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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본 보고서는 1970 년대  후반의 한국  수입자유화의 정치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 본보

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1970 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까지는  국가주도로 공업화가 추

진되던 한국에서  경제자유화가  시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선행 연구에는 1970 년대 후반의 경제자유화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이러한 경제자

유화에 미국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지 않다 . 본고는 미국의 

영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경제자유화 중에서도  특히 수입자유화의  정치과

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된  분석  시기는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를  개시하고 미국에서 

카터정부가  출범하는  1977 년부터 , 한국 경제자유화의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인 ‘경제

안정화종합시책’이 발표되는 1979 년까지이다 . 

필자는 2019 년부터  한일문화교류기금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서 재외연구를 수행했

다 . 본 보고서는 사료로서 그 기간  중에  수집한 한국정부 각 부처의 공간 자료 , 미공

간 자료 , 그리고 미국 국립공문서관이 웹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미국무성과 주한미국대

사관 간의 전보(Telegram)을  사용하였다 . 

결론적으로 , 이  시기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에 착수한 최대의 목적은 경제 안정화에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국가주도의 급속한 공업화의  부작용과  중동의 건설 붐에 의

한 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 그 대책으로서 수입 확대를 통

해 외화를 방출할 필요가 있었다 . 

이와 동시에 이 시기의  수입자유화는 미국 및  기타  선진국  내  대한수입에 대한 불만

과 보호주의 증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 미국의 보호주

의의 경우 , 1977 년에  대한수입의  섬유  및 비고무화 분야에서  그 색채가 현저히 드러

나고 있었다 . 그러나 한국은 수입자유화에  착수는 했으나 당초에는 이를 통상  교섭의  

카드로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안정화 정책의 입안자 중에는 물가안정화를 중시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한국

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려던  자유화 지향의 관료들이 있었으며 , 그들

의 사고도 수입자유화에 영향을 미쳤다 . 

미국 카터정권은  한국정부에 수입자유화를  요구하였으나 , 강한  압력으로 이를 실행

시켰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 그러나 , 비록 카터 정부는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미국내에

서는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 또한 한

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료들의  자유화 지향 등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림

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카터정권도  요구하고  있었던  수입자유화에  착수하게  되

었다 .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수입자유화를  요구함으로써  한국정부  내  자유화를  지

향하는 관료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 실제로 이 시기 주한미국대사관과 경제기획원  관료

들 사이에는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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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들어가며  

 
 한국은  1960 년대  이후 국가주도로 급격한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 그러나  1970 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 한국정부는  점차 경제제도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다 . 본고는  그  중에서도  수입자유화  과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 당시  한국의 

외교관계 , 특히  대미관계가 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밝히고자 한다 . 

 1970 년대  후반의  수입자유화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 그 중  대부분이  한국정부  내 

자유화에  적극적이었던  관료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그러나  통상정책의  특성

상 , 국외로부터의 영향  및 대외교섭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

하기는 어렵다 . 이  점에  대해  박태균의  연구는  1970 년대  수입자유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이  중요했다고  지적하였으나 , 미국의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한국의  행

동을  규정했는지에  대한  정치과정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 2 카치아피카스의  연구는  미국  

지미 카터(James E. Carter)정권의 압력에 주목하고, 예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던 미국정

부  내부문서를  사용하여  한국의 경제자유화를  분석하고 있다 . 카치아피카스는 미국의  

카터정권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전두환의 권력장

악을  지지한  이유가 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키려고  했기  

 
1 Byung-Sun Choi, “Institutionalizing a Liberal Economic Order in Korea: The 
Strategic Management of Economic Change,”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7); 지주형『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책세상 , 2011 년, 111-14
쪽 ; 박지훈「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 1979 년 4 월～1998 년 2 월」서강대학교석사논문 , 
2006 년 . 
2 박태균「1970, 80 년대  경제정책  주체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  담론」유철규  편『박정

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함께읽는책 , 2004 년 , 25-61 쪽 ; 동「박정희식  경제성
장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시책」『역사비평』128 호 , 2019 년 , 30-3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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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카치아피카스는 이  투자가들의  이익에  한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 이러한 전두환의 폭력에  의한  권력 장악 과정을 시인하고 그  후 

그의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신자유주의축적체제로의 전환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카치아피카스는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의 대두 , 그리고  경제자유

화  기조로의  전환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에 착목했기  때문에  수입자유화와  같은  개별적

인 자유화 의제에 관한 한미간 협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 또한 , 광주민주화운동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분석 대상  시기 또한  1979 년부터  1980 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카터정권  전반기에  해당하는  1977 년과  1978 년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 3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1970 년대 후반  한국의  수입자유화에 미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현황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국

의 수입자유화의  정치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 주된  분석  시기는  한국정부가  수입자유

화를 개시하고 미국에서 카터정부가 출범하는 1977 년부터, 한국  경제자유화의 큰 전

환점 가운데 하나인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  발표되는 1979 년까지이다 . 

 필자는  2019 년  9 월부터 2020 년 1 월까지  한일문화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서  재외연구를  수행했으며 , 본고는  그  보고서이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상기한  기간 

내에  수집한  한국정부의  외교사료와  경제부서  내부문서를  기본으로  하되 , 이를  보완하

는  자료로서  미국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웹상에서  열람이  가능한  당

시의 미국 국무부과 주한미국대사관  간의  전보(telegram)을 사용하여 집필하였다. 

1970 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한국의 수입자유화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 그러나  이 수입자유화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보호주의  완화도  목적으로  하

고  있었다 . 또한 한국정부내의  자유화 지향적인 관료들은  물가  안정화의  필요성을 구

실로 하여  보다 근본적인  한국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 카터정부는 이  시기 한

국정부에  수입자유화를 요구하였으나  강하게 압력을 가하여 이를 실행시켰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 그러나 한국내 인플레이션  대책의 필요성 , 미국 내 보호주의의  고조 , 한

국정부내  자유화지향적  관료들의  존재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 결국  한국은  미국이 요

구하던 수입자유화에  착수하게  된다.  

 

2．1970 년대 후반 미국의 수입자유화 요구  

 

 1976 년  한미상공장관회담  후의  공동성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 1970 년대  중반  미

국은 한국에  수입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 4 한국은  1976 년부터 대미무역 흑자

 
3 Georgy Katsiaficas, “Neoliberalism and the Gwangju Uprising,”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민주주의와  인권 ) 6 no.2 (2006); 조지  카치아피카스 (원
영수  옮김 )『한국의  민중봉기』도서출판  오월의봄 , 2015 년 , 361, 368 쪽 . 최근  연구에서  
광주민중봉기  시기에  미국이  취한  태도의  동기에  관한  카치아피카스의  주장은  반박되
고  있다 . 박원곤「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  1977～1980：도덕외교의  적용과  타협」서

울대학교박사논문 , 2008 년 , 325－30 쪽 . 
4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Seventh Ministerial     
Meeting – Joint Communique,” May 26, 1976, Electronic Telegrams 1976       
［Electronic Record］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created, 7/1/1973 - 12/31/197



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フェローシップ報告書 
 

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미국으로서는  균형  잡힌 무역을 위해 한국이  대미수입을 확대하

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 5  또한 , 이  시기  미국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보호주의가  

심화되었다 . 자유무역을 중시한 카터정부는 이러한 보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6 주한미국대사관도  이러

한 대한수입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측의 수입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7 주한미국대사관은  보호주의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안전보장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었다 . 그 외에도  미국은 한국의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도 한국에 더욱 자유로운 경제제도를  적용코자 했다 . 8 

또한 , GATT 도쿄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  같이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

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호혜적인  공헌을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노신영 주제

네바한국대사는  1976 년 9 월 30 일  외무부장관에게 전보을 보내  “(한국은)최후진국보다

는 상당한 양허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9 

그러나  한국은  1976 년  말까지도  수입자유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1976 년 12 월 , 스나이더(Richard L. Sneider) 주한미국대사가 남덕우  국무부총리  겸  경

제기획원장관과  미국의 대한무역적자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나 , 대사관은  이 협의

에서  남덕우가  광범위한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국무부에  보

고하였다 . 10 1977 년  2 월  5 일에는, 주한대사관이 스탠드  바이  협약  교섭을  위해 방한

 
9, documenting the period ca.1973-12/31/1979, Record Group 59(hereafter referred 
to as CFPF 1973-1979, RG59),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D (hereafter 
referred to as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47583&dt=208
2&dl=1345  (June 29, 2021). 
5 韓國貿易協會『貿易年鑑』1979 년, 523, 525 쪽 . 
6 Steve Dryden, Trade Warriors: USTR and the American Crusade for Free Trad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1995), 210-15, 220; Judith Stein, 
“The Locomotive Loses Power:The Trade an Industrial Policies of Jimmy Carter,” 
in The Carter Presidency: Policy Choices in the Post-New Deal Era, edited by  
Gary M Fink and Hugh Davis Graham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72-75. 
7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Concern over Perceived     
Rising Tide of Protectionism,” Jan 12,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
d=8067&dt=2532&dl=1629 (June 29, 2021);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US Economic Policy toward Korea,” Feb 9,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1629 (June 29,2021). 
8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US Economic Policy toward 
Korea,” Feb 9,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
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
=1629 (June 29, 2021). 
9 「관세구룹」（주제네바대사  발신 , 장관  수신 , 전보「MTN 현황  및  건의사항」1976
년 9 월 30 일  별첨）『GATT, MTN 협상대책』한국외교사료관, 등록번호 10066, 후레임 

번호 93, 102. 
10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ROKG Takes Steps to      
Increase Imports from the U.S,” Dec 3, 1976, Electronic Telegrams 1976［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47583&dt=2082&dl=1345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47583&dt=2082&dl=1345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8067&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8067&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66494&dt=2082&dl=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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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인  IMF 사절단을  한국정부에  수입 , 금융 , 투자의  자유화를  촉구하는  데에 이용

하자고  국무부에  제언하였다. 11  그러나  동사절단은  결국  수입자유화에  대한  한국정부

의 태도에 실망하여 돌아갔다. 12 

이상과 같이 ,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에 수차례  수입자유화를 요구하고  있

었다 .  

 

3．수입자유화의 시작과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상기한  바와  같이  IMF 사절단을 실망시키기는  했지만 , 1977 년에  들어  한국  정부는 

수입자유화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 예를  들어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은 1977 년  2 월  

14 일 스나이더 주한대사에게 “자유화  정책의  결여는  무역  전쟁이나  한국의  수출에  대

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후 , “한국은  올해  단계적인  무역자유화  정

책을  개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이는  일본처럼  수출을  통해  상대국  내의  보호

주의를 강화시켜  무역 마찰이 일어나는  사태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

었다 . 13 또한 , 1977 년  4 월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대미구매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

문하여, 뉴욕에서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14 여기에는  경제기획원의  대

표적인 자유화  지향 관료인 김재익  기획국장도  동행하였는데 , 그는  뉴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실시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정부가  무역자유화를 원칙적으로 결정했

다고 표명했다 . 15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던 시기에  대미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사절단이 수입자유화를  주장한 것은 , 미국  내  보호주의와  

한국의 수입자유화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시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터

정권이 강한 압력을 가했다기 보다는 한국은 카터정권이  지지하지  않은 미국내의 보호

주의의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입자유화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장예준과  김재익이  방미  중이었던 4 월 14 일 , 한국  상공부가 수입자유화를 

확대하겠다는  ‘1977 년하반기수출입기별공고편성지침’을  발표했다 . 실제로  1977 년  5

 
d=66494&dt=2082&dl=1345 (June 29, 2021). 
11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IMF Mission Could    
Spur Liberalization of Korea’s Economy,” Jan 21,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
［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
d/createpdf?rid=16032&dt=2532&dl=1629 (July 1, 2021). 
12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IMF CONSULTATIONS,” 
Feb 22,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40961&dt=2532&dl=1629
 (July 1, 2021). 
13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Conversation with      
Presidential Secretary General Kim Chong -Yom,” Feb 14,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
archives.gov/aad/createpdf?rid=34927&dt=2532&dl=1629 (July 1, 2021). 
14 『每日經濟新聞』1977 년 4 월 14 일 ;『한국일보』1977 년 4 월 14 일 . 
15 『京郷新聞』1977 년 4 월 14 일 ; From SECSTATE to AMEMBASSY SEOUL,     
Telegram, “Minister Chang’s Visit to U.S.,” Apr 16, 1977, 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
v/aad/createpdf?rid=86301&dt=2532&dl=1629 (July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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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 일에는  ‘77 년하반기수출입기별공고’를  통해  22 품목의  수입자유화(자동승인품목

화)가  발표되었다 . 16 

 또한 1978 년 2 월 16 일 , 한국정부는  여러  부서가 참여한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에서 

수입자유화의  업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의  지침을  포함한  ‘수입자유화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 17 그  후 한국정부는  1978 년 4 월 15 일에  제 1 차 133 개  품목 ,  9 월  12

일에 제 2 차 299 개  품목 ,  12 월  18 일에 제 3 차  349 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선정했다 . 

1977 년  7 월의 상공부  내부검토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에 

나선  것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품보다  저렴한  제품을 수입하여 물가를  억제하

기 위해서였다. 또한, 1977 년 12 월  14 일자  경제기획원의 내부검토 자료를 보면 수입

자유화가  필요한  이유로  국제  경쟁력의  강화 , 자유화  대상으로서의  무역상대국의  무역

규제 완화 촉진 , 국내  물가안정 ,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요인인  외화 유입의 상쇄  등을  

들고 있다 . 18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했던 것은 인플레이션 대책이라는 측면이었다 . 1970 년대 한

국은  국가주도의  강경한  방법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을 추진했지만 , 경제기획원 내부에

서는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며  투자  조정  및 자유화를 통한 경제안정화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 여기에  당시  중동에서  이루어진  한국  기업의  건설  사

업으로 인해 한국에 외화가 대량 유입되었고 이 또한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

였기에 경제기획원은  그 대응책으로서 수입자유화를  통한 외화의  환원이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 경제기획원의  김재익  기획국장은  자유화를  통해  일부러  무역  적자를  내어  

외화 유입을 상쇄시키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 20 

이  시기에  수입자유화를  시작한  두번째  이유로서 , 한국이  수입자유화의  대가로서  무

역상대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규제의 완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

던  점을  들  수 있다 . 여기에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대한수입품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었다는  배경이 있었다 . 미국의  경우, 1971 년에  23 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외무역적자

가  1978 년에  들어 340 억  달러로  팽창하였다 . 한국을  ‘새로운  일본’으로  인식하고 대

한 무역 적자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각  산업들은 의회를 거쳐 카터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 21 자유무역을  중시한  카터정부는  이러한 보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16 『한국일보』1977 년 6 월 1 일 . 
17 輸入自由化対策委員会「［資料 4－3］輸入自由化  推進計劃」韓国開発研究院『經濟安

定化施策資料集: 79.4.17 經濟安定化綜合施策을 中心으로』下, 1981 년, 883 쪽 . 
18 商工部「［資料 4－1］輸入自由化推進内容要約」위의 책 , 847 쪽 ; 経済企劃院「［資料

4－2］輸入自由化計劃의 檢討」위의 책 , 865 쪽 . 
19 김흥기『秘史  경제기획원  33 년：영욕의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사 , 1999 년 , 275-76
쪽 . 
20 韓国開発研究院『經濟安定化施策資料集 : 79.4.17 經濟安定化綜合施策을  中心으로

(上)』1981 년 , 43 쪽 ;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Korean 
Medium-Term Economic Policy to Place More Emphasis on Price Stabilization？” 
Sep 29, 1978, Electronic Telegrams 1978［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
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30950&dt=2694&dl=2009 
(July 1, 2021). 
21 I. 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ics, Fourth Edition(Washington D.C.: Institut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30950&dt=2694&d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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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 1977 년  6 월 ,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에  수출하는  비고무화의  수량  제한을  승인하는  협정에  합의했다 . 

또한 , 동년  12 월에는  1975 년에  체결(1974 년  10 월  1 일에  소급  발행)된  한국의  대미 

섬유수출에  수량 제한을  가하는  섬유협정의  연장에도  합의했다 . 이와 같이  한국이  수

입자유화에  나선  1977 년은 미국 내  보호주의가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심화된 시기이기

도  했다 . 그리고 이러한  보호주의  및 수입  규제의 움직임은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EC 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나타났다 . 22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로서  강경식, 김재익  등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경제기획원의  일부 관료들이  단순한  물가안정에만  그치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제도를 향후  한국경제의  원칙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지니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 23 강경식은  한국경제의  향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

가안정만이  아니라 , 경제의  자유화나  개방으로  인한  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 24 김재익 또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으며 , 오히려  김재익이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물가안정화 정책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있다 . 25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시기  카터정부가  한국에  수입자유화를  요구한  것은  사실

이나 , 강하게 압력을  가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 그러나 , 한국측으로서는  미국내 보

호주의의  심화라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  한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억

제와 관료들의 자유화 지향 등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정

부는 미국정부가  요구한 수입자유화에  착수하게 된다 . 

지금까지  1977 년부터  1978 년에  걸친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 

또한  1978 년에는  한국정부는  수입자유화에  국한되지  않는  본격적인  경제안정화와  자

유화를 모색하게 된다 . 그러한  가운데 1978 년  12 월의  국정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

당이  패배하고  그  원인으로서  인플레이션의  심화가  부상하면서 , 경제안정화를  위한  개

혁에  소극적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 그  결과 , 국무회의가  대폭  개편되고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신

현확이 새롭게 국무부총리에 취임하였으며 , 자유화를  지향하는  강경식도 기획담당차관

보로 승진했다. 그리고  1979 년 3 월 , 박정희는 현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

관에게 안정  기조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경제운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

의 연구를 지시하였다. 26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5), 48-55. 
22 外務部 , 1977 년 1 월 26 일「<77-１>輸出振興擴大會議“NARRATION”」  『무역진흥
확대회의 , 1977, 전 3 권  v.1 제 1～4 차』한국외교사료관 , 등록번호 11019, 후레임번호
63-64. 
23 지주형、앞의 책 , 113 쪽 . 
24 姜慶植『가난구제는  나라가  한다 : 경제부처  30 년의  메모』도서출판삷과꿈 , 1992 년 , 
81, 91 쪽；동『국가가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김영사 , 2010 년 , 393, 402, 
538-39 쪽 . 
25 고승철 , 이완배『김재익평전』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3 년 , 250-54 쪽 ; 김기환「김재

익  수석과  국제화」남덕우  외『80 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삼성경제연구소 , 
2003 년 , 150-52, 166-67 쪽 ; 백완기「행정가로서의  김재익」위에  책 , 172, 181-83 쪽 . 
26 Choi. “Institutionalizing a Liberal Economic Order in Korea,” 249-52; 남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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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경제안정화종합시책’(1979 년 4 월  17 일  발표)이었다 . 이 

정책 패키지에는  금융  긴축과  제도  개선 , 경쟁의 촉진 , 가격규제의 철폐  등  물가안정

화와 경제자유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  종합시책은  최근  연구들도  지

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 과거  20 년간 유지되어 왔던  국가주도의  급진적인  공업화라는  

한국경제  방침의 전환을 시도한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였다. 27 그러나 그  내용의  경우 , 

이전부터  각  부서  내에서  검토  및  추진되어  온 정책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수입자유화  또

한 불완전하게나마  이미 착수되고 있었다 . 28 

  

4．한국의 수입자유화와 통상교섭  

 

이  시기의  수입자유화는  인플레이션  대책과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

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 그러나 후자의 경우 ,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하더

라도 충분한  고려 끝에  자유화가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 예를  들어  

미국의 보호주의는  미국 내  산업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이  자국측의  사정을 반영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유화가  보호주의의  완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다 . 이 시기  한국의  수입자유화의  효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금후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또한  GATT 교섭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한국이  수입자유화를  교섭  카드로서  적극적

으로 활용했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1978 년 1 월  9 일 , 프레드 버그스텐(C. Fred 

Bergsten) 미국  재무차관보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양윤세  공사에게  한국의  수입자유화

를  환영하며 , 이러한  수입자유화가  한미간의  무역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

의  자유화에  한국정부가  적극  협조하는  실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버그스

텐은 한국이  수입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길  바라며, 자유화가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협

상시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므로 ,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는 견해를  드러냈다 . 29 즉 ,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수입자유화를  교섭 카드로서 효과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또한 , 1978 년  3 월 8 일에는 GATT 의  다자간교섭에  참여하고 있던  노신영  주제네바

대사가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담아  작성한  전보을  외무부에  송부했다 . 노신영은  한국

정부가  수입자유화품목을  정할  때, 제네바의  통상교섭  대표단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

았던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 이와  동시에 그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를 카드로 

활용했더라면  교섭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 구체적인  자유화  품목의  통보 

 
제개발의  길목에서：芝巖  남덕우  회고록』삼성경제연구소 , 2009 년, 175 쪽；韓国開発

研究院 , 앞의  책 , 15-16 쪽 . 
27 박태균「박정희식  경제성장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시책」31-32 쪽 . 
28 韓国開発研究院 , 앞의  책 (上 ), 16-17 쪽 . 
29 주미대사 발신 , 장관  수신 , 전보 , 1978 년 1 월 9 일『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 교섭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활용문제 , 1978』한국
외교사료관 , 등록번호 12285, 후레임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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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입자유화 조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외무부에 요구했다. 30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시기에  한국정부는  수입자유화가  선진국의 보호주의 대책의 

일환임을  표방하면서도 ,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섭담당자와의 조정을  거쳐 그것

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이는 수입자유화가 또  하나의  목적인 인플

레이션 대책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명백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는 대

조적이었다 . 오히려  상공부는  금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불가역’적

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이  이  시기에 추진했던  수입자유화를  GATT 교섭

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 31  

 

5．미국대사관과 한국관료들의 연계  

 

전술한 것처럼 카터정부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수입자유화를 실행시켰다고까

지는 할  수 없다 . 그러나 미국의  자유화  요구는 비록  직접적인  압력은  아니었어도  한

국의 수입자유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  

1977 년  2 월 9 일 , 주한미국대사관은  국무장관에 송부한  전보에서  미국이  자유무역

을 고집하는 것은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려는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

다 . 32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요구에는  한국정부  내  자유화를  지향하는  

관료들을  지원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착각이 아니었다 . 예를 들어 1978 년 8 월 25 일의 주한대사

관에서 국무부로  보낸 전보을 보면 , 대사관이  “보다  급속한 수입자유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한국정부 당국자들”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대사관의 자유화  권유가  효과적이었다

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측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33  

 

6．나가며  

 

본고는 1970 년대 후반  한국에서  수입자유화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정치과정에  

대해 대미관계의  영향이라는 요인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30 주제네바대사 발신 , 장관 수신 , 전보 , 1978 년 3 월 8 일『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교섭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활용문제 , 1978』한
국외교사료관 , 등록번호 12285, 후레임번호 3.  
31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Korean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ct 6, 1978, Electronic Telegrams 1978       
［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
d/createpdf?rid=245791&dt=2694&dl=200 (July 1, 2021). 
32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US Economic Policy    
Toward Korea,” Feb 9, 1977,Electronic Telegrams 1977［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
32&dl=1629 (July 1, 2021). 
33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Telegram, “US Request List for   
Korea a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ug 25, 1978, Electronic Telegrams   
 1978［Electronic Record］CFPF 1973-1979, RG59, NA, See: https://aad.archives.g
ov/aad/createpdf?rid=210684&dt=2694&dl=2009 (July 1, 2021).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45791&dt=2694&dl=200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45791&dt=2694&dl=200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31249&dt=2532&dl=162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10684&dt=2694&dl=2009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10684&dt=2694&d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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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이  시기  수입자유화의  최대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 당시 한국에서는  국가주도의 급속한  공업화의  부작용과  중동의  

건설 붐에  의한  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 그  대책으로서  수

입 확대를 통해 외화를  방출할 필요가 있었다 . 

이와  동시에  이  시기의  수입자유화에는  당시  미국과  다른  선진국  내 보호주의의  심

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호주의의  경우 , 

1977 년 대한수입의  섬유 및 비고무화 분야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있었다 . 물론 , 미국

의  수입에  대한 보호주의는 국내  개별 산업들의  요구  사항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 선정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는 불투명

했다 . 또한  한국이  수입자유화에  착수한 당초에는 이를  통상  교섭의 카드로서  유효하

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려는 자세를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 

또한 안정화 정책의 입안자 중에는 물가안정화를 중시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한국

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려던  자유화  지향의  관료들이  있었으며 , 그들

의 사고도 수입자유화에 영향을 미쳤다 . 

카터정권은  한국정부에  수입자유화를 요구하였으나 압력을 가해서 실행시켰다고까지

는  볼 수  없다 . 그러나 , 비록  카터  정부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미국내  보호주의의  심화

라는  상황이  존재했으며  한국정부로서는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 이러한  요인과  

한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억제의  필요성, 그리고 관료들의  자유화  지향 등의  제반 요소

들이 서로 맞물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카터정권도 요구하고 있었던 수입자유화의  추진이 

한국정부내에서  고려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다 . 또한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수입자유화

를  요구함으로써  한국정부  내  자유화를 지향하는 관료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 실제로  

이 시기 주한미국대사관과 경제기획원  관료들 사이에는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 관계

가 구축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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