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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일안보협력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공동의 안보위협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있어서, 

유사동맹이론에서 언급된 ‘방기의 불안함(Abandonment fears)’이라는 

관점을 한일관계에 적용시킴으로써 냉전시기와 달리 공동의 안보 위협과 

유사동맹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냉전체제하에 한일안보협력은 냉전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에 의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다. 특히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군 감축 논의, 데탕트에 의한 미중화해, 그리고 지역적인 

데탕트의 소멸은 한일간 안보협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일간 

역사문제나 외교적 갈등은 미국으로부터 방기(放棄)될 위협을 서로가 

느끼고 있을 때는 갈등을 피하여 안보협력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탈냉전기에 있어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조건 

한일관계가 호전된 것은 아니었다.  

이명박정권 시기의 한일관계는 양 정상간의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 있었다.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협의와 한미일 틀 속에서 강화되었다. 하지만 한일 GSOMIA 서명이 

연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하면서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한일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정권에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지 못 하는 채 

출발하게 되고 정상회담도 계속 열리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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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또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체현하기 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FOIPS)’을 제창하여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일안보협력보다 인도 ・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은 한미 ・ 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특히 중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나 THAAD 배치문제로 

인해 한중안보협력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미일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합의에 

있어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협의를 계기로 한일안보협력은 

단계적인 강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미일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안부합의는 한일간의 새로운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위협과 유사동맹관계라는 

이유로 협력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국내적인 요인, 역사인식문제, 위협인식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서로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기보다 방기되려고 하는 행위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주요어】 

유사동맹, 방기의 불안함, 한일안보협력, 안보정책, 

학번: 2017-2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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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상호군사지원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FOI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THAAD: 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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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일으켜왔다. 한편 민간 차원에 교류나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었던 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런 갈등과 협력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한일관계이다. 두 국가에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북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이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서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에 

한미일 혹은 한일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해왔다.  

현재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 빅터 D. 차는 이런 한일관계를 

‘유사동맹(quasi-alliance)’ 1 이라 지칭하여, 미국의 행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며, 그 균형에 따라 어떤 협력 혹은 

갈등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각각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방기와 연루의 불안함이 존재하지 않는가?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할 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지 않는가?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지 않는가? 본 논문은 

이런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1 빅터 D. 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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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안보협력은 유사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냉전시기에 있어 외부적인 안보 위협과 

미국의 정책변화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낀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갈등을 극복하여 안보협력을 

최우선시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시기에 들어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나 양국간 역사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불안함만으로 한일관계를 설명하지 못 하는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일협력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일 것이다. 

 2008 년 초에 이명박 정부가 출발하여 한일간 안보관계는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2012 년에 들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안보협력관계도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들어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혹은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방기될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히려 왜 방기되려고 하는 행동까지 보였을까? 또한 그 

요인은 무엇인가? 

 2000 년대에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위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위협이었으며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확대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안보 위협이었다. 이명박정권에 

들어가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으며 공동의 위협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안보협력이 원활하게 강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자라면 2012 년이 한일관계의 전환기였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GSOMIA 체결 

반발 등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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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 미사일 문제라는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국이 서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있어서, 

유사동맹이론에서 언급된 ‘방기의 불안함(Abandonment fears)’이라는 

관점을 한일관계에 적용시킴으로써 냉전시기와 달리 공동의 안보 위협과 

유사동맹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지내온 저자는 원래 관심사항이었던 한일관계를 

안보협력관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과 동시에 트럼프정권의 탄생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안보에 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한다. 한일간 안보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동맹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거기서 설명된 방기의 불안함을 한일간에 적용시킴으로써 

어떤 요인이 작동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소위 보수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켰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민주당 정권 

후반에서 아베 총리가 다시 수상이 된 전환기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멀어져가는 형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방기의 불안함’을 검토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보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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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빅터 차가 유사동맹이론을 설명한 것은 1999 년이었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탈냉전기의 한일 유사동맹관계를 설명한 그의 이론에 대한 

고찰은 여러 논문에서 제기되었다. 유사동맹이론은 동맹관계가 아닌 

한일안보협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에 있어서 그의 유사동맹이론은 무조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유사동맹이론 또한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각 연구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희식(2011)은 포스트 탈냉전시기에 있어서도 유사동맹이론이 더 

이상 한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민주당정부하의 한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냉전시기의 

유사동맹체제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3 가지를 꼽았다. 첫째, 한국과 

일본이 유사동맹체제하에 있어서도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 

가치공동체를 형성하지 못 하였다. 둘째, 한일국교정상화는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미국의 국익으로 촉발되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채 청구권 같은 과거사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한일간의 불신을 일으키게 되며 한국에 있어서는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셋째, 1969 년 미일정상회담에 있어서 

한국조항에 관한 밀약이 맺어지거나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 행동 

허용 범위가 극한된 것으로 양국간 갈등에 이어져갔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한일양국관계가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일양국은 상호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치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였으나 역사문제로 인한 

불신 때문에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또한 2000 년대 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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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으로 ‘G2 시대’가 도래하여, 2009 년에 탄생한 민주당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정부는 미일관계에 기울이게 되었던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 

위협 증가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가 한번 거론되면 강경한 대일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인식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는 한국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삼가하였다. 즉 한일안보협력관계 형성에 있어서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관리정책’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2 

 최희식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안보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가 거론되면 한일간 갈등을 일으키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역사문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역사문제는 물론이고 일본정부가 역사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논문에서 저자가 민주당 정권하의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 정권은 얼마 안 되는 

후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저자는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정책과 

한국의 보수세력이 정권을 담당하는 경우, 한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강화가 예상된다’3 라고 서술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정권 

후의 부활된 아베 정권과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명박정권 후반의 행동을 감안할 때 정권의 이념 차이만으로 

                                         
2 최희식. (2011) 
3 최희식. (201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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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를 설명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수세력 탄생에 무조건 기대할 

수는 없다.  

 

야마모토 겐타로(2012)는 한일 유사동맹이론을 기반으로 

한일안보협력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빅터 차가 지적하지 않았던 

한일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일유사동맹체제의 전이 과정을 서술한 후 신냉전시기에있어서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일안보협력 필요성 대두를 

설명하고 있다. 1990 년대에 들어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확대에 따라 

한일간의 안보협력이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중단되었던 

셔틀외교가 이명박정권에 들어 재개되면서 안보협력관계가 형성되어갔다. 

그 특징으로 먼저 한미일 제휴 강화를 꼽았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이 긴장 상태로 빠져 군사훈련을 통한 

안보체제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에 관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은 한미일간 

제휴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반발은 한중관계 

악화 가능성을 의미하였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최대의 

무역상대국임으로 한중관계 악화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불안 

요인이었다. 또한 남북한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후원을 필요로 

했던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도 한일간 갈등을 조성하였다. 일본은 북한을 안보위협으로만 

삼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안보위협은 물론이며 동포로서의 북한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 이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한일안보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 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７] 

 

있다. 또한 한국국내의 반일감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법적 

제약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 4 

 이 논문에서 제기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차이는 본 논문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유사동맹이론 비판으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 

위협은 자주 거론되어있으나 단순한 공동의 위협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논문은 2012 년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명박정권 후반에 

있어서 이 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검증할 만하다. 또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제약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안 논의 과정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즈키 쇼고(2015) 또한 역사인식문제 격화가 한일유사동맹체제를 

결렬시키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군위안부문제나 

영토문제 등의 역사문제가 한일간 안보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일본의 우익화와 한국국내 담론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 2011 년에 아베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의 

우익화가 시작하였다. 아베 총리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그 이념을 이어받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고노담화 재검토에 대한 발언이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NHK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박, 헌법개정안은 일본의 우익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우익화가 일본의 사회적인 우익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베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로 

‘적절한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헌법개정안에 있어서는 부정적 혹 불투명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이 탄생을 단순히 일본의 우익화로 볼 수는 없다. 또한 

                                         
4 山本健太郎.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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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한국 국내적 요인도 한일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대통령은 취임시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반일정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권 후반에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반일카드를 

꺼낸다. 하지만 이런 반일정책카드는 대통령 지지율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의 5 년 임기라는 제한 때문에 정권 

후반에는 국민의 기대가 이미 다음 대선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권 경우에는 독도 방문 이후, 지지율이 5-6%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대선에 있어도 

국민이 대일정책보다 국내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빅터 차가 

유사동맹이론을 주장한 시기보다 훨씬 복잡한 한일관계가 형성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한국 무역상대국 중에 하나일 뿐이며 더 이상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본과 한국의 국내 상황을 

이해하면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추구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5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동향과 여론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유사동맹체제하에 갈등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 

우익화에 관해서는 아베 정권의 탄생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다. 스즈키는 사회적인 우익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베 정권이 장기화하면서 젊은 세대의 

우익화 혹은 보수화를 보이고 있다. 이 보수화를 현실주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6  하여튼, 아베 정권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우익화도 경시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5 Suzuki Shogo. (2015)  
6 薬師寺克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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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의 반일정책 추진에 지지율 증가가 무조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본 논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논점이다.  

 도가시 아유미(2017)는 국제관계론 입장에서 한일안보협력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구조적인요인과 단위레벨의 변수를 설정하여 

한일안보협력관계의 전이를 설명한다. 또한 안보협력관계 형성 

여부자체보다는 형성목적과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결정요인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즉 

안보협력 형성에 있어서의 위협과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재하는 

단위레벨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행동자체가 한국의 또 하나의 위협이 되면서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갈등관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한이 접근하면 한국의 위협이 증가할 수도 있다.7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 2007-2012 년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위협 확대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정책을 강화하면서 

한일안보협력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안보정책의 전략적 

관심이 동아시아부터 인도호주와 제휴하는 시레인 (Sea lane)으로 

전이되었다. 민주당정권 출발 후, 하토야마는 동아시아구상을 내세우고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기 위한 지역연대를 형성하려고 하였으나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따라서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일동맹과 시레인 안보정책 강화에 기반하였다. 한국도 이명박정권이 

탄생하자 대북 강경정책을 펼쳐 한미관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인도와 

호주와의 안보협력관계 형성에게도 적극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7 冨樫あゆみ.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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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서는 군사훈련을 통한 직간접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경계하였다. 6 자회담의 기능이 열화하면서 일본과 북한이 접근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한일 양국이 대북강경노선으로 나아간 것도 안보협력 

강화에 이어졌다. 하지만 GSOMIA 체결에 관한 한국국내의 반발로 인해 

교섭이 단절되었다. 이 결렬의 핵심적인 원인은 한국국내에 존재하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GSOMIA 체결에 

집착하기보다 국내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본질적으로 

한일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에 있어서 한국의 상존하는 일본의 위협이 

제동을 걸고 있다.8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국내에 상존하는 일본의 위협 즉 역사인식문제나 일본의 군사적인 

팽창 위협 등이 안보협력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안보협력문제에 관한 한미일 각국에 대한 고찰은 자세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담론이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에 관해서는 간략화된 부분이 있다. ‘2000 년대 후반, 일본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은 일본의 국토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넘어, 미국과의 

전략적정합성이라는 범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9 고 설명한 바있다. 

일본이 북한 위협을 강하게 경계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과 완전히 전략적정합성을 공유하지는 못 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분단체제라는 

상황과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8 冨樫あゆみ. (2017). pp.200-242 
9 冨樫あゆみ. (2017).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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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유사동맹이론에서 설명된 ‘방기의 불안함’을 이용해, 

냉전시기와 달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방기의 불안함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유사동맹이론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빅터 D. 차는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10 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유사동맹(quasi-alliances)’ 이론을 주장하였다. 빅터 차(2004)에 

따르면“ ‘유사동맹’이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 3 국을 공동의 동맹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유사동맹 

모델의 주된 특징은 한일 양국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과적 

결정요인으로 미국의 정책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11  직접적인 

동맹관계가 없는 두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을 기점으로 한 

유사동맹이론을 고안한 것이다. 

단순이 위협이 발생했을 때 동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에 대한 동맹국(미국)의 정책에 따라 방기(放棄)/연루(連累)의 

불안감을 갖게 된 다음에 동맹행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 즉 한일관계에 따져보면 북한이라는 위협에 의해 직접적으로 

협력 행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방기/연루의 불안함을 느낌으로써 갈등 혹은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기의 불안함(Abandonment fears)’은 

                                         
10 빅터 D. 차. (2004) 
11 빅터 D. 차. (2004). p.21  



[１２] 

 

‘동맹국이 동맹을 이탈하거나 동맹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12  ‘연루의 불안함(Entrapment fears)’은 자국이 동맹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에 끌려 들어가는 

것에 불안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13  이 방기와 연루의 불안감 균형에 

따라 한일관계가 형성된다. 서로가 대칭적인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면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비대칭적이라면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14  이 것이 유사동맹이론의 기본적인 논의이며 정리하자면 

그림 115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방기의 불안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빅터 차는 

방기와 연루에 대한 불안함은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비동맹 국가에 

있어서도 3 가지 조건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16 

(1) 외부의 안보 위협 

(2) 그 위협을 방어함에 있어 이해관계를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정도 

                                         
12 빅터 D. 차. (2004). p.72 
13 빅터 D. 차. (2004). p.73 
14 빅터 D. 차. (2004). pp. 84-88 
15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빅터 D. 차. , 2004)를 

바탕으로 작성. 
16 빅터 D. 차. (2004). p. 76 

안보 위협 미국의 정책 

대칭적인 방기/연루의 

불안함 

비대칭적인 

방기/연루의 불안함 
갈등 

협력 

 
그림 1: 유사동맹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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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결과로써 발생하는 상호지원에 대한 기대  

한일간에서 외부의 안보 위협은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하지만 

야마모토(2012)가 주장한 바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한 한일간 인식 

차이는 양국의 갈등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이해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안보위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상호지원에 대한 기대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의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삼각형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전략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못 하는 채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방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3 가지 요인이 

‘불안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1) 동맹관계에서의 ‘이탈’과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 

(2) 동맹의 내부조건 (동맹조약의 내용 등) 

(3) 국내적 요인 (여론, 정치행위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동맹관계는 없으나 양국간 

안보협력보다 인도나 호주를 포함한 시레인 방어체제 혹은 한중관계에 

출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이 한일간 

갈등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차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일관계의 경우 (3)에 해당하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17 빅터 D. 차. (2004). pp.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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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양국의 정치가들의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역사문제가 

다시제기되어 한국에 내재하고 있는 반일감정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중요한 쟁점은 유사동맹관계가 탈냉전시기에 있어서도 

유용하는가라는 것이다. 빅터 차는 탈냉전시기에 있어서의 

유사동맹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사동맹 모델은 냉전시기에 더욱 그럴 듯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탈냉전시기에 전혀 

적실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한미일 삼각 안보에 

예전과 다름없이 남아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다. (중략) 

한일의 최근 경제적 지위와 미래의 군사적 자주국방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존재가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미 지상군의 철수는 여전히 방기의 

불안을 유발할 것이다.18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유사동맹이론은 탈냉전기에 있어서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 구상은 먼저 제 2 장에서는 냉전기 한국과 일본이 갈등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안보협력을 우선시했던 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의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의 갈등 원인을 검토하고, 제 4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각국에 의한 갈등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원인을 살펴보고 결론에 이어가도록 한다.  

                                         
18 빅터 D. 차. (2004).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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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냉전기 방기의 불안함에 의한 한일안보협력 

냉전시기의 한일관계는 유사동맹체제하에서 미국의 정책이라는 변수가 

한일관계에 크게 작동되었다. 1969-1971 및 1975-1979 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대칭적으로 느끼고 양국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개선을 보였다. 한편 1972-

1974 년에는 비대칭적인 방기의 불안함을 느끼고 양국간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 장에서는 냉전 

그리고 데탕트를 통해 한일관계가 어떤 협력 혹은 갈등관계를 보였는가 

살펴볼 것이다. 

제1절 1969-1971 년 한일안보협력 구축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개선을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지는 반일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9-

71 년 사이에는 한일안보협력이 강화되며 양국의 경제와 인적 교류까지 

펼쳐갔다.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칭적인 

방기의 불안함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일 양국에 대한 

필요성과   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19  

1969 년에 닉슨 독트린이 표명되어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내걸고 남북한간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은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여 이웃 국가인 일본에 있어서도 

그것이 마찬가지였다. 이런 미국의 정책변화는 한국과 일본이 

                                         
19 빅터 D. 차 (200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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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양국이 느꼈던 방기의 

불안함이 균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한일안보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20  

한일간 안보협력을 촉진한 구체적인 사례가 오키나와 반환문제와 

한국조항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발표였다. 오키나와 반환문제는 한국의 

방위가 일본의 승인에 귀속될 수도 있는 문제임으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문제였다. 이런 한국의 

우려에 대해 사토 정권은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오키나와의 전략적인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막상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발표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일본에게 요청함에 따라 방한한 쓰치야 방위청 차관은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안보협력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21 

 한일안보협력은 여러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군사훈련이나 

실제적인 안보위협에 있어서 안보협력을 수행하였다. 포커스 레티나 

작전이나 프리덤 볼트 작전에서 일본이 오키나와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C-121 기 격추사건 발생시 

레이더 감시나 71 특전대 일본 내 항구 사용 허가 등을 통해 일본의 

안보적인 역할이 확대되어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에 대한 한국 국내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970 년 6 월에 제출된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미군 철수에 의한 

군사적 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한일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20 빅터 D. 차 (2004). pp.105-112 
21 빅터 D. 차 (200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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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셋째, 한일 양국간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해졌다. 인적교류를 통해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대화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협력관계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한일간의 협력관계는 외교적 측면에서도 강화되었다. 

1969 년에 한일협력위원회가 창설되어 한일간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안보 강화에 기여하였다.22 

하지만 이 시기에 한일간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과 

북한의 접촉이나 요도 호 사건은 한일 안보에 대한 불일치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북한에게 고속정을 공급했던 사실이 있었으며, 

고속정의 추격 능력이 없었던 한국에 있어서 북한의 고속정 활용은 

한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월북자를 

지원하거나 묵인하는 것에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한일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다. 주한대사관에 불만을 

표명하거나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뿐이었다.  

1970 년 4 월에 일어난 요도 호 사건은 한일간의 또 다른 위기가 

되었다. 일본의 급진파 학생들이 승객 99 명을 인질로 요도 

호(보잉 727)를 납치하고 평양에 들어가 북한으로 망명하려고 하였다. 

일본 항공은 납치범들을 속여 김포공항에 착륙하자 일본 정부는 인질을 

안전하게 석방시키는 대신 요도 호가 평양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요청하였다. 애초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결국 요도 

호의 운항을 승낙하였다. 하지만 일본 측 협상자는 한국 측과 상의 없이 

납치범들과 인질 석방에 대해 협상해버리고 최종 합의내용만 한국 측에 

                                         
22 빅터 D. 차 (2004). pp.135-138, 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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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특별 조치를 취하여 일본 측 

요청에 응하려고 노력하였다. 납치범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비자 

발급의 제한을 완화시키고 인질관 맞교환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했던 일본의 친북적인 국회의원의 입국을 허락하였다.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으로 위장하기 위해 태극기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일련의 일본 

측 행위는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외교적 충돌을 피하고 침묵하는 것이 국익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일본에 있어서는 요도 호 사건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토 행정부는 한일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북한과의 급속한 접적을 피하여 만약에 대북정책이 

변경될 경우 한국 측에 사전 상의할 것을 표명하였다.23  

  

제2절 1972-1974 년 한일간 갈등과 비협력적 관계 

1960 년대말부터 데탕트가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72 년대부터 미중화해가 출발되면서 

일본은 비교적 방기의 불안함이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불안함이 

심화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불안함을 비대칭적으로 

느끼면서 양국간 갈등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은 

미중화해를 찬양하고 소련・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1972 년, 

다나카-저우언라이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중일국교정상화로 이루어졌다. 

소련과는 1971 년 늦가을부터 비공식적인 차관급화동이 진행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합의되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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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장을 받아 일본의 방기의 불안함은 데탕트의 확산과 동시에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국에 있어서는 데탕트에 의한 

긴장완화가 한반도에서 정착되지 않은 채 방기의 불안함이 심화되었다. 

그 까닭은 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대화에 따른 

남북공동성명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둘째, 미중화해로 

인해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 상승하고 

남북한 세력 불균형이 형성될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유신체제를 선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방기 불안함은 1969-

1971 년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1972 년부터 한일간 갈등의 

심화되어 1 월에 개최된 사토-닉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조항이 

생략되거나 북일관계 개선에 따라 한일관계가 희박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악화되었다. 특히 1973-1974 년에는 김대중납치사건과 

문세광사건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전환되었다.24  

첫째, 1973 년 8 월 8 일, 김대중납치사건이 발생하여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다나카 수상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수사를 주장하여, 외무성은 두 명의 목격자의 증인 심문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박정희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건에 

대한 일본의 비협력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일본은 한국 중앙정보부가 

납치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한국 공보부는 사건에 대한 일본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조치로 재한 요미우리신문사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다나카 수상은 재한 일본대사를 소환시키고 제 7 차 정기각료회의를 

연기하였다. 또한 재일 한국대사인 김동원의 사건 관여를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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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정부는 거절하여 김동원을 

비롯한 13 명의 정부관리를 소환시켰다. 1973 년 10 월, 일본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사건 관여 인정, 공모자에 대한 처벌, 일본 정부에게 사과, 

김대중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은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오히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여 양국의 주장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걸었다. 

1973 년 11 월에 양국간에 특별협상이 열어 사건에 대한 일련의 문제는 

일단락되어 12 월에는 정기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협력 없는 제한적인 

관계로 한일관계 약화를 호전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일본에서 활동하는 

박정희 반대세력을 일본 정부가 방치하거나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취하는 태도에 대한 박정희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 

다나카 수상이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역사인식문제도 

터졌다.25   

둘째, 1974 년 8 월 15 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어난 문세광사건으로 

한일관계는 다시 고착상태에 빠졌다. 문세광이 재일조선인으로 위조된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일본의 무감각을 비난하였다. 한국 국회는 일본이 책임을 치지 않을 

경우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일본 다나카 행정부는 

사건에 관한 일본의 법적 ・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여 사건의 원인은 

오히려 유신체제에 있다고 규탄하였다. 기무라 외무성 장관이 북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을 자극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무라 장관의 발언은 한일기본조약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박정희도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일본 측 협조가 없을 경우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표명하고, 한국 대도시에서는 반일 시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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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양국 갈등에 따라 1974 년의 정기각료회의는 취소되어 양국의 

대화의 창구가 소멸되었다. 이런 한일 긴장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미대사인 리처드 스나이더(Richard Sneider)와 부대사인 리처드 

에릭슨(Richard Ericson)이 나서 중개역할을 수행하면서 긴장을 

완화시켰다. 시이나 사절단의 방한으로 일련의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한일양국 적대감은 축소되지 않았다. 김종필은 사건에 대한 일본 측 

태도를 계속 비난하여 북일관계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대북정책 취약성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 시기에는 남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와 미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방기의 불안함이 

적대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었던 것이다.26 

 

제3절 1975-1979 년 한일관계의 호전 

 1970 년대 초반에는 데탕트의 확산으로 미중관계 해빙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발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미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1979 년 1 월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 까닭은 중국과 미국 각국의 

내부적인 혼란과 타이완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또한 

베트남전쟁에서 참패하자 미국 국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카터 행정부는 아시아지역 불개입 정책을 

내걸고 주한미군 감축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 북한 위협, 

동맹국들의 비난으로 인해 철군계획은 연기되었다. 하지만 지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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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소멸로 인한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27  

 일본과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도 교착되었다. 중일관계는 1972 년 

국교정상화로 개선을 보였으나 타이완문제로 인해 그 한계점이 드러났다. 

소련과의 관계도 북방영토와 어업권 분쟁으러 인해 악화와 동시에 

소련의 군사력 강화도 안보적인 위협인식을 조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사이공 함락에 따라 미군이 아시아로부터 전면적으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되어 일본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일본 안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철수로 인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충돌이 다시 

시작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중요한 안보정책에 관해 동맹국인 일본에게 아무 사전 협의없이 

통보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갖게 되었다.28 

 이 시기의 한국이 느끼고 있던 불안감은 더욱 심각했다. 1975 년 

사이공 함락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군까지 철수한다면 한국 안보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군사비를 증가 

시키며 유신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시대비체제 형성과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위기감을 축소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안보공약의 유지, 해군과 공군의 주둔을 표명하였으나 

한국의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았다.29  

                                         
27 빅터 D. 차 (2004). pp.223-230 
28 빅터 D. 차 (2004). pp.230-232, 238-241 
29 빅터 D. 차 (2004). pp.2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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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낀 한국과 일본은 1969-1971 년 기간과 유사하게 양국간 협력을 

추진하였다. 첫째, 1975 년 8 월에 포드-미키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국조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한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박정희도 한미일 삼각안보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여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주장하였다. 둘째, 미키 수상은 1975 년 초기부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표명하고, 5 월에는 연례 각료회의 재개되어 

한국의 제 4 차 경제개발에 대한 원조 제공이 합의되었다. 이어서 

6 월에는 한일의원연맹이 창설되었다. 셋째, 1972-1974 년 시기와 달리 

한국은 북일교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북일교역의 액수 

감소와 북한의 채무지불 연기로 인해 북일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미키 수상은 한국의 고립을 막기 위해 북일국교정상화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면서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넷째, 

전례 없는 한일간 안보협력이 이루어졌다. 1978 년, 

한일의원안보협의회가 창설되어 안보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간 

포럼이 개최되었다. 1979 년에는 고위급 국방관련 인사들의 교환방문이 

실행되면서 한국군 장관과 일본 자위대의 사령관이 왕래하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안보에 관한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도 

강화되었다.30  

 이 기간 동안 한일간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도문제나 

어업권문제가 제기되어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이런 역사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않도록 자제하여 외교적 충돌을 

피하였다. 또한 코리아게이트사건이나 한일간 유착문제도 양국의 외교적 

                                         
30 빅터 D. 차 (2004). pp.2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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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으로 존재하였으나 양국은 논쟁보다 협력관계 강화를 

우선시하였다.31 

 

소결 

 1969-1971 년 기간 동안 일련의 한일간 안보협력은 일본과 북한의 

접적이라는 갈등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외교적인 충돌을 피하였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닉슨 독트린에 의한 준한미군 감축논의가 방기의 불안함에 크게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안보적인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72-1974 년 기간에는 

데탕트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은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과 남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취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하였다. 반대로 

한국에 있어서는 미중화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북일 접근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가운데 김대중납치사건과 문세광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관계는 최악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75-1979 년에 들어가 한일관계는 다시 

호전되었다. 베트남전쟁의 격화와 지역적인 데탕트 소멸로 인해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자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양국은 외교적 갈등을 최대한 

피하면서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31 빅터 D. 차 (2004). pp.247-248,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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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냉전체제하에 한일안보협력은 냉전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에 의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한일양국간의 

역사문제나 외교적 갈등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서로가 느끼고 

있을 때는 안보협력을 우선시하여 최대한 충돌을 피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에 들어 이런 현상은 무조건 미국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억제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는 물론이며 

한일간의 국내적인 요인과 위협인식 차이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고찰은 제 4 장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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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한일안보협력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 

현상을 보였을 때 양국은 서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 

하는 채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바로 한국과 일본 서로가 

방기의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며 협력관계가 격하되는 현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 장에서는 2008-2016 년간의 한일관계 특히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열거하면서 한일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양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1절 이명박 정권에 한일안보협력과 갈등  

2008 년 2 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을 보였다. 후쿠다 총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 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한층 깊은 

교류를 통해 ‘한일신시대’를 열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후쿠다 총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이명박도 이것에 찬의를 표하여 미래취향적인 협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경제분야에서도 한일경제제휴협정(EPA) 

교섭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서로 동의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국교정상화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자는 후쿠다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미일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32  4 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32 外務省.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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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하여 후쿠다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거기서 

한일공동프레스를 발표하고 정상외교의 활성화, 경제분야와 국제적 

문제에 관한 협력, 그리고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해 공유하였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6 자회담에서 합의된 ‘차기단계 조치’가 조기 

완료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여, 후쿠다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였다. 33  이명박 

정부의 출발은 한일안보협력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후쿠다 정권이 1 년만으로 막을 내려 아소 정권이 탄생하였다. 후쿠다 

정권에 이어서 셔틀 외교를 추진하여 ‘성숙된 파트너십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되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6 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 자회담은 유력한 

접근수단이었다. 하지만 2008 년 12 월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6 자회담이 개최되지 않아 북핵 ・ 미사일 문제를 위한 다자간 교섭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이명박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34  일본의 대북정책중 납치자문제의 조기 해결은 

비핵화문제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 2009 년 3 월 12 일, 한국정부의 협력 

덕분에 납치자문제 피해자인 다구치 야에코의 가족인 이이즈카 

코이치로와 이이즈카 시게오가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김현희와 처음으로 

면회를 하게 되었다. 김현희의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증언은 다구치 

                                         
33 外務省. (2008b)  
34 外務省.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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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코의 행방에 관한 중요한 정보였으며 유력한 접근 방법이었다. 

면회에서는 그것에 관한 감사를 전달하면서 더욱 다양한 정보제공에 

대해 요청하였다. 이 면회를 통해 납치자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 가족이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 사례가 되면서 한일간 제휴강화를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한일의 공동의 문제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35  

다음달인 4 월 5 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긴장이 높아졌다. 일본 나카소네 외교대신과 유명환 외교장관은 

전화회담을 가졌다. 나카소네 대신은 한일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6 자회단의 공동성명에 어긋나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일 혹은 한미일간의 긴밀한 제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36이것에 동의하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관련국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37  이어서 4 월 7 일, 8 일, 10 일에 걸쳐 한일외교장관 

전화회담이 열리고 안보리협의 내용과 미일간 회담 내용을 공유하였다. 

11 일에는 한일정상회담과 한중일정상회담이 열리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안보리와 6 자회담의 결의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35 拉致問題対策本部事務局 総合調整室. (2009)  
36 外務省. (2009a) 
37 외교부.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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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같이 하였다. 38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3 국협력관계와 안보리나 6 자회담 등의 토대를 중시하면서도 한일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간에서는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하마다 방위대신이 ‘일본 방위성과 대한민국 국방부 간의 

방위 교류에 관한 의도 표명 문서’에 서명하여 기존의 한일간 공동 

선명을 기반으로 한일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 확인하였다. 특히 

고위급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교류에 대해 서로 

동의하였다.39 

일본에서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면서도 

한일안보협력관계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자민당 

정권과 달리 역사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40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주장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한국, 인도,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일동맹 계속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구상은 미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구상은 아시아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반면 그 외의 지역과의 관계 

구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인식되었다. 또한 후텐마기지의 오키나와현 외 이설에 대한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미일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구상에 있어서 미국의 관여를 배척하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동아시아 구상에 

                                         
38 외교부. (2009b)  
39 防衛省. (2009) 
40 박영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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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한국의 위치도 명시된 것은 아니었으며 안보협력이 

강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2010 년 3 월 26 일에 발발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41  이 사건은 일본의 안보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방위성은 자위대의 태세를 

재검토하여 경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6 월에는 

IISS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방위성회담을 실시하여 한미일의 협력과 

제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천안함사건의 발생으로 한국과 미국은 

7 월 25 일부터 28 일까지 합동군사훈련 ‘Invincible Spirit’을 실시하여, 

거기에 일본 해상자위관 4 명이 옵서버로서 초청을 받아 훈련을 

시찰하였다.42 

간 정권에 들어가면서도 연평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북한간의 충돌이 

일본 안보에 있어서도 큰 위협이 되었다. 11 월 23 일 사건 발생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11 월 28 일부터 12 월1 일에 걸쳐 공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미일 공동통합훈련이 일본 국내 기지에서 실시되어 한국군에서도 

옵서버가 수 명 참가하였다. 43  한미일간의 안보협력이 강화와 실질적인 

안보위협 확대로 인해 한일간의 협력도 실전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었다.  

간 정권하의 한일관계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2010 년 8 월 10 일에 

발표된 내각총리대신담화, 이른바 간 담화이다. 간 담화의 특징으로서는 

소위 무라야마 담화와 코노 담화와 달리 한국 혹은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다. 식민지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과 도서 반환에 

                                         
41 佐橋亮. (2010) 
42 防衛白書. (2010)  
43 防衛研究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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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한국국내서도 어느 정도 평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4  이명박 

대통령도 전화를 통해 담화에 대한 한국국내의 높은 평가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45 

한국이 원하는 병합조약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이 

담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보였다. 천암한 사건으로 인해 

긴장되어 있던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한일안보협력 필요성은 양국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안보협력에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다 정권이 탄생하면서도 한일 셔틀외교는 계속되었다. 노다 총리의 

취임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통해 축의를 전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강화나 한일 EPA 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미일 혹은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해와 협력 요청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동의하였다.46 2011 년 12 월 27 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다음날 한일정상회담을 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서 인도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해 노다 총리는 인도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전달하였다. 거듭된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47  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소위 한일 GSOMIA 는 간 정권시기부터 

                                         
44 신정록. (2010) 
45 外務省. (2010) 
46 外務省. (2011a) 
47 外務省.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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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었던 협정이다. 2011 년 1 월에 열린 한일방위회담에서 

한일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과 ACSA(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와 

GSOMIA 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합의되었다. 48  특히나 

GSOMIA 는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협정이자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일본에 있어서는 한일 GSOMIA 체결은 동아시아 

안보에 필수적인 협정이었으며, 일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를 한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에 있어서는 이미 24 개국과 GSOMIA 가 체결된 상태였으며, 

국가간 군사정보공유가 한국의 안보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2 년 6 월 29 일에 한일 GSOMIA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체결 1 시간전에 갑작스럽게 체결을 연기하였다. 왜 한국이 이런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하야시(2014)가 분석하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GSOMIA 체결 연기에 대해 국제시스템, 국가, 개인 레벨에 나누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49  한일 GSOMIA 체결 연기의 주요 

요인은 ‘정부(여당)가, 정권 안정과 차기 대통령선거를 최우선하여, 

한일 GSOMIA 를 체결하겠다는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관철하지 않고, 

마지막순간에 포퓰리즘(대중 영합)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국가레벨적 측면에 주요 요인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50  따라서 

체결의 연기는 단순히 한국국내에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과정의 

불투명성에 분노한 국민들의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 

또한 이 형상은 정권말기라는 시기적인 요인도 얽혀있었다. 51  또한 

GSOMIA 를 체결하면서 한국이 얻는 정보보다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48 防衛研究所. (2012)  
49 林隆司. (2014) 
50 林隆司. (2014). p.95 
51 林隆司. (2014) 



[３３] 

 

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체결에 소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북한 위협이 

확대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과 지리적인 특성으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굳이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52   미국이 

한미일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2012 년말부터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었다. 한국은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했다. 또한 계속된 미사일발사를 

남한의 대선을 의식한 행위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GSOMIA 체결이 연기된 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답답한 상황이었다. 

미국에 있어 한미일안보협력은 북한은 물론이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한미간 혹은 미일간 GSOMIA는 이미 체결된 

상황이며 한미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GSOMIA 체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53  

 게다가 한일관계를 결렬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012 년 8 월 10 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로 상륙하였다.54 일본은 즉시 

외무상을 통해 항의하여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를 방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였다. 이에 따라 무토주한대사를 

일시귀국시킬 것을 정하였다. 55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방문 이유로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한 2011 년 12 월에 

                                         
52 유용원, 이용수. (2012 년 6 월 29 일) 
53 유용원. (2012 년 03 월 17 일), 유용원, 이용수. (2012 년 6 월 29 일) 
54 독도/다케시마 표기에 관해서는 입장 혹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양쪽 명칭을 기제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국 측 행위자가 

주어가 될 경우는 ‘독도’라 표기하여, 일본 측 행위자가 주어가 될 경우는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겠다. 인용문 경우에는 원문 표기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  
55 外務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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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시 노다 총리가 재한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을 

제거해달라 요청한 것이 방문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56 한국국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으로 인해 안보협력이나 전체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자도 있었다. 한국의 일본전문가들은 외교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라 우려하였다. 또한 서울의 외교 고위 소식통은 일본의 

극우세력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제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57  한국국내에서 대통령 독도방문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독도방문 당일 외교부에서는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외교적인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일관계는 계속 악화하면서 안보협력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2절 박근혜 정권에 한일안보협력과 갈등 

 제 18 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새로운 정권의 

출발은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후보자 시기 때부터 ‘한미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G2 론이 거론되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남북한관계 개선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동맹 60 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의 국제적인 역할 확대 등을 논의하여 한미동맹의 

                                         
56 이하원. (2012 년 8 월 11 일) 
57 이하원. (2012 년 8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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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향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한국에 있어서 미국 다음에 한중관계가 더욱 중요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 방문을 통해 처음부터 군사협력이나 대북정책에 관해 

한중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권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58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독도 

방문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며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진정 우리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59  또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아소 부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역사인식이 

중요하다고 전달하였다.60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2015 년 11 월까지 

한일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권의 출발은 

한일관계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가시적인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과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상회담 개최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3 년 5 월에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계승 의사를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변화지 않았다. 12 월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강하게 비판을 하여 일본 측의 

사죄와 양국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인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61  이 

                                         
58 참여연대. (2012), 防衛研究所. (2014) 
59 김봉기, 박국희. (2012) 
60 外務省. (2013). 
61 防衛研究所. (2014).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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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한일관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불안정한 

갈등관계가 계속되었다.  

 이런 외교적인 갈등 속에서 안보협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었으나 

발전도 보이지 않았다. 2013 년 1 월에는 한미일방위실무자협의가 

실시되어 북한문제를 포함해 안보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5 월에는 규슈 서방해역에서 한미일공동훈련, 6 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 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어서 10 월과 12 월에도 

미군을 포함한 공동훈련이 진행되면서 한미일 틀 속에서 안보협력체제가 

계속 형성되어갔다. 하지만 한일양국간에서는 2012 년부터 고위급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었으며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은 채 정치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가 난행하고 있었다. 62  2014 년 3 월 25 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였던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가 모여 

한미일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일간 안보협력강화가 논의되었지만 한일 

단독회담은 열리지 않았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63 

하지만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협력관계 개선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3 년 11 월에는 ‘Seoul Defense Dialogue’에서 2 년만에 

한일차관급회담이 열리고 한일안보협력과 북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4 년 7 월, 하와이에서 통합막료장, 미국통합참모본부의장, 

한국합동참모본부의장에 의한 한미일참모총장회담이 개최되어 

북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안보정세와 삼국의 제휴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64  2015 년에 들어 안보대화가 더 고위급에서 

이루어졌다. 4 월에는 5 년만에 외무방위 실무급 안보대화가 서울에서 

                                         
62 防衛研究所. (2014). p.95, 防衛省. (2013). p.236 
63 外務省. (2013) 
64 防衛省. (2014). p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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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다. 또한 5 월이 되면 제 14 회 샹그릴라회합에서 

한일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나카타니 방위대신과 한민구 국무부장관이 

양국의 국방정책이나 공동훈련 등의 구체적인 교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65  정권초기부터 역사문제, 특히 위안부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해왔던 박근혜 정권은 역사문제 

해결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양국의 역사적인 갈등이 안보분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거듭된 북한 미사일 

도발의 영향은 물론,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일정책의 개선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다.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한일안보협력강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66  

 외교분야에서도 발전을 보였다. 2015 년 11 월 1 일,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 출발 후 처음으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저는 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67 며 갈등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의사를 보였다. 아베 총리도 ‘올해는 일·한 국교정상화 50 주년이다. 

1965 년 국교정상화 이후 50 년 간 일·한 양국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우호 협력의 길을 걸어왔으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지금까지 50 년 간의 일·한 관계 발전의 걸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박근혜 

                                         
65 防衛省. (2015). p.282 
66 防衛研究所. (2016). p.86-90 

67 근원섭. (2015 년 11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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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함께 추진할 것을 희망하였다. 68  이어서 12 월 28 일,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합의’가 발표되어, 기시다 외무대신은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며 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에 동의하였다. 69  하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합의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베 정리가 ‘국제사회의 시선’ 

때문에 협상의 속도를 올렸다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문제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일본에 있어서는 

위안부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는 일본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할 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 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70
 

합의에서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뜻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에 대한 

일정한 평가는 얻었으나 위안부문제의 중요 쟁점이었던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절반의 상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1  위안부합의는 한일관계의 발전이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2016 년에 들어 한일안보협력은 더욱 구체적인 발전을 보였다. 

3 월 31 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한미일 각 정상이 회담을 

열어 고조하는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지배와 규정에 기반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72   또한 별개로 한일정상회담이 실시되어 

한일양국간에서도 북핵・미사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층 깊은 제휴를 

                                         
68 근원섭. (2015 년 11 월 2 일). 
69 外務省. (2015) 
70 임민혁. (2015 년 12 월 28 일)  
71 이용수. (2015 년 12 월 29 일) 
72 外務省.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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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납치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 확인되었다. 73  여기서 한미일정상회담과 

별개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서로 

노력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6 월 28 일 ‘Pacific Dragon 

Exercise 2016’를 실시하였다. 이 공동훈련에서는 BMD(탄도미사일방어) 

훈련과 삼국간의 전략적 정보 공유 등이 실시되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보여주었다. 74  또한 10 월 22-23 일에는 

해상저지훈련이 규슈 서방에서 열리며, 11 월 9-10 일에는 

한미일탄도미사일정보공유훈련이 실시되었다.  

 2016 년 3 월부터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핵실험도 

거행하였다. 이런 안보위기 확대는 한국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권은 그전까지 소극적이었던 THAAD 배치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하였다. 한중관계를 강화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 측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울이게 된 것이다.75  

한일간에서는 11 월 23 일, 체결이 연기되었던 한일 GSOMIA 가 합의에 

이르렀다. 2012 년 6 월에 체결이 연기된 후 4 년만에 체결된 것이다. 

체결이 무산된 후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일 GOSMIA 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13 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는 협정의 중요성과 방침이 

제시되었다. 2015 년 5 월 30 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8 월에 개최된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도 

계속해서 협상 재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반발이 

                                         
73 外務省. (2016b) 
74 Commander, U.S. 3rd Fleet Public Affairs. (2016) 
75 防衛研究所. (2017).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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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2016 년 9 월 9 일, 북한의 제 5 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에 있어서도 

한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출력하게 되었다. 76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섰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한일간 협력을 요구하였다.77 

비밀군사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과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작성되어 

자격이 있는 적당한 책임자가 비밀정보를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78 기본적으로는 군사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협정으로 일본의 군사적인 팽창과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 확대와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특히 한미간 혹 미일간에 이미 정보전달망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한일간 정보공유체제가 없다는 것이 유사시의 효율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79  12 월 16 일에는 한일 GSOMIA 발효후 처음으로 

한일간의 군사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인 것이 

알려졌으나 자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80 

 GSOMIA 체결은 한일간 안보협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지 못 하였다. 국민 

과반수와 야당 3 당이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체결을 강행했다는 비판과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76 박영준. (2016) 
77 Jaehan Park & Sangyoung Yun. (2016) 
78 「秘密軍事情報の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GSOMIA）」(2016) 
79 박세훈. (2016 년 12 월 28 일) 
80 이용수. (2016 년 12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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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한일안보문제가 복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결국 

안보협력이자 한일간 갈등이라는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결 

이명박정권 시기의 한일관계는 양 정상간의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 있었다.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협의와 한미일 틀 속에서 강화되었다. 이는 일본에서 민주당이 

제 1 여당이 되면서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한일 GSOMIA 서명이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되어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한국에 상존하는 반일감정이 작동된 것은 틀림 

없다. 이런 긴장상태가 완화되지 않은 채 이명박정권은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정권에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지 못 하는 채 

출발하게 되었다.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 고위급간의 안보협력 대화가 

차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한편 한국은 한미・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특히 

중국과의 안보적인 협력 강화를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북핵 ・ 미사일 

문제가 고조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쌓고 한중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출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갔다. 이 

기간의 한일안보협력은 한미일 틀 속에서 강화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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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대회가 단절되어 서로 그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계속되었다. 외교적인 

갈등관계가 안보협력 분야에 파급되어 한일간의 안보협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위안부합의나 한일 GSOMIA 체결은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 돌파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GSOMIA 에 관해서는 한일안보협력을 한층 깊게 

강화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런 안보협력의 강화는 서로에 

대한 필요성보다 미국에 의한 한미일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안부문제와 GSOMIA 는 한일간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이중적인 결과로 인해 한일안보협력은 미국에 의한 

삼국간 안보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내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런 협력의 효과에 

대한 평가나 기대감은 다음 정권에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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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방기의 불안함과 한일관계에 관한 고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 동안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공동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였다. 협력관계를 강화하더라도 한미일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채 

한일간 갈등으로 인해 외교관계 자체가 약화되면서 강력한 안보협력으로 

이어지지 못 하였다. 그 까닭은 냉전시기에 보였던 미국으로부터 

방기/연루되는 위협이나 외부적인 영향 보다 한일간에 발생한 갈등 

원인이 크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변수가 한일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강하게 작용된다. 하지만 냉전시기와 달리 

국내적인 요인이 외교와 안보정책에 반영되는 시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존하는 갈등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장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 동안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의 갈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1절 한국에 의한 갈등 요인 

 이명박 정권 시기의 한일간 갈등은 한일 GSOMIA 체결 연기부터 

시작되어 대통령의 독도방문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최악 상태를 

초래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가서는 한미일안보협력보다 ‘G2 론’을 

내세우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중안보협력에 기울이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와 THAAD 배치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확고한 협력관계 형성에 성공적이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나 한일 GSOMIA 를 체결하면서 

한미일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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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보다 미국의 변수가 크게 작동된 것으로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 하였다.  

 

제1항 국내적 요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일본은 물론이며 

한국에 있어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한일 GSOMIA 체결을 둘러싼 일련의 

혼란으로 이명박 정권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정권말기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일 GSOMIA 협상과정의 불투명성은 한국 여론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일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독도방문을 강행했다고 

볼 수 있다. 81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궁극적으로 

반일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GSOMIA 체결 연기에서 이어진 

국내담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서 

일본으로부터 방기될 불안함보다 국내 여론에 기울이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 년 8 월 10 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다. 방문 이유로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방위백서에서 계속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81 한일양국은 GSOMIA 조기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한국정부는 

6 월 26 일에 국무회의에서 체결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차관회의를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일본 측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공식적인 공표를 보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차관회의의 검토를 기다리면 ‘6 월중의 서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런 과정이 국회와 여론의 반발을 일으켜 

한국 정부는 체결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林隆司. 201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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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1 년말에 일본에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재한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 제거를 요구함으로 인해 독도방문을 결심하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독도와 울릉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82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은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해 지방순시의 일환으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여,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고 

엄하게 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83  김성환 장관은 대통령 

독도방문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며, 2011 년 8 월에 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로서 방문 시기에 대해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였다. 김성환 장관은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지방순시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영토 분쟁자체가 한일간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84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방문을 말리지는 않았다. 김성환 장관은 

역사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한일간의 갈등은 

                                         
82 이하원. (2012 년 8 월 11 일) 
83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p. 3 
84 ‘한국 정부에 해서 ICJ 에 합의를 해서 가자 이런 제안을 하겠다 이 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다 총리가 국제 법에 근거한 분쟁 해결을 비한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정부로서는 

독도가 우리 토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기 때문에 

ICJ 에 간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제 310 회국회(임시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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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사죄가 없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즉 한일관계를 개선에 대한 

의도는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다.85 

야당은 기본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표하였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은 대통령 독도방문문제가 한일관계의 

다분야에게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금 통화스와프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스와프를 해제를 한다라든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라든가, 아니면 국채 매입을 안 한다,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실현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익에는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86  이에 김성환 장관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답하였으나, 독도방문이 

지방순시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같이 논의되어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천황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항의에 대한 외교적인 타당성을 

일축하려고 하였다.87 이해찬의원은 계속해서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의 

다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우상호 

의원 또한 외교적인 고려 없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85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86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pp. 10-11 
87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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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독도 방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마찰이 국제사회에 알려 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ICJ 에 갔을 경우에는 더욱 더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로서 

관심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문제로 외교적인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제 말씀은 결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우리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는 시원하게 한 방 날리신 

것이지만 외교적으로는 결국 국익에 큰 이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설거지 하느라고 바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분쟁지역화에 말려든 결과를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것이 외교적인 접근이기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접근이 

강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 결국 대통령이 

적어도 국제사회의 외국과의 분쟁이 될 만한 사안을 심도 

있게 그 다음 수순까지 고민하지 않고 분명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앞서는 것은 외교부장으로서는 막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88 

 

독도가 한국의 고유의 영토이며 ‘국내의 지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간에서 항상 갈등 원인이 되어왔던 독도를 

방문한다는 것에 외교적인 고려를 않았다는 점에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런 식으로 정치 차원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치한 인식을 갖고 

있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방문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88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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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정부는 일본 측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기초하여 독도방문을 지방순시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야당은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야당 측의 발언에서는 한일관계나 거기서 파생하는 제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볼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의한 한일관계 

악화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 일본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수동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것이다.  

 여론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의해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보다 영토문제에 집중되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일 외교정책 여론조사」 89 에 따르면 대통령독도방문에 대해 

‘적절했다’라는 응답이 67%,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23%였다. 

또한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가 83%를 

차지했으며,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48%에 그쳤다. 위에서 살펴본 

의원들처럼 민주통합당 진영이 방문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한일관계가 악화하더라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6%에 달았으며, ‘한일관계를 위해 

더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7%)보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파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90  여론차원에서는 한일관계 

개선하려는 경향이 약했던 것이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에 대한 발언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각각, ‘더 좋아졌다’가 29%, ‘더 나빠졌다’가 9%, 

                                         
89 한국갤럽. (2012) 
90 한국갤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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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다’가 53%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91  이는 독도방문이 정권 

지지율 향상에 직결되지 않았던 요인이기도 한다. 또한 이명박정권 

지지율은 다른 정권보다 비교적으로 낮은 추세가 계속되어 있었으며, 

2012 년에 들어가서는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92  따라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지지율 향상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한국은 여론차원에서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으로부터 방기될 불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일본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우호적인 한일관계 개선보다 독도방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륙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 한국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했다.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다케시마를 방문하게 되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이유로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도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취임 이후 셔틀외교를 실시하면서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고 

있었다. 또한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 정치가 혼란에 빠져있는 

시기를 일부러 선택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 국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세일체개혁관련법안(税一体改革関連法案 )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민주당내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50 명의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노다 정권의 구심력은 

계속 약화되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었다. 일본정부관계자는 이런 내정 

                                         
91 한국갤럽. (2012) 
92 중앙일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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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실행되면 여론을 다스리지 못 

하는 채 양국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으며 관계 개선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양국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문제 대처에 있어서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93  

이런 일본정부의 우려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여 무토 주한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혹은 

국제법상 우리 나라(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과 상이한 것이며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난하였다. 

외무상에서도 겐바 외무대신이 전화회담을 통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한일협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왜 이 시기에 방문하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 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은 일본의 여론과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후 일본정부가 상응한 조치를 치하게 될 

것임을 덧붙였다. 또한 신각수 주일대사를 외무상에 불러 동일하게 

항의하였다. 94  일본 정부는 8 월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일재무대화를 

연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여당(민주당)과 야당(자민당)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권 출발 후 간 담화 발표, 

조선왕조의 도서 일부 반환, 통화스와프 확충 등 한일관계개선이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돼가고 있는 가운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6 월달에 

연기되었던 GSOMIA 체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일 EPA 교섭이 미루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한일관계에 악화는 북한과 

                                         
93 宇恵一郎. (2012 년 8 월 10 일), 中川孝之. (2012 년 8 월 10 일). 
94 宇恵一郎. (2012 년 8 월 11 일), 外務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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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안보적인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인식은 

존재했었던 것이다. 95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대선을 위한 

퍼포먼스라는 견해도 있었다. 실제로 대선의 전초전인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 측 후보자가 패배하고 실업률 개선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고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구심력을 잃고 있었다. 96  독도방문이 

지지율 회복과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일관계보다 국내담론을 중시한 행동으로 보인다. 한국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였으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독도방문을 비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일관계자는 

‘이번의 다케시마방문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의 대일정책을 

제한시켜버렸다.’며 정권 교체가 한일관계개선에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표하였다.97 

8 월 11 일, 겐바 외무대신은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검토하고 싶다. 일본의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제소를 결정한 이유로서는 ‘대통령 

방문으로 (한일관계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의 필요가 

소멸되었다’라고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은 

당사국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측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제소에 응할 가능성이 늦은 

                                         
95 東武雄. (2012 월 8 월 11 일) 
96 防衛研究所. (2013). p.65 
97 宇恵一郎. (2012 년 8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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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 또한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재판을 거부하였다. 98 

일련의 혼란에 관해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8 월 이전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의 약화가 지적되었다. 

GSOMIA 체결을 둘러싼 혼란 끝에 한국정부 내의 친일파가 사퇴하고 

한일간의 의사소통이 희박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99 

일본 정부는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의한 한일관계 

악화가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후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획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일간의 

영토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대화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제2항 위협인식 차이: 한중관계강화와 갈등 

 박근혜 정권초기에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악화된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일안보협력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다. 한중안보협력은 2008 년대부터 강화의 양상을 

보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한미 ・ 한중관계 강화 정책에 

따라 더욱 진전되었다.   

                                         
98 読売新聞. (2012 년 8 월 12 일 a) 
99 読売新聞. (2012 년 8 월 12 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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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5 월, 한중관계가 기존의 ‘전면적 협력 파트너십’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격상되었다.  11 월에는 한중간 핫라인이 개통되어 

군사교류 발전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이 단계의 한중간 안보협력은 

경제관계나 다른 분야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00 

2011 년 7 월이 되면 한중국방상회담에 있어서 군사교류 강화가 합의되고 

그 후 한중국방전략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01  2012 년에는 

한중국교정상화 20 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로 7 월에 제 2 회 

한중국방전략대화가 열렸다. 거기서 ‘한중국방교류・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군사교육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에 맞는 안보협력관계를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다.102 이 시기는 아직 이명박 정권이었지만 한일관계의 악화와 

상반되 듯이 한중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한미동맹을 외교와 안보에 기반으로 두면서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중국이 2010 년 이후 일본의 GDP 를 추월하여 세계 

제 2 경제강대국이 되었다는 점,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 전통적인 북중관계라는 점에서 한중관계 강화가 

한국안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3 년 6 월에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또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승조 한국합동참모의장이 팡펑휘(房峰輝) 

중국인민해방군총참모장이 만나 6 년만해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2014 년 7 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하고, 공동성명을 

                                         
100 防衛省. (2010) p.48 
101 防衛省. (2012) p.25 
102 防衛研究所. (2013)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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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이 성명에는 정치와 안보 대한 양국간 대화 촉진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었다. 한중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약화를 더욱 조성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항일전쟁승리 70 주년기념대회’에 참석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일련의 

행위는 한미일안보협력 틀에서 벗어나 중국에 기울이게 될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물론 한중관계가 안보협력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일정한 배려를 보였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피하였다. 

또한 비핵화 과정에 관해서도 한국은 6 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즉시 6 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013년11월23일에는 중국정부가 

한국의 방공 식별권(防空識別圏)과 일부 겹치는 범위에서 ‘동중국해 

반공식별구’를 설치하는 충돌이 일어났다. 이는 중국의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큰 갈등관계를 일으키지는 않았다.103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도 한미관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이며 

한중관계 때문에 한미관계를 희생할 수는 없었다. 2015 년부터는 

THAAD 배치 문제가 논쟁이 되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 위협 확대로 인해 한반도에 있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 일환으로 한국의 

THAAD 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THAAD 배치에 관해 중국은 

                                         
103 防衛研究所. (2014) pp.89-94, 防衛省. (2016).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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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한국을 압박하였다. 2015 년 3 월 16 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하고 THAAD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여 성의 있는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3 월 17 일에 방한한 

러셀(Danile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직 이론적 단계인 

THAAD 문제에 관해 중국이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였다.104 

5 월이 되면 존 케리(John Kerry)국무장관이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여 

THAAD배치 계획에 대해 언급하였다.105 2015년10월1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대북한 정책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106 

한국에 있어서는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이 중국에 경사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의도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중관계 강화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에 중국이 국제규범에 위반할 경우 

미국에 협력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배려하여 ‘미국으로부터 아무 요청도 양국간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표면적으로 취하였다. 중국은 계속해서 THAAD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여 

때마다 한국을 압박하였다.107 하지만 2016 년에 들어가면 북한은 제 4 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잇따라 미사일도 발사하였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급격히 격화되자 대북제재와 THAAD 배치를 둘러쌓고 한국과 중국은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7 월 8 일, 박근혜 정권은 국내 반대 담론을 

무시하고 THAAD 배치를 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였다. 한국 정부는 THAAD 배치에 앞서 레이더를 중국을 향해 

                                         
104 홍규덕. (2015). pp. 123-124 
105 防衛研究所. (2016). pp.87-90 
106 The Whitehouse. (2015) 
107 防衛研究所. (2016).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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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을 것,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경우 철수할 것을 

표명하였으나 중국은 한국을 계속 비판하였다.108  

 

제3항 위안부합의와 미국의 개입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악화된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변수가 

크게 작동되었다. 특히 위안부합의와 THAAD 배치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안보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안보협력 

강화는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도 중요사항이었다.  

 제 3 장에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일본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역사수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 한일양국은 더욱 멀어져 가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인권문제를 중요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얻어 

역사문제에 관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이나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미국 입장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위한 한미일안보협력 강화는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혹은 한일간 안보협력을 추진해야만 했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 시기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108 防衛研究所. (2017).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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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를 참배하여 한국의 반일감정은 고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한일간 화해를 계속 요구하였다.109  

 2014 년에 들어가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외교에 적극 

나섰다. 번즈(Burus)국무부 차관보나 케리(Kerry)장관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여 핵안보정상회담 110 에서의 한미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한일양국은 제안에 동의하였다. 미국은 역사문제 특히 위안부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개입과 중개 역할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 앞서 역사문제 해결 제안에 관한 전제조건을 

둘러쌓고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중개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투-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역사문제에 관해 

진전이 있어야 외교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었다.111  

 2014 년 4 월, 아시아를 순방 중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문제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였다’며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정직하고 공평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정직하게 해결되어 미래와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더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 리더는 정상회담 전에 무라야마 담화와 

                                         
109 손열. (2017). pp.156-157 
110 2014 년 3 월 23-26 일 헤이그에서 개최 

Prime Minister Abe's Attendance at The Hague Nuclear Security Summit 

〔https://www.mofa.go.jp/dns/n_s_ne/page18e_000061.html〕 
111 손열. (2017). pp.157-158 

https://www.mofa.go.jp/dns/n_s_ne/page18e_0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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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위안부 피해자분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하였다’며 ‘우리는 한미일정상회담의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며, 많은 토의는 필요없으나 아베 총리는 그가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12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원래 

예정에 없었던 일이며 게다가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에 있어서도 경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베 총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위안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표하였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아베 

총리의 태도를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113  

 미국의 노력은 한일관계를 신속히 완화시키지 못 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중국 중시 정책에 따라 한일관계는 계속 약화되고 통화스와프 

축소와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일정책 봉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한일양국간의 고위급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갔다. 한일관계의 회복, 위안부 피해자의 고령화,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 맞이하는 2015 년을 향해 협상을 가속화시켰다. 2015 년에 

들어서도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은 계속되었다. 2월9일에 블린켄(Tony 

Blinken)이 방한하여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일간 문제 조기 해결을 요청하였다. 또한 2 월 27 일에는 셔먼(Wendy 

Sherman)이 동북아 국가가 역사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미 행정부의 표명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협상 방침을 

수정하였다. 한미일정상회담 당시부터 한국 정부는 합의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었으나 

한국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해결방안을 

                                         
112 The Japan Times. (2014 년 4 월 25 일) 
113 손열. (2014 년 5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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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게 되었다. 협상이 시작하면서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교섭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상황을 타개한 것은 역시 미국의 역할이었다. 10 월 10 일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한 바,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정상회담 자리를 빌어 한일간 고위급 협의가 재개되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114 

 위안부합의는 교착상태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타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중국의 확대를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며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미국의 개입으로 재개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114 손열. (2017).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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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안부합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 원인의 

탄생이기도 하였다. 제 3 장 제 2 절에서도 언급했 듯이 합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안부합의에 

대한 양국 국민의 반응을 보면 합의가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1 를 살펴보면 한국국민의 1/3 은 합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이런 한계적인 합의로 양국 

정부간에서 새로운 충돌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표 1: 종군 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한 평가 

출처: 겐론 NPO＆동아시아연구원. (2016). 

제 4 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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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의 한국에 의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한일간 역사문제를 자극하였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일본 정부는 항의하고 국제재판소 

제소까지 거론하였다. 민간 차원에 있어서도 영토문제는 한일관계의 

주요 갈등 원인이다.  

표 2 에서 알 수 있 듯이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는 이유 중 영토문제는 일본에서는 50.1%, 한국에서는 84.5%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민간 차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전환되어도 양국관계 혹은 안보협력관계는 계속 

약화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한중관계 중시 정책이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표 2: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 

출처: 겐론 NPO＆동아시아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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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북중관계는 

한국이 의도한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또한 THAAD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충돌로 인해 한중안보협력은 초기단계에 머물렀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위협 증대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속에서 다시 한미동맹에 

귀결될 수 밖에 있었다. 미국의 개입으로 교착했었던 한일간에서 

위안부합의가 이루어지고 한일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위안부합의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고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점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일련의 

행위를 방기의 불안함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냉전시기와 유사하게 

안보위협이 증가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꼈으나 

일본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냉전시기와 달리 한중관계라는 선택지와 역사문제의 고조라는 

면에서 한일관계가 희박해졌다. 미국의 개입과 위협 확대에 따라 

한일관계가 완화되었으나, 이는 관계개선이라는 측면보다 일본의 전략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제2절 일본에 의한 갈등 요인 

아베 정권의 탄생은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보수적・역사수정주의적인 발언과 행동은 한국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적극적 

평화주의는 한국 국내에 상존하는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관계 

악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취임 후부터 안보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FOIPS 를 내걸고 인도 ・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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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상반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에서 방기되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한일안보협력은 더욱 

약화되고 말았다.  

 

제1항 국내적 요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박근혜 정권 탄생 두 달 전에 일본에서는 아베가 다시 수상 자리를 

획득하였다. 계속했던 민주당 정권이 막을 내려 다시 자민당이 제 1 

여당이 된 것이다. 제 3 장 2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015 년 11 월까지 개최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은 계속 멀어져 갔다. 이는 아베 총리의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베 총리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한국국내에 

심어주어 한국의 역사인식과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한일관계 고착상태를 

초래하였다.  

민주당 정권 시기, 일본 수상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자제하였다. 하지만 2013 년 12 월 26 일, 아베 총리는 일본 수상으로서는 

약 7 년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참배 시기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제 2 차 아베 정권의 지난 1 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전쟁의 

참화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그 날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115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주변국가 특히 중국과 

                                         
115 ANN News. (2013 년 12 월 26 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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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요, 이른바 전범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오해에 의한 비판이 있지만, 저는 일년의 걸음을 

영령에 보고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를 보고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원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해왔던 역대 총리와 완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전쟁터에서 옥쇄한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여, 그리고 리더로서 

합장하는 것은 세계의 공통적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외의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이 

기본 자세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의 있게 설명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싶습니다.116 

 

                                         
116 ANN News. (2013 년 12 월 26 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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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관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며, 

참배를 했던 역대 수상의 의사를 포함해 설명할 기회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배를 실시한 이유로서 제 1 차 아베 정권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 계속 마음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참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17  

 이런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한국은 즉시 반발하였다. 하지만 반발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있었다. 일본 각 언론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참배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하였으며 참배의 목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밖에 미리 알지 

못 했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반발을 조성하였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참배 1 시간전에 총리의 참배 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연립을 맺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는 참배 

30 분전이 되어야 정보를 얻었다.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반대 의사를 전했으나 참배를 말리지 못 하였다.118 즉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단독적인 판단으로 실행된 것이며 

일본 전체의 의사로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 국내 일이라 

하더라도 외교적인 고려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면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경시하는 행동이라 간주되어도 해명하기 어렵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이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바닥이라 참배를 

해도 더 나빠질 것 없다’라는 발언을 전해진 바 있다. 119  아베 총리의 

                                         
117 ANN News. (2013 년 12 월 26 일 b) 
118 이태규,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119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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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한일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였으며 오히려 일부러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일이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정부 반응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참배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항의로 나타났다. 한국정부 대변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120  또한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구라이 

다카시 총괄공사를 불러 ‘한일정상회담을 희망해 온 아베 총리가 

진정성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은 일본에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 측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가 하락한 국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석했으며, 아베 정권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하면서 한미일간에서도 안보협력이 희박해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121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 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로서 일본 수상이 

참배할 때마다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해왔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갈등이 고조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한일관계가 

                                         
120 김광수,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121 김광수. (2013 년 12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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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고 한일정상회담이 계속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에 

나선 것은 한일관계 악화에 직결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표 3 에서 볼 

수 있 듯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상반되었다. 특히 한국 국민은 ‘어떤 경우든 참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66%를 넘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를 직시하고 적절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의 상반된 태도는 

서로가 서로로부터 방기되려고 하는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항 국내적 요인: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 

아베 총리의 안보정책은 한일안보협력 교착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아베 총리가 제창한 ‘적극적 평화주의’ 는 일본의 안보의 

표 3: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출처: 겐론 NPO＆동아시아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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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책이 되는 반면 한일협력을 더욱 멀리하는 요인이 되었다. 먼저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과 연결되는 

이념이며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13 년 9 월에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연설 중 적극적 평화주의가 언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저는 여기서 일본을 지금까지처럼, 아니, 세계는 더더욱 

비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평화와 안정의 

힘으로 만들어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해왔던 우리 나라의 틀림없는 실적, 흔들리지 않는 

평가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내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힘의 균형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 혁신이 새로운 기회와 신종의 위협을 경계 

없게 만들고 있는 점에서 어떤 나라도 이제 일국만으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122 

 

또한 같은 해 12 월 17 일에 결의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이 기제되었다. 123  이런 적극적 평화주의는 

                                         
122 首相官邸. (2013 년 9 월 26 일).  
123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이후 안보환경 속에서 평화국가로서의 걸음을 

계속 견지하여 또한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국제협조주의에 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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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포괄적인 

해석이지만 긍극적으로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들어난다.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논의가 시작한 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 혹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후 일본은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집단적 자위권 발휘에 관해 4 가지 경우에 

대해 논의가 되어있다. 첫째, 일본과 미국이 공동 훈련 중에 미국 

함선이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 둘째, 미국에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셋째, PKO 같은 활동 중 타국 무대가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넷째, 

PKO 등에서 자위대가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경우. 124  이런 경우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가 일본 국내에서도 논쟁이 되어 있었다.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였다.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이 공격을 

당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갈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 당국자는 ‘자위대가 주한 미군 지원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 동의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125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이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제시해야 할 국가안보의 기본적 이념이다.’ 

内閣官房. (2013 년 12 월 17 일). 国家安全保障戦略(국가안전보장전략). p.3 
124 読売新聞. (2012 년 12 월 29 일 a) 
125 박수찬, 전현석. (2013 년 10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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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양국간에 합의되었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자로 인식되어있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시키지 않을 까라는 우려는 

한국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안이 처리된 후, 한 

일본전문가는 ‘위안부·야스쿠니·역사 교과서 등의 문제에서 반성은커녕 

역사수정주의 언행이 거듭되는 속에서 안보정책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신과 염려가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패권 

경쟁을 촉발하는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126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도 강력히 반대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안보에 기여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했다.127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 안보위협의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또한 일본이 ‘보통국가’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함께 

역사인식을 자극하여 일본의 군사적인 팽창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을 안보협력관계의 짝이라 하기보다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을 교착시켰다.  

 

                                         
126 이원덕. (2015 년 9 월 21 일) 
127 이원덕. (2015 년 9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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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 

불안의 균형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에 

대해 살펴보면서 일본의 방기의 불안함을 고찰한다. 아베 총리는 

안보정책 중에 하나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FOIPS 를 제창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방어망 강화에 나섰다. 128  아베 총리는 

2012 년 12 월 29 일,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물론이며 

인도나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전통적인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호주와의 

안보협력은 2000 년대 후반부터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아시아정세가 긴박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해양에서의 행동이 있다.’며 ‘2 개국간관계만을 

보는 갓이 아니라 지구본전체를 부감하면서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129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은 2007 년의 ‘안전보장에 관한 

일호(日豪)공동선명’을 계기로 계속 강화되었다. 미국 외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안보에 특화한 공동성명이었다. 2013년에는 양국간 ACSA130가 

발효되고 2014 년에는 양 정상간에 ‘21 세기를 위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안보협력 강화를 서로 확인하였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위협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협상이나 공동훈련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강화하였다.131 

                                         
128 FOIPS 를 제창하여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협력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QUAD)에 대해 언급하였다.  
129 読売新聞. (2012 년 12 월 29 일 b), 読売新聞. (2012 년 12 월 29 일 c). 
130 일호(日豪)ACSA 는 2010 년 5 월에 서명되었다.  
131 防衛省. (2016).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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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인도간 안보협력은 2008 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08 년 10 월, 

호주에 잇따라 ‘일인(日印)간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서명되었다. 2014 년 9 월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전략적 

글로벌파트너십으로 격상되어 2＋2 의 강화나 일본 자위대가 

미인(米印)공동훈련에 계속 참가할 것을 협상하였다. 2015 년에는 인도와 

일본 사이에서 GSOMIA 가 체결되어 계속해서 폭넓은 범위에서 

안보협력이 강화되었다.132  

방위백서에서도 인도 ・ 호주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호주에 대해서는 2013 년까지는‘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의 존중, 

자본주의경제라는 기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안보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이익이나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2014 년을 계기로 

‘기본적인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로 변경되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2014 년까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기제되었으나 2015 년 이후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삼게 되었다. 반대로 한일안보협력 

설명에 있어서는 2014 년까지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함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전략적 이해관계의 대부분이 공통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2015 년부터는 ‘기본적인 가치의 공유’가 

삭제되어 ‘전략적 이해관계의 대부분이 공통’만 언급되었다. 133  즉 

안보적 측면에서 인도・호주와의 협력이 강화된 반면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의미하였다.  

                                         
132 防衛省. (2016). pp.326-327 
133 防衛省. (2013). p.233, 防衛省. (2014). pp.279-284, 防衛省. (2015). 

p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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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은 유사동맹이라는 틀에서 

형성되었으며 갈등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접근성과 공동의 

안보위협 때문에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한일안보협력의 근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안보협력에 성공적이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인식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일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단순한 위협으로 삼 수는 없으나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 그리고 인도・

호주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군사적인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인도 ・ 태평양안보구상이 계속 강화될 것이며 

한일안보협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베 정권의 탄생이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에 상존하는 반일감정을 자극시키고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제창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자체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여 

한일안보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방기될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방기되려고 하는 확실한 행위가 인도・

태평양 안보구상 즉 FOIPS 였다. 박근혜 정권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한 반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인도・호주와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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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부상하는 중국 위협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이는 야마모토134가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에 관한 인식 차이가 한일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함으로써 일본 혹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한일/한미일안보협력보다 인도・태평양에 출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냉전시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또한 한미일안보협력이 

강화되었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의 일본에 있어서는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 고조,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의 

진입이라는 변수가 작동되면서 한일안보협력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134 야마모토 겐타로. (2012). 제 1 장, 제 2 절 선행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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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냉전시기의 한일안보협력은 외부적인 위협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정책변화라는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국제질서가 변화되면서 국내적인 요인, 역사인식문제, 위협의 

인식차이 등 새로운 변수가 부각되면서 한일간 갈등 원인이 되었다.  

  국내적인 요인으로서는 한일 GSOMIA 체결 연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문제까지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 있 듯이 한일안보협력보다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계개선보다 

철저한 항의를 표하였다. 아베 정권의 탄생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한국의 

반일감정과 위협인식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국내적인 요인은 

역사인식문제라는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정부간 충돌은 

민간 차원까지 파급되어 한일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역사인식문제로 더욱 주목된 것은 위안부합의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한 것도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강행된 것이었다. 미국의 중개로 합의가 이루어져 

한일안보협력의 돌파구가 되기도 하였으나 한일관계 개선에 미친 영향은 

한계적이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갈등 원인이 되었다. 한일간 안보협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은 위협인식 차이였다. 냉전시기에는 자유주의세계에 

있어서 공산권 국가 즉 북한 ・ 중국・ 소련이라는 위협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런 위협은 탈냉전에 있어서 단순한 위협이라 간주될 수는 

없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있어서는 중국에 관한 위협 인식 차이가 

한일안보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７６] 

 

중국에 접근하여,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FOIPS 를 

제창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는 초기단계적인 안보협력에 그쳤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인도・호주와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안보협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위협과 

유사동맹관계라는 이유로 협력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국내적인 요인, 역사인식문제, 위협인식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서로로부터 방기될 

위협을 느끼기보다 방기되려고 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안보협력 갈등 원인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 리더의 

단독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관계 강화 정책. 이런 

결정적인 갈등 원인은 정치 리더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역사적으로도 정치 리더의 성향으로 한일관계가 좌우된 

장면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리더의 단독적인 행위 아니면 

때로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고찰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자 앞으로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일관계에 있어서 강고한 안보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 하는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서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투-트랙 접근도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양국이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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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Korea have not built strong security cooperation despite 

they are th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share common security threa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ause of why Japan and Korea 

could not form strong security cooperation under those circumstances by 

applying ‘Abandonment fears’ of the theory of quasi-alliance between both 

states. 

 During the Cold War period, structural transitions and policy changes 

of the U.S. were influential variables for the Japan-Korea security cooperation. 

Especially, it was influenced by the dispute over the reduction of US troops 

by the Nixon Doctrine, the reconcili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during 

the period of détente, and the disappearance of regional détente. When both 

Japan and Korea apprehended abandonment from the U.S., they took 

precedence of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prevented conflict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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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disputes and Japan-DPRK relation. However, the bilateral relation 

was not improved by external factors during the post-Cold War.  

The Japan-Korea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ontinued to be favorable based on shuttle diplomacy between 

the two leaders. Security cooperation has also been reinforced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also it was improved in the US-Japan-Korea trilateral 

framework. However, as the signing of GSOMIA was postponed and 

President Lee landed on Dokdo Island,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protested and conflicts between both states led to a stalemate between in 

bilateral relation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d not improve the relations 

deteriorated in the former administration, and the Japan-Korea summit was 

not held by the end of 2015. In Japan, Prime Minister Abe visited the 

Yasukuni shrine and advocated the principle of "Proactive Contributor to 

Peace". That stimulated anti-Japanese sentiments in Korea. In security policy, 

Japan promoted security cooperation with India and Australia rather than the 

Korea-Japan cooperation in order to suppress China by promoting FOIPS. 

Korea, on the other hand, accelerated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China;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the issue of the deployment of THAAD, China-Korea security 

cooperation has remained at an early stage. 

The deterioration of the Korea - Japan relations was also an important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in strengthening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acted as an intermediary in the 

comfort women agreement to improve the Japan-Korea relation.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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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greement, Korea - Japan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but it limited within the US-Japan-Korea trilateral framework, 

and the comfort women agreement has caused new conflicts between both 

states. 

In this way, Korea and Japan are in difficulties that cannot strengthen 

the security cooperation because of the common security threats and the 

quasi-alliance. The cause of this situation could be summarized as domestic 

factors, historical perception issues, and differences of threat recognition. 

Because of these factors, Korea and Japan have taken action without 

abandonment fears from each other. 

 

Keywords: Quasi-alliance, Abandonment fears, Japan-Korea Security 

Cooperation, Security Strategy 

Student Number: 2017-2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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