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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래 : 30년 전 외교문서에서 배우다
- 제29차 외교문서 공개 □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91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466권(약 40.5만여 쪽)을 2022년 4월 15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미주,
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
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舊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에 걸쳐 약 32,500여권(약 463.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 2022년도(제29차) 주요 공개문서 목록
2.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요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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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개문서 목록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ㅇ 남․북한 유엔 가입
ㅇ 남․북한 유엔 가입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특사파견 등

□ VIP 방문 및 방한 행사
ㅇ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ㅇ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캐나다 방문
ㅇ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ㅇ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멕시코 방문
ㅇ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ㅇ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 방한
ㅇ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방한

□ 걸프전쟁 관련
ㅇ 한.미 간 협조, 대책 및 조치, 재외동포 철수 및 보호,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
파견, 외국인 수송 및 난민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등

□ 다자외교
ㅇ 제46차 유엔총회 참석
ㅇ 제47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서울개최)
ㅇ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서울개최)
ㅇ 제1~3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1952-67)
□ 인권문제 및 민주화운동 관련(1985-91)
□ 기타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치
ㅇ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ㅇ 소련사태 및 CIS 국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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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요약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