식요청이 있자마자 나까소네 내각은 대상 안건을 6프

로젝트 정도로 좁혀 정부조사단에 의한 집중적인 휘지빌리티 조사를 했으며 공

여규모 총액을 20억 달러로 정하여 조정에 들어갔다. 이 6안건의 정책실현성 조

사가 1년 뒤의 84년 3월 ‘나까소네 방중’에 의한 공여안 작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차관 조건은 1차 엔차관협력 때와는 달리 통산성이나 재계는

물론이고 아세안, 미국 등으로부터의 내외압 요인은 별로 없었다. 자민당이 적극

적으로 협조했고, 미일간에도 역할분담의식이 작용했다. 대중경협의 조건에 대해

서는 이미 제도화17)가 진행되어 있었던 탓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셋째, 총액

규모를 두고 대장성과 외무성․통산성간의 대립구도를 보였지만, 나까소네 수상

은 제1차 미이행분 상품차관 300억 엔을 포함하여 5,000억 엔 규모 제공의 정치

적 조정을 시도하여 성공했다. 중국의 대일배상 포기에 대한 보은 의식도 작동

된 정치적 조정과 판단의 결과였다.18)

나까소네의 중국방문은 84년 3월 23일에서 26일까지 실현되었고 이로써 일중

관계는 ‘나까소네․호요방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역사상 최상의 일중관계를 구가

하는 중요한 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일중관계 4원칙’19)이 확고히 되었으며 중국

은 대중경협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일중 우호와 미

일중 외교제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일본외교로서는 한일간의 ‘나까소네․전

두환관계’, 미일간의 ‘론․야스관계’, 일중간의 ‘나까소네․호요방관계’로 지칭되는

일련의 나까소네 수상 주도의 ‘테즈꾸리외교’의 완성을 이루었다(中曾根康弘,

1992; 1996).

3. 다께시타 내각의 제3차 대중경협

나까소네 내각기에 중국은 이미 제3차 엔차관협력의 규모나 안건 분야의 방

향성을 비공식, 공식의 순서로 타진하고 있었다. 호요방 총서기의 실각을 전후하

여 중국 정권 내부에서 대일정책 비판분위기가 강화되고 대일 무역역조, 엔고현

상 등이 문제시된 측면도 작용했다. 나까소네 내각은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87년경부터 대일비판이 점증하고 있었고20), 91년도부터 적용될 제3차 엔

17) 아세안과의 균형, 서구 선진국에의 배려, 군사원조 불가 등의 ‘대중경협 3원칙’의 제

도화와 조달조건의 언타이드화 방향,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의 상환조건 및 복수년

도 총액결정 방식 등.

18) 아베(安部) 외상은 국회에서, “배상금 문제는 중국이 포기한 것이지만 일본으로서도

중국의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음(日本国会編,

1983: ４).

19) 일중관계의 평화우호, 평등호혜, 장기안정 3원칙에 나까소네 내각기에 새로 추가된

상호신뢰의 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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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협력을 이미 정권의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결정을 시도하기

는 어려웠다.

중국정부의 제3차 엔차관협력을 둘러싼 대일 공식요청은 87년 9월 초순경으

로 외교루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엔차관 대상프로젝트가 31안건이었

고, 총액규모는 89년부터 7년간 1조1,769억 엔에 달했다(朝日新聞, 1987/9/26). 중

국측은 이미 86년도 말부터 제3차 엔차관의 2년 소급실시를 비공식으로 요청하

고 있었는데, 제2차 엔차관 미사용분의 처리 및 자금환류용 특별자금 1천억 엔

의 사용도를 놓고 차관교섭이 계속되었다(日中經濟協會, 1988).

제3차 엔차관의 본격적인 교섭과 조정은 다케시타 내각과 ‘이붕(李鵬) 총리․

조자양(趙紫陽) 총서기 체제’란 일중 양국의 신지도부의 출범이 있고 난 다음에

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다께시타 내각은 88년 4월 자민당의 이또(伊藤)총무회

장의 방중을 통해 정치적인 환경조성을 시도한 뒤에, 5월에는 우노(宇野)외상의

방중을 통해 제2차 엔차관의 미사용분과 자금환류 특별자금의 용도를 결정했다.

그리고, 7월에 만들어진 외무성안을 토대로 8월에 정부안을 결정했다.

다께시타 내각은 제3차 대중 엔차관협력 패키지로서 1988년 ‘다께시타 방중’

을 통해 90년도부터 6년간 42프로젝트, 총액 8,100억 엔의 엔차관협력을 약속했

다. 제3차 엔차관의 금리는 엔고에 의한 상환부담 증가문제로 인해 2%대로 낮

게 책정이 되었으며, 공여안건은 소규모 안건이 많이 늘어나서 운수 18건, 에네

르기 9건, 전화망 2건, 비료공장 6건, 해남도 종합개발 2건 등 42프로젝트나 선

정되었다. 자세한 공여약속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제3차 대중 엔차관협력 약속내용

20) 87년도부터 중국은 광화료 재판, 방위비 GNP 1% 돌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두고

대일비판을 점증시킴. 예를 들어, 등소평은 87년 6월 4일 야노(矢野) 공명당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중일전쟁에서 배상을 포기했는데도 일본의 경제협력은 불충분’이라고 비판하

면서, ‘일본은 중국에게 빚이 제일 많다’고 엄한 인식을 표명했음(朝日新聞, 1987/6/5;

渡辺長雄, 1988: 16).

구분 제3차 엔차관 공여안

대상 프로젝트
42 프로젝트

(그 중 자금환류조치안건 2)

총액
8,100억엔

(그 중 자금환류조치 400억 엔)

자금환류안건 해남도종합개발, 청도황도지구개발

공 여 기 간 6년 (1990년-1995년)

금 리 2.5% 기준

변 제 조 건 30년 (10년 거치)

무상원조 약속
돈황석굴 보존(10억 엔),

대형 환경프로젝트(일중우호조약10주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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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엔차관협력의 정책결정과 원조내용을 둘러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제3차 대중 엔차관협력 패키지는 나까소네 내각기에 이미 중국으로부

터 비공식 타진을 거쳐 공식요청을 받았으며, 다케시타 내각기에는 신제안(日本

経済新聞, 1988/2/17)과 수정신제안(日本経済新聞, 1988/6/2)이 제시되면서 중국

의 요청과 수정압력이 상당히 작용했고 일본정부 내에서도 외무성안(日本経済新

聞, 1988/7/22)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86년 11월에서 88년 8월

에 이르기까지 나까소네, 다케시타 두 내각에 걸치는 장기간의 엔차관 교섭이

된 점이다. 구체적인 공여안 작성의 변화내용은 <표 5>에 집약한다.

<표 5> 제3차 대중 엔차관협력의 정부공여안 작성과정

둘째, 외무성안을 제외하고는 통산성안이나 대장성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경협4성청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조정 처리되었다. 셋째, 중국의 요청안이 대상

안건을 중심으로 몇 차례나 크게 변화되고 수정된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는 제2

차 엔차관의 미사용분과 자금환류계획 상의 특별자금과 연계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넷째, 일중 양국은 신지도부를 구성한 뒤에야 제3차 엔차관협력에 적극적

으로 움직였다. 일본에서는 나까소네 내각21)에 이어 다케시타 내각이 등장하고

중국에서는 ‘이붕수상․조자양총서기 체제’가 성립되고 나서야 본격화되었다. 양

국의 신정권은 먼저 2차 엔차관 미사용분과 1천억 엔 자금환류 특별자금문제를

처리한 후 제3차 엔차관협력 교섭에 집중했다. 다섯째, 국내적 내압 환경은 비교

적 잠잠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진전된 엔고현상과 더불어 광화료재판

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등 일중관계의 마찰이 주로 일본측 요인에 의해 제

기된 바, 자민당은 제3차 엔차관에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외원조의

증액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과 밀착되었던 ‘호요방체제’의 실각에 나타나

듯이 중국지도부의 비판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교섭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으로, 엔차관내용에서는 공여조건은 예전과 별 다름이 없었고, 총액이 자금환류

계획 특별자금과 합쳐 8,100억 엔에 이른 점과 엔차관 대상프로젝트가 42안건이

나 되어 종래의 항만, 철도, 도로, 댐 프로젝트를 넘어 농업이나 생활밀착형 안

21) 나까소네 내각은 중국의 호요방 정권이 실권함에 따라 충분한 리더쉽을 발휘하지는 못했

고, 다만 200억 달러 자금환류계획의 일환으로 1,000억 엔의 특별자금 공여를 약속했다.

안
엔차관

공식요청안
(87.9)

신제안
(88.2)

수정신제안
(88.6)

외무성안
(88.7)

정부공여안
(88.8)

안건 31 28 55 41 42

총액 1조1,769억엔 9,600억엔 9,200억엔 7,300억엔 8,100억엔

특징
2년 조기실시
공업안건 6

공장건설
6안건

100억엔 미만
소안건 많음

농업안건
6

자금환류조치
2안건
(40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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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많이 채택된 점이 특징적이다.22)

종합적으로, 다께시타 내각의 제3차 엔차관 공여결정은 87년도에 일중 정치

경제관계의 증진이란 상호의존성의 바탕 위에서 역사인식문제나 광화료(光華寮)

재판, 방위비 GNP 1% 돌파문제의 발생으로 불편한 관계가 생겼던 일중관계를

우호협력관계로 재구축하는 외교수단적 의미가 강했다(田中明彦, 1991: 154-164).

‘역사인식문제’나 ‘대만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외압이 수시로 작용

했지만(小島朋之, 1987: 53-57; 渡辺長雄, 1988), 다케시타 수상의 관저주도에 의

한 정치결정으로 나타나며 교섭당사자인 중국 이외의 외압 및 내압은 크게 작용

하지 않았다.

             

    

Ⅳ. 탈냉전기의 대중경협의 정책결정과 원조내용

1. 천안문사건과 신규엔차관의 동결

제3차 엔차관이 결정난 뒤인 89년 6월 4일 북경에서 ‘천안문사건’이 발생하여

서구 선진제국이 앞 다투어 경제제재조치를 실시하는 일이 벌어져, 이미 원조공

여가 결정되어 있었던 제3차 엔차관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우노내각(宇野內閣)은 ‘일중 특수관계론’을 근거로 신규 엔차관의 동

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23) 6월 8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노 수상은 ‘제재조치

를 취하는 것은 인국에 실례’라며 신중자세를 굽히지 않았다(朝日新聞, 1989/6/9;

田中明彦, 1991: 174-175). 일본정부 내에서 다수의견을 차지한 ‘일중 특수관계론’

은 일본의 과거행위를 보아서나 인국에 대한 예의에서도 거센 비난은 자제해야

되며, 중국비난에 있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었다(渡辺昭夫, 1993: 12).

하지만, 미의회를 비롯한 서구 선진각국들의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노

내각은 ‘서구와의 협조’인가 ‘일중 특수관계’의 유지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

었고, 결국 목전에 다가온 G7 정상회담 및 미일관계를 고려하여 외무성 주도하

에 엔차관 동결조치를 취한다. 우노 내각의 엔차관 동결결정은 인권·민주화와의

네거티브적 연계이며 ‘서구와의 협조’를 강조한 것이었으나(稲田十一, 1997:

138-155; 1990), 미정부의 외압이나 국제환경을 고려한 소극적 정책결정이었다.

또,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신규 엔차관의 협의를 미룬다

22) 외무성 담당국장이었던 마쯔우라의 회고기록을 보면 비료공장, 관개시설 등의 농업

안건 및 북경 지하철 2기공사, 상하수도 처리시설, 도시가스 등 북경시민을 생활밀착형

안건이 중시됨(松浦晃一朗, 1988: 66-67).

23) 외무성에서 발표된 일본정부의 초기반응에 대해서는, 일본 外務省アジア局中國課

(1994: 181)의 내부자료였던『最近の中國政勢と日中關係』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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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언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압에 크게 반응한 정치적 조정의 성격

이 짙다.

제3차 대중 엔차관협력이 동결된 가운데, 우노 내각이 단명으로 물러나고, 다

케시타 파벌의 후원을 업고 가이후 내각(海部內閣)이 등장했다. 가이후 내각의

엔차관 동결해제과정에서는, 외무성이 ‘서구와의 협조’를 의식해 동결해제에 신

중론을 주장한 반면, 대장성은 오히려 적극론을 폈다.

수상관저는 엔차관 재개에 전향적이었지만 국제여론을 의식해 미국의 동의를

얻고난 다음에 ‘부분해제’를 거쳐 ‘전면해제’로 발전시켜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89년 12월 미정부대표단의 방중이 공표되자 일본정부는 보다 더 서두르게 되었

고, 90년 1월 중순경 마쯔우라(松浦) 외무성경제협력국장의 방중과 추가화(鄒家

華) 중국국가계획위원회주임의 방일이란 상호방문을 통해 일중정부간의 실무적

레벨에 있어서는 동결해제방침이 ‘사실상’ 확인되었다(日本経済新聞, 1990/1/20,

24; 朝日新聞, 1990/1/20, 24).

일본정부는 G7 휴스턴 수뇌회담 직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정부의 동의와

G7 각국의 양해를 얻는 데 성공했다. 가이후 내각은 끝까지 미국의 동의를 얻는

형태를 취하고 외무성과 대장성의 실무적 조정을 중시하여 엔차관 재개를 결정

했다. 가이후 내각은 신규엔차관의 재개에 있어서 실무적 레벨과 정치적 레벨의

순서를 밟았다. 먼저, 7월 중순에 외무성의 오와다(小和田) 외무심의관을 수상특

사로서 중국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의 제3차 엔차관 동결해제방침을 전달한 후(中

国月報, 1990/7: 6-7), 정치적으로는 자민당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9월 20일 다

케시타 전수상을 수상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하게 하여 이붕 수상에게 엔차관 동

결해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24) 이러한 신중한 전 과정을 볼 때 수상관저가

신중하게 내외압을 조정한 정치결정으로 평가된다.

2. 무라야마 내각의 제4차 대중경협

무라야마 내각(村山內閣)기의 제4차 엔차관협력 및 무상원조의 동결결정은

종래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졌다.

중국정부는 종래의 5년에서 7년 단위의 복수년도 총액결정방식과는 다른 ‘전

기 3년분’과 ‘후기 2년분’으로 분리할 것에 동의하고, 94년 2월 주룽지(朱鎔基)

부수상의 방일 및 동년 3월의 호소카와(細川) 수상의 방중을 통해 69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액 1조 5천억 엔의 요청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했다.25) 호소카와 방중

24) ‘정부특사’가 아니고 ‘수상특사’로 결정 난 것은 미국과 유럽 여론에 대한 배려였으며,

다케시타 전수상을 특사로 선택한 것은 가이후 정권의 산파역이었던 다케시타 파벌에

대한 배려에서였다.

25) 제4차 엔차관협력 요청안의 상세한 내용이 공표된 것은 나중의 일로서, 朝日新聞

(1994/10/2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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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후한 일중관계는 외무성이 ‘최상상태’로 표현할 정도로 양호했다(田中明彦,

1996: 132).

제4차 대중 엔차관협력을 둘러싼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

은, 자민당정권의 ‘55년 체제’가 막을 내린 일본의 급격한 정치변동과 거듭되는

중국의 핵실험 강행이었다. 중국은 엔고현상에 따른 상환부담증가 및 대만문제

를 들고 나와 핵실험 강행에 따른 곤란한 입장을 만회하려고 했으며, 무라야마

내각은 국내여론이 악화되어 핵실험을 견제하는 외교카드로서 엔차관 동결문제

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93년도에 자민당의 단독정권 ‘55

년 체제’가 종막을 고하고 정권이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정권, 무라야마 자사 연

립정권으로 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중 엔차관의 결정과정 구

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결국, 96년도부터 실시될 제4차 엔차관협력의 ‘전기 3년분’의 결정은 94년 12

월의 실무적 합의를 거쳐 95년 1월의 다께무라(武村)대장상의 방중을 통해 정치

적으로 확약되었다(日本經濟新聞, 1994/12/23; 1995/1/10).

4차 대중경협의 내용은 40프로젝트를 대상으로 5,800억 엔을 제공하는 것으

로서 환경·농업·내륙·소수민족과 관련된 안건이 중시되었다. 제4차 엔차관협력에

환경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된 것은 92년도에 책정된 ‘ODA대강’에 새로 규정된

‘환경보전’이라는 원조이념에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경협은 80년대에 일

본의 에너지자원의 수출입과 관련된 항만, 운수, 댐 건설 등의 안건이 거의 대부

분을 차지하여, 중국의 근대화지원을 도모함과 동시에 석유·석탄자원 개발용인

수출입은행 차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이 90년대의 제4차 엔차관부터

원조안건이 환경, 농업, 사회 인프라로 확대되고, 대상지역이 연안 쪽에서 내륙

쪽으로, 그리고 소수민족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점은 엔차관 공여방식으로서, ‘3＋2방식’을 채용한

점이다. 종래의 5년에서 7년까지의 일괄적 총액약속으로부터 벗어나 대중원조의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3＋2방식’은 복수년도 총

액제시를 제도화시켜 온 대중원조에 연차공여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일중관계

나 원조정책상에 일어나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군비증강과 핵실험을 꾀하는 중국에 대해 엔차관협력 및 무상원

조의 공여 또는 동결이란 새로운 외교카드를 마련해 두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

다.

제4차 엔차관 ‘전기 3년분’의 정책결정의 내용은 비교적 경협4성청간 협의에

의한 실무적 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국내정치과정에 상당한 내압이 작용했고

중국의 조기결정 재촉도 심했다.



손기섭34

<표 6> 제4차 대중 엔차관협력의 공여안 작성과정

다음으로, 1993년경부터 누차에 걸쳐 반복되어 온 중국의 핵실험은 95년 8월

29일 마침내 무라야마 내각으로 하여금 무상원조의 동결을 결심하게 한다. 악화

된 국내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의 동결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무라

야마 내각이 95년도에 들어와 두 번째이며 동내각기에 있어 세 번째로 실시된

핵실험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26) 자민당이 주축이 된 연립여

당 및 야당인 신진당(新進党)의 강한 압력도 정책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

다. 그리고, 수상관저가 무상원조의 동결에 신속히 응한 것은 일중관계에 큰 타

격이 될 수 있는 엔차관협력 동결압력을 무마시키고자 의도한 점도 작용했다.

90년대 전반은 빠른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핵실험을 거듭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진 시기였다. 92년 6월 미야자와(宮沢) 내각이 책정한 ‘ODA

대강’에서의 ‘4원칙’은 군사비 지출의 동향이나 대량파괴무기의 생산유무에 유의

하여 원조를 실시할 것을 명기하고 있었으므로(外務省編, 1992: 37),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핵실험의 경우에는 원조동결이 가능했다. 실제로, 무라야마 내각의 무

상원조 동결결정은 ‘ODA대강 및 일중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外務省経済

協力局編, 1995: 101) 하여 실시된 정책결정이었다.27) 무상원조의 동결에 대장성

이나 통산성 등 관계성청의 움직임은 별로 드러나지 않으며, 정책결정과정은 중

국의 견제와 국내 자민당과 신진당 등 여야당의 내압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3. 장쩌민 방일과 제4차 후기2년분 엔차관협력

제4차 대중 경협 후기2년분의 정책결정은 1998년 11월의 ‘장쩌민(江澤民) 방

일’ 시에 확약되었다. 일중 양국은 98년 11월 26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을 통해 제4차 엔차관 ‘후기2년분’(1999년-2000년)에 해당되는 28프로젝트 3,900

26) 日本經濟新聞(1995/8/30(夕刊)). 중국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일본정부의 일련의 항의

및 반응에 관해 상세한 논문은 田中明彦(1996: 138-141)을 참조.

27) 중국의 핵실험에 항의하여 결정한 무상원조의 동결은 98년도에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때의 엔차관 동결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 .

안

엔차관

일본측방침
(93.12)

비공식요청
(94.2)

공식요청안
(94.3)

정부초안
(94.10)

중국신제안
(94.11)

정부공여안
(94.12)

총액 1조5천억엔 1조5천억엔 5천억엔이상 7천억엔이상 5,800억엔

안건
환경,내륙,
농업안건중시

71 69 32-40 46 40

기간 3＋2년 5년 5년 3년 3년 3년

특징
하다외상의
방중 통고

주룽지 방일
호소가와수상
방중, 3년간
1조엔 규모

외무성과
통산성의
대립

32안건이상을
요구

환경15
농업 5
내륙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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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엔의 정부간 자금협력에 합의했다.28)

당시 ‘미일 안보공동선언’으로 대일관계를 개선한 클린턴 미대통령은 97년 10

월에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에 초청하고 이듬해인 98년 6월에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여 ‘건설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방

문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만문제

에 대해 ‘삼불(三不)원칙’을 천명했다. 미국은 일중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구축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2국

간 협조관계의 네트워크가 다각적으로 모색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했다.

미일중 삼각관계에서 보면, 일중관계가 미일관계 및 미중관계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었고, 일중관계 재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중 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축으로 ‘협조적 경쟁관계’29)의 다각적 구축에 몰

입하게 되며 97년경부터 협조와 경쟁을 병행하면서 일중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98년 11월의 장쩌민 국가주석의 일본 공식방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양국은 ‘장쩌민 방일’을 통해 일중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평화와 발전

을 위한 우호협력파트너십’의 구축에 합의했고, 유엔 안보리개혁의 필요성 및 양

국 수뇌의 정기방문과 일중경제협력의 확대를 약속했다. 일중간의 ‘우호협력파트

너십’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총 33개 분야의 협력항목이 발표되었으며, 일본

은 제4차 엔차관 ‘후기2년분’으로서 28안건 3,900억 엔의 엔차관 공여를 약속하면

서 중국의 WTO 조기가맹을 지지하고 일중 안보대화의 확대에 합의했다.30)

제4차 엔차관 ‘후기2년분’은 제4차 엔차관 ‘전기3년분’의 중점사항을 계승하여

환경, 농업 및 내륙지역에 관한 프로젝트가 중시되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배

려가 두드려졌다. 환경을 중점분야로 채택하여 28안건 중 16안건이 환경안건이

차지했으며, 특히 ‘일중 환경개발 모델도시구상’과 관련하여 귀양, 대련, 중경의

3도시가 채택되었다. 농업안건에서는 식량수급의 영향을 고려하여 4안건을 채택

했으며, 또한 민간자금의 투자가 기대되기 어려운 내륙부가 18안건으로 중점적

으로 선정되었다.

나아가, 양국은 ‘후기2년’ 종료 후의 ‘포스트 제4차 엔차관’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엔차관의 공여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라운드방식

에 의한 복수년도 총액결정방식에서 롤링식의 장기리스트 작성에 의거한 연차공

여방식으로 전환하고, 둘째, ‘후기2년’의 2년간에 걸쳐서 21세기의 일중경제협력

의 비젼을 상호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쩌민 주석의 방일은 역사인식에 대한 양국간 의견상충의 표면화로

일중 관계개선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

28) 외무성경제협력국 내부자료인 日中經濟協會(1988)참조.

29) 다양한 논의는 다나까(田中明彦, 1988)와 이오기베(五百旗頭眞, 1999)의 주장 참조.

30)「일중공동선언」및「공동프레스발표」에 관한 자료는 外務省編(1999: 67-68)의『GAIKO

FORUM』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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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부는 과거사 사죄의 공동선언 명기를 원하는 중국측 요구를 거부했으며, ‘대

만문제’에 있어서도 미정부와 같은 명확한 ‘삼불정책’을 약속하지는 않았다.31) 일

중 양국은 엔차관협력을 비롯한 ‘우호협력파트너십’을 선언하면서도 ‘역사인식문

제’로 인해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실현은 고사하고 쌍방간의 감정만 악화시킨 결

과를 초래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정찰위성의 도입과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참가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Ⅴ. 결론 : ‘정치원조’의 점진적 구조변용

엔차관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원조는 복수년도 총액결정에 입각하여 매번

착실한 증액이 이루어져 인도네시아원조와 함께 항상 최대규모의 원조액을 기록

했다.32) 본 논문은 일중 엔차관협력의 실증분석을 통해, 대중원조는 본질적으로

일중관계를 중시하는 관저조정형 ‘정치원조’였다는 점과, 90년대 들어서부터 원

조제도면에 있어서나 정책결정면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구조변용을 도모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정치원조’로서의 대중원조가 지닌 명제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7>은 대중 엔차관협력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대중원조는 ‘상업원조론’이나 ‘전략원조론’, ‘자조노력지원론’ 등의 가설

에서 제시한 일면성만 가지고는 해명하기 힘들며, 수상관저를 중심으로 하는 일

본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정책결정에 주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원조’로서의 성

격이 가장 강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엔차관 원조의 규모

와 방식이 거액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이란 점에서 정치성을 띤 점이고, 또 하나

는 정책결정이 관저중심의 정치적 조정이 많았다는 점이다. 거액의 엔차관 패키

지의 복수년도 총액결정방식, 내외압을 조정하기 위한 ‘대중경제협력 3원칙’의

설정, 중국의 요청이나 압력에 대한 유연한 반응, 자원 및 통상외교와의 높은 관

련성, ‘등소평체제’의 개혁·개방노선 지지, 서구에 대한 배려 및 아세안과의 균형

등 대중원조는 항상 복합적인 요소의 조정을 요하는 수상관저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31) 장쩌민은 방문기간 중 내내 역사문제를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

았다. 역사인식문제를 해결하여 21세기로 향한 건설적 일중관계의 구축을 의도

한 바 98년 10월의 김대중 대통령 방일 때의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와 유사한 표현의 공동선언 명기를 요구했음 .

32) 대중원조가 일본의 대외원조에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15.2%, 86년 12.9%, 93년

16.5%, 94년 16.5%로서 2국간 ODA의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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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중 엔차관협력의 공여액과 안건 비교

제1차 엔차관 제2차 엔차관 제3차 엔차관
제4차 엔차관
전기3년분

철도 3 3 6 3

항만 2 3 6 3

도로/교량 2 2

공항 3 4

통신 1 2 3

에너지 1 4 9 3

농업 6 5

환경 3 1 15

사회서비스 2 5 2

안건의 총계 6 16 40 40

공여총액 3,300억 엔 4,700억 엔 7,700억 엔 5,800억 엔

공여기간 5년(79-83) 6년(84-89) 6년(90-95) 3년(96-98)

비고
나중에 두 안건이
상품차관으로
전용됨

수출기지계획안건
(700억 엔)
2차 엔차관

미사용분 300억 엔

자금환류안건 2
(海南島1,靑島1)

400억 엔 추가

북경-상해
고속전철의예비비

5% 설정
(295.9억 엔)

자료: 外務省經濟協力局『ODA白書』各年版 등의 자료에서 필자가 작성

90년대까지의 대중원조가 관저조정형 ‘정치원조’라면, 정치원조론은 일본의

대외원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일본의 대외원조 사례

중에서 대중원조와 제일 유사한 사례는 1983년 나까소네 내각 때 결정한 ‘40억

달러의 한일경제협력’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일관계가 지닌 특수환경 하에

서 7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엔차관 및 수출입은행자금이 한미일간의 정치외교적

제휴를 중시했던 나까소네내각의 적극적 정치결정으로 실현되어 대중원조와 유

사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엔차관협력 경우를 제외한 그 외의 원조사례에

있어서 관저조정형 ‘정치원조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좀더 분석을

요하는 과제이기는 하나, 대중원조와 동일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

지, 일본의 대외원조가 동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왔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상의 순방외교를 통해 원조액의 증대

를 정치적으로 빈번히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조가

관저조정형 ‘정치원조’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러한 관저조정형 ‘정치원조’로서의 대중 정부간 경협도 포스트 냉전기인 90

년대에 들어와 원조내용, 원조제도 및 정책결정방식에 있어 상당한 구조적 변용을

보이며, 또한 일중 정치경제관계 전반에 비추어 영향을 받는 점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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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중 정부간 경협의 내용과 방식이 제도적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즉, 환경·농업·내륙프로젝트의 증가, ‘ODA대강’의 책정, 공여방식의 ‘3＋2방식’의

채택, ‘실무적 성청조정’으로의 점진적 이행, 서구선진제국과의 연계 점증 등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98년 11월 ‘포스트 제4차 엔차관’부터 연차공여방

식으로의 전환이 이미 결정되었고, 제4차 엔차관의 ‘후기2년’에 걸쳐 21세기의

일중경제협력의 비젼을 두고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하기까지 이르렀다. 대중경협

정책의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92년 ‘ODA대강’, 2002년 ‘대중경제협력계획’33) 등의

제도적 규정과 경협4성청의 실무적 조정에 더욱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군사대국화의 영향으로 대중 정부간

경협도 새로운 수정논의와 방향선회를 모색했으며 일본 ‘국익’의 관점을 보다 명

확히 한 점이다. 일본은 헌법이 주는 제약과 요시다 내각(吉田內閣) 때부터 지녀

온 전후외교의 숙명적인 ‘이중 아이덴터티’34)때문에, 80년대 말까지는 대국간의

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포스트 냉전기에 들어와

경제대국으로서의 실적과 파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 형성에 적

극적으로 참가하여 일중관계를 재구축하고자 신중했다. 즉, ‘일중 특수관계’에 구

속되기보다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대국관계의 유기적인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전환시키고자 도모한 것이다. 천안문사건 이후에 가이후 내각이 보여준 ‘세계 속

의 일중관계’ 설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도 일중관계를 강화

하고자 노력했지만, 96년도 대만사태 이후에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미일동

맹의 확인과 재정의의 과정을 통해 강화됨으로써 일중관계는 보다 상황변수성이

높아지고 유동적이 되었다. 앞으로도 일중관계가 지니는 비대칭성 및 상호보완

성이 일중 양국의 우호협력을 강화시켜줄 요인이 되겠지만, 동아시아 국제정세

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대중 정부간 경협이 특수관계에서 보통관계로 점차 전환

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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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nd Political Decision

Son, Ki-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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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and

decision-making style of Japan’s foreign aid policy to China. Japan’s ODA policy

to China is very interesting in that it has maintained multi-annual pledge,

package aid called ‘Enshakan Aid’, political decision guided by ‘Kantei’, foreign

and domestic pressure, and so on. Throughout the analysis of such characteristics

in Japan’s aid policy to China, this paper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and

assertion that Japan’s aid policy to East Asia, in particular China, is ‘Political

Aid’. This assertion is based on two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foreign

aid to China. One is political decision of great size and multiple years’ pledge of

those aid contents. The other is aid policy decision given by ‘Kantei’. Japanese

giant aid packages to China have maintained such various characteristics as

multi-annual pledge, three political principles like considerations to ASEAN and

America, projects highly related to Japan’s resource diplomacy, strong support for

Chinese Government to pursue openness and reform of its economic system.

Since the Post Cold War in 90s, Japan’s aid policy to China shows a few new

important factors. Environmental and agricultural projects have increased and ‘3+2

years method’ has been adopted gradually. Furthermore, Japan has emphasized

their national interests much more than they did in the 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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