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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수(趙胤修)     2008년 3월 일본 도호쿠( )대학 법학연구과에서 「 : 

『 』 」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동북아역사재단에 재직하

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외교문서를 통해 본 한일 관계이며 주로 한일 해양 문제 역사 문제가 

어떻게 국내외에서 정치화되고 표면화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 업적으

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공저, 2013), 『

: · · 』( , 2012) 등이 있다.     

*   유익하고 세심한 논평으로 논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주신 조세영 동서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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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한일 양국 사이에는 어업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 경계 획정 문제, 해양조사 문제, 동해 및 동해 해저 지명 문제 등 다양

한 해양 관련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접한 국가들의 해양 문제 해결은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교섭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이 특징이다. 사실 바다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예전부터 어장을 둘러싼 한일 

간의 분규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후 한국과 일본 모두 200해리 EEZ를 선포하

면서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인 12해리 전관수역과 공해 체제는 더 이

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 양국은 우여곡절 끝에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을 체결했으나 그 과정에서 양국 간의 감정 대립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국

내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2005년 2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해양지

명 등록 문제, 해류조사 문제, 중간수역(일본명 잠정수역)1 내 방사능조사 문제 

등으로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갔다. 그러한 중에 독

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일본 해양보안청의 순시선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

다.2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마찰은 곧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한국의 

국내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치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신한

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결부되어,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분열되었다. 

1    한국과 일본은 ‘중간수역’과 ‘잠정수역’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

과 무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에서 ‘중간수역’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

았다는 의미에서 ‘잠정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    『 』, 200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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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EZ 경계 획정 교섭을 앞두고 2006년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EEZ 동쪽 한계선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3 물

론 이는 당시의 여론을 수용하여 국내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후로 진행될 EEZ 경계 획정 교섭과 독도 영유권 훼손 방

지라는 두 가지의 국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EEZ 경계 획정 교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물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영유권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 EEZ 경계 획정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996년 EEZ 경계 획정 교섭이 성공했다면 한일어

업협정에 중간수역은 사라졌을 것이다. 한일 간의 EEZ 경계 획정 교섭은 

여론의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자체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

일 EEZ 경계 획정 교섭을 체결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EEZ 경계 획정 문제는 잠재적인 한일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다.4 

전후 50년간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맥아더라

인, 평화선, 1965년 한일어업협정, 1972년 대륙붕협정, 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 현재 협상 중인 한일 EEZ 경계 획정 문제 등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

는 이 중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그리고 진행 중

인 한일 EEZ 경계협상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독도라는 갈등 요소가 

표면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이 50년간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3    한국외교부 홈페이지, 정례브리핑, http://www.mofa.go.kr(최종 검색일: 2014. 12. 15).

4    한국은 1996년 8월 8일 법률 제5151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하고 그 외측에 200해리의 

EEZ를 선포했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일본과 영해로부터 35해리를 한국의 EEZ로 협의한 바 있

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

과 관계국의 중간선 위 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

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

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밑줄 필자).”라는 규정에 따라 한국은 중간선 외측

의 수역(EEZ 경계)을 일본과 협의해야 하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편,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 2006,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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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논해보기로 한다. 

2. 1965년 한일어업협정 교섭과 특징 

한일어업교섭은 한일 국교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교섭으로, 1951

년 10월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65년까지 약 14년 동안 7차례의 한일교

섭을 통해 타결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교섭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한

국의 평화선 선포에서 빚어진 한국의 전관수역 설정이었다. 한국이 전관수

역 설정을 고집한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진 일본의 한국어장 약탈에 기인한

다. 1900년부터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

로 일본인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에 이주시켜 일본인 이주어촌을 건

설하기 시작했고, 한국 어민들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업에 진출했다. 여기

에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정책도 있었지만, 일본 연근해에 비하

<그림 1>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14호(관보)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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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 연안이 훨씬 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

시 한국 연안에 진출한 일본 어선은 3,899척으로 전체 어선의 1/3, 어부는 

16,644명으로 1/4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이 보유한 어선은 대부분 선박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어획고는 3,418,850엔으로 한국인(조선인)

을 능가하고 있었다.5

1910년 이후 한국 어민들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어민들과의 경

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한국 연안을 일본인에게 빼앗기고 일본 어업에 완

전히 종속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어업 침탈은 계속되었는데 

한국 연안의 풍부한 어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던 일본 어민들이 불법 어

로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서

남해역 주요 어장에서는 일본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남획을 하는 바람에 그

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6 따라서 1965년 한일어업교섭에서 한국 

정부의 목적은 한국 연안에서 어업 기술력과 배를 보유한 일본 어선의 일방

적 진출을 막는 것이었고, 일본의 목적은 가급적 공해를 넓게 확장하여 자

국의 어선 진출을 꾀하는 것이었다. 

제1차 · 제3차 한일어업교섭에서는 한국이 주장하는 관할권 수역의 인

정 문제와 일본 어선 및 선원의 나포 문제 그리고 일본수산청의 순시선 나

포가 주요 쟁점이었다. 평화선 수역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과

정에서 일본 수산청 소속 순시선이 나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

나 양국 관계의 긴장 및 갈등 관계가 극에 달했다. 한국의 주장은 국제적 추

세인 국제관습법에 기초하여 어업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

면 일본은 공해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

여 양국의 대립이 지속되었다.7 1953년 3차 한일회담에서는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 ) 위원이 36년간의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유익했

다고 발언하여, 이로 인해 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5년 후인 1958년 10

5    이계열 외, 『한 · 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72~75쪽. 

6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1989, 65쪽. 

7    조윤수,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2013, 140~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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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야 4차 회담이 재개되었다. 

4차 회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또한 이전의 교섭과는 달리 한일회담 타

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한국 정부는 교섭단에게 어업위원회에서

의 평화선 문제로 인한 한일의 긴장이 협상의 결렬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

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이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회담

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제5차 회담

이 재개된 것은 장면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1960년 10월의 일이었다. 제5

차 회담의 어업교섭에서 일본은 어업 방식, 어종에 따라 어업금지구역과 제

한구역을 획정하도록 제안하였고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 일본 측이 일정 수

역에 대하여 한국 측의 전관수역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한국

에 제안함으로써 어업교섭의 진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9 또한 일본은 

실질적인 한일 간 어업의 기술 격차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의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안( )도 함께 제안했다. 

박정희 정권이 성립하고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의해 청구권에 대한 합

의가10 이루어진 후, 일본은 신속히 어업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일본

인 어선 및 어부의 나포 문제가 일본 국내에서 정치 문제화하여 야당 의원

들의 공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교섭을 통해 서둘러 이 문제를 해

결하고자 했다. 1962년 12월 5일 일본은 한국의 전관수역을 12해리로 하는 

안을 한국 측에 제안했으나, 한국은 일본과의 어업 기술력 차가 현저한 이

상 공해상에서 한일 간의 실질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1963년 7월 5일 회의에서 한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각각 전관수역 40해

리를 설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12해리에서 0.1해리도 양

보할 수 없다며 한국 안을 거절했다.11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전관수역 12해

8    조윤수,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140쪽.

9    조윤수,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142쪽.

10    김종필-오히라 회담의 청구권 합의 내용은 무상 3억, 유상 3억, 민간차원의 차관 3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11    조윤수,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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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국내적으로는 비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이 타국의 어업수역을 

12해리로 인정한다면 이는 결국 모든 나라에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

본의 원양어업이 각국이 설정한 어업수역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기 때

문에, 어업인과 어업단체뿐 아니라 여야당을 막론한 의원들도 반대했다. 

그러나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86개국 중 단지 21개국만이 3해

리의 영해 폭을 주장했고,12 미국이나 뉴질랜드도 12해리 어업수역을 결정

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도 국제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

는 12해리 안까지 양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4 · 12해리까지는 유동적이

고 논란이 많았지만, 12해리를 넘는 것은 국제법상 어긋난다는 이론에는 많

은 국가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어업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은 

주로 연안 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해 폭을 확대하여 

외국 어선의 활동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어업기

술을 보유한 선진국가들이 좁은 영해 폭을 선호한 것은, 자국 어선들이 외

국의 연안에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일어업교섭은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 문제, 어획량 규제 문제, 

어업기술 협력 문제 등이 타결되어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최종적으로 체

결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전까지 평화선 수역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은 326척이고 선원은 3,094명이었다.13 1965년 6월 한일어업협정 체결

로 인해 평화선 수역에서의 일본인 어선 나포는 사라지게 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국제적 규범은 1958년과 1960년의 제네바 해

양법회의 및 해양에 관한 제네바협약 등에 기초한다.14 이 협정은 10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 첫째, 한일 

양국이 12해리의 어업 전관수역을 설정하고(제1조), 한국의 전관수역 외측

12    박찬호 · 김한택, 『국제해양법』, 지인북출판사, 46쪽.

13    , 「 」, 『 』 No.327, 1965, 17쪽.

14    국제법, 국제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는 1965년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하

는 논문으로는 남기정, 「한일회담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 『세계정치』 10, 2008(가을 · 겨

울)이 있다. 

15    외교통상부 조약국 편,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523~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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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한다(제2조). 둘째, 공동규제수역 내에서의 어업에 

관한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고 또한 행사한

다(제4조).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

원회를 설치하고 유치한다(제6조). 이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

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이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제10조).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전후 최초로 한국과 일본의 합의하에 만들어졌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65년 협정은 한국이 선포한 평화선

의 폐지를 위한 한국 해역의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을 논의했을 뿐, 일본

의 공동규제수역과 어업전관수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당시 3해리의 영해 한계가 일반적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은 12해리의 전관수역을 확보하였고 일본은 영해 3해리를 유지했다. 

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일본은 최우선 과제인 평화선의 실질적 폐지와 

출처: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40쪽.

<그림 2>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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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단속 규정 방법인 ‘기국주의’( ) 관철을 한국에게 보장받은 반

면, 한국은 한국 연안에서 일본 어선의 남획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본에게 

전관수역 12해리, 공동규제수역과 공동자원조사 수역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또한 일본에서 어업기술 이전과 기술협력 자금 9,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어선 도입 및 개량, 수산업 진흥에 활용하여 한국의 어업을 선진

화시키는 데 기여했다.16 그러나 일본 어선에 대한 단속이 ‘기국주의’가 원

칙인 만큼, 한국 연안에서 일본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

가 없었다. 이처럼 1965년 협정 조문에서 ‘단속’ 조항이 느슨했던 것은 일

본에 매우 유리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민들의 반

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한일협정 반대 시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 

또한 한국에만 설치된 전관수역에 대한 반발이 컸다. 양국 모두 협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국제 규범을 준

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는 1998년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까지 33년간 유지되었다.  

3.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1) 협상의 배경

1977년 3월 소련의 200해리 수역 설정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 어업인 및 관

련단체는, 1977년 5월에 ‘200해리전면적용추진본부’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일본의 이익에 맞는 수산행정의 확대와 200해리 수역 설정을 요구하는 본

격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일본은 소련의 200해리 수역에 대응하는 조치로

서 동경 135도 이서 수역은 타국 어선에 대한 조업을 제외시켰으나, 한국 

및 중국 어선의 경우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을 지속

16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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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17 한일 간의 어업문제가 외교 문제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였다. 1970년대 이전 한국의 어업은 대부분 한국 연근해에서의 소규모 

조업이 중심이었다. 이후 어업기술의 현대화와 어선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

어지면서 조업 수역이 한국 연근해에서 일본 주변 수역까지 확대되었고, 이

에 따라 한국 어선과 일본 어선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이 정책적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집중 육

성한 결과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의 어업 관계가 역전되어, 대화퇴(

) 어장, 홋카이도( ) 해역에서 일본 어선보다 한국 어선이 더 많이 조

업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1980년대부터 한일 간 어업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국 및 중국인 어선의 과다경쟁으로 일본 주변수역의 일부 어

장이 황폐화되고 어망과 어구(fishing gear)가 파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 어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과거 한국 연안에서 일본인들

의 과다경쟁으로 어장이 황폐화되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일본 주변수역에

서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한일어업협정의 개선을 희망하는 교섭

을 제기했으나, 한국 정부는 한국에 유리한 협정을 굳이 개정할 이유를 찾

지 못했기에 일본 측의 개선 교섭에 반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일본 내의 불만이 커져갔다. 한국 측 연

안에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공동규제수역 등 어업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지

만, 홋카이도 인근 해역과 규슈( ) 남부 해역에서는 한국의 대형 트롤어

선이 조업하는 것을 규제할 어떤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제주도와 규슈 및 홋카이도 주변수역에 대해서

는 1980년부터 ‘조업자율규제’를 통해 한국 어선에 대한 조업 규제가 이루

어졌다.18 

17    , 『200 』, , 2013, 8~13쪽.

18    ‘조업자율규제’는 한일어업협정에 불만이 쌓인 일본이 협정 개정을 압박하자, 이에 대해 ‘협정을 개

정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알아서 문제 없도록 자율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한국이 일본을 적극 설득

한 결과로서 나온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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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업자율규제’는 오히려 일본 어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

과를 가져왔다. 홋카이도 연안 어민들에게는 연안 12~15해리의 어장에서 

일본의 국내법상 대형 어선인 트롤어선으로 조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한국 트롤어선이 12해리 밖에서 조업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

다. 한국 어선의 홋카이도 주변수역 조업에 불만을 품은 일본 어민은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어선의 조업을 방해했다. 그 결과 1977~1978

년에는 출어 척수가 30척에 달하는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반면, 1986년

에는 출어 척수가 14척으로 감소했다.19 연안 12해리 밖에서도 일본 어민들

이 정치망( ) 어구를 설치하여 한국의 어업을 방해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의 한일 간 어업 문제는 외교 문제에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

고, 신어업협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발효되면서 일본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한일어업협정 개

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 

200해리 경제수역이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20 이러

한 면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선언한 평화선은 매우 시대를 앞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2년 12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의

는 9년이라는 마라톤회담 끝에 결국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 등

을 근간으로 하는 협약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

양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원칙에서 해양을 분할하여 각각의 연안국가가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해양시대

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1996년 1월 26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고 

일본도 같은 해 6월 이를 비준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개정 또는 새로운 어업협

정의 체결이 불가피해졌다. 한일 양국 모두 유엔해양법조약의 당사국인 이

19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577~578쪽.

20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200해리를 지지하기 시작한 1976년부터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200해리 체제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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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을 준수해야 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양법체계에 따른 

또 다른 한일 해양 레짐의 창출이 불가피해졌던 셈이다. 

  

2) 협상 과정 

일본은 국내 정치권의 압력을 내세우면서 한국에 타결 시한까지 제시해 놓

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1965년 협정체제가 한

국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신협정체제로 이행 시 우리 어업의 피

해를 최소화할 것과 EEZ 경계 획정 교섭과정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되어 있는 독도 영유권에 하등의 영향 없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지상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협정개정 요

구가 이전보다 강해졌다. 대표적인 어업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와 ‘대일수산회’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21 자민당도 

1996년 2월 14일 “‘해양법관계 부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유엔해양법협

약이 비준된 후 즉시 한국, 중국과 새로운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는 데 노력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6년 3월에는 자민, 사민, 사키가케

의 3당 회의에서 “어업협정 교섭 1년 기한을 목표로 상대국과 교섭을 진행, 

합의되지 않을 경우 1년 후 일본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전면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22

신어업협정은 1996년 3월 방콕에서 이루어진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

토 류타로( ) 수상과의 회담에서 약간의 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 

양국이 영유권 문제와는 별도로 EEZ 경계 획정과 어업교섭을 진행하는 것

에 상호 노력하기로 양 정상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된 1996년 11월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어업실무자 교섭에서, 일본

은 자국의 국내 사정을 설명하면서 1년이라는 협상 기간, 즉 1997년 초까지 

21    , 『200 』, 52~57쪽.

22    , 『200 』,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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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nce Catch: TAC) 관리 도입 등을 한국에 제시했다. 

즉 연내 합의가 안 될 경우 협정 종료 등 일방적인 조치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이 제안한 어업협정 개정 내용에는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조업은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허가한다는 것’, ‘어선 단속은 연안국이 할 

것’, ‘어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3 한국은 ‘배타적 경

제수역체제 도입 등 신질서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일 어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 경위에 유의하고 기존의 조업 형태를 최대한 존중하여 한국 어

민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과, 한일어업협정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공동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24 

방콕회담의 합의에 따라 영유권 문제와는 별도로 EEZ 경계 획정과 어

업협정 개정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상은 독도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난항했다. 협상의 진전이 없자 일본은 

한국 어선의 일본 어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 한국 어선에 대하여 강

력한 단속으로 어업활동을 압박했다. 일본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1997

년 1월 1일 개정하고, 1997년 6월부터 새로 설정한 직선기선( )을 한

국 어선에도 적용했다. 한국 어선은 1965년 어업협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본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였으나 일본은 영해 침범을 이유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방법으로 협정 개정에 압력을 가했다. 

1997년 3월 일본은 제4차 어업실무자회담에서 EEZ 경계 획정이 이루

어질 때까지 어업 문제만을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한국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EEZ 경계 획정을 빌미로 협정을 미루어 지연될 경우 

한국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1997년 8월 울릉도와 오키( ) 군

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정부

가 EEZ 기점을 울릉도로 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체결에 앞서 잠

정 체계에 해당하는 어업선으로의 경계선으로 울릉도 기점을 제시했다고 

23    , 『200 』, 55~56쪽.

24    , 『200 』,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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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25 

그러나 1997년 8월 야부나카 미토지( ) 일본 수석대표는 울릉

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어업 경계선으로 할 경우 독도가 한국 측 수역에 

포함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6 한일 양국이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1965년 어업협정상의 ‘공동규제수역선’을 이용

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과 함께 독도는 12해리의 영해만 갖고 양국이 배타

적 경제수역은 주장하지 않으며 이 주변수역은 중간수역(일본명 잠정수역)으

로 한다는 안이 부상, 이를 기초로 협상이 진척되기 시작했다.27 결국 양국

의 논쟁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제안은 하지 않기

로 합의를 보면서, 현재의 독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협상은 마

무리되었다.28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협정이라고는 하

지만, 한국은 국내 여론의 폭발성과 독도 영유권이 어업협정으로 불필요한 

영유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 이 문제를 최우

선 순위로 고려했다. 그 결과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목표를 관철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일 간에는 양국의 수역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한국은 24해리

의 폭에서 양보한 34해리의 EEZ설정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35해리의 EEZ

를 주장했다. 결국 1997년 11월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35해리 + 독도 12해

리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제주 남부는 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사

이의 중첩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절충되었

다.29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이었다. 당시의 

언론은 한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30 이와 달리 실

25    신어업협정 체결은 한일 간의 EEZ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잠정 체제인 만큼, EEZ의 기점이 아닌 어

업선으로의 기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해석은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와의 유익한 의견 교환

을 통해 이루어졌다.  

26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 블루노트, 2013, 22쪽.

27    , 『 』, , 2010, 155쪽.

28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 46쪽.

29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 24쪽.

30    『연합뉴스』, 1997. 12. 29; 『조선일보』, 199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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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는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 외무성 정무차관이 12월 말 

방한하여, 마지막까지 난항하며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동쪽 한계선에 대한 

쟁점,31 즉 한국 136도와 일본 135도라는 차이를 135도 30분으로 절충하여 

한국 정부와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32 

그러나 고무라 정무차관이 방한하여 협의한 안은 일본 정부 내의 심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여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특히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135도에서 30분은 대화퇴 어장의 45%를 포함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

고, 자민당의 수산족 의원도 대부분 반대했다. 결국 고무라 정무차관과 협

의한 안은 일본의 국내 사정에 의하여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1997년 9월부터 1965년 한일어업협정 종료 파기에 대한 국내 압박을 이겨

내지 못하고 1998년 1월 21일 무라오카 가네조( ) 관방장관, 오부치 

게이조( ) 외상, 시마무라 요시노부( ) 농상이 ‘한일어업협정

의 종료 통고’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1월 23일 각의에서 어업협정의 종료

를 한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관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전후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조약의 

일방적 파기를 상대국에게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협상을 살펴보면 

1년 전 1997년 12월 고무라 정무차관과 합의했던 135도 30분의 안과 결과

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본

이 유례없는 외교상의 결례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협상파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서는 동쪽 한계선을 135도 30분으로 양보하여 대화퇴 어

장을 한국과 나눌 수밖에 없고, 중간수역 내 단속 규정을 기국주의로 하지 

않고서는 교섭을 타결할 수 없다고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

는 조치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당시 일본 국내에는 135도 동쪽 한계선을 

지킴으로써 대화퇴 어장은 당연히 일본이 독점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분

31    일본이 동쪽 한계선 135도를 주장한 이유는, 1977년 소련(러시아)의 200해리 선언에 따라 일본도 

135도를 기준으로 타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경계선이 이미 국내법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었다.  

32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 24쪽;  , 『 』, , 2010,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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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농림수산청 대신도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135도 30분으로 한일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내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국내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협정 파기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 파기 후 1년 동안은 구 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협정 파기’, ‘재교섭’이라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야부나카 미토지 당시 수석

대표도 설명하고 있다.33 

한편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적 파기라는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 왜 무협정 상태를 피해야만 했을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업 피해의 최

소화가 무협정을 피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였다.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독도와 오키섬 사이)과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울릉도와 독도 사이) 사이 수역에

서 어업 분규가 발생할 것이고, 양국 어민은 서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터였

다. 특히 한국 어민의 피해는 일본 측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어

33    , 『 』, 155쪽.

① 러시아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200해리) 중간선

②   135도 30분이 ‘대화퇴 어장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일본 어민들의 

주장 때문에 한국이 마지막에 양보하면서 꺾인 선. 이 때문에 대

화퇴 어장의 중간수역 포함 비율이 70~80%에서 50% 줄었다.

③ 북한-일본의 EEZ 가상중간선

④ 남북한 군사분계선의 연장선

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35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의 동쪽 끝을 

수직으로 올린 선

⑥ 울릉도 기점으로 35해리 곡선

⑦ 육지에서 35해리(원칙)선

⑧ 한국과 일본의 EEZ 가상 중계선 

⑨ 일본 오키섬 기점 35해리 선 

Ⓑ   양국 협상 원칙에 의하면 중간수역이 돼야 하지만 한국이 대화

퇴 어장을 얻기 위해 일본 측 배타적 수역으로 양보한 곳, 한국

은 대신 A수역을 확보했다.

Ⓒ   기존 대륙붕 협정과 일본 남쪽의 일부 무인도 등 문제로 인해 선

을 긋지 못하고 두게 된 남해의 중간수역

출처: 『조선일보』, 1998. 9. 26.

<그림 3>  한일어업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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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다.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일본이 선포한 EEZ 내에서 한국 어부들은 전혀 조업이 불가능했고, 

조업을 하는 순간 불법 조업으로 간주되어 일본 측에 나포되는 상황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은 한국 어민에게는 생존 차원

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협정 파기 후 1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

월 28일 일본 가고시마( )에서 서명되어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되

었다. 협정은 전문 및 17개의 조문과, 중간수역에서의 어업자원 관리 및 중

간수역 외측 수역의 성격에 관한 2개의 부속서 및 동중국해 어업 질서에 관

한 양국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 그리고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할당에 관

한 2개의 서한으로 구성되었다. 협정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종료 선언 6

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이전의 협정에 비하여 훨씬 단축되어 있다.

3) 1998년 협상의 주요 쟁점

1965년 협상의 최대 쟁점이 평화선 문제였다면 1998년 어업 협상의 최대 

쟁점은 중간수역 내에 위치한 독도 문제였다. 한국 내 여론은 독도 12해리

의 영해 주변이 중간수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을 가져 왔고 이는 어업협정이 실패한 교섭이라는 비

판으로 연결되었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4 

첫째,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위치함으로써 독도 수역의 공동관리 및 공

동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독도관할권 수역의 배타적 개념이 명시적으로 

부인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업권이란 주권적 영유권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독도 주변 12해리는 

34    박찬호 · 이석용, 『독도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5~18쪽에서 독도 영

유권 훼손과 관련된 주장을 7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학자의 논문을 소개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시했다. 또한 2007년 5월 13일 독도본부 회의에서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제법학자 41인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법 학자 41인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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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목으로 보면 ‘다케시마’의 영해인 12해리가 되는데, 협정 어디에

도 일본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

았다. 셋째,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인데 신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만 중

간수역에 포함되어 독도와 울릉도를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 )로 취급하

게 되었다. 넷째,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였는데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먼저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

이 존재한다. 먼저 외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 문제, 즉 독도와 무

관한 협정이고 12해리의 독도 영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었

다.35 이를 지지하는 학계에서도 어업 수역을 설정한 협정에서 어업 관계만 

규율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업과 영유권은 무관

하다는 국제적 판례를 제시하면서, 독도 영유권과 관계없음을 지적했다.36 

35    박찬호 · 이석용,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18~19쪽; 오윤경 외, 『현대 국제법질서: 외교실무

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0, 365쪽.

36    국제사법재판소는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키에와 에크레오사건(The Minquiers and Ecrehos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그림 4> 하늘에서 본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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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가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1965년 어업협정을 비교하면

서 설명하고 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제5조에 의하여 설정되었던 공동

자원조사 수역 안에 독도가 위치했고 협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한

일어업공동위원회는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운영에 관한 권고권을 가졌지만, 

그 협정이 운영되어온 지난 33년간 독도의 지위에는 하등의 변경도 없다는 

것이다. 즉 1965년 협정에서 독도 주변수역이 공해였던 반면, 1998년 어업

협정의 경우 독도가 12해리의 영해를 가지고 있고37 주변수역이 중간수역

으로 설정되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아

닌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훼손된다고 주장하

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38  

2001년 3월 1일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해석을 했다. 신한

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EEZ 경계 획정과는 무관하며, 독도

가 중간수역 내에 위치해도 영토문제와 어업협정은 무관함을 확인했다. 또

한 2009년 2월 26일 한국 어민들이 제출한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39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앞서 먼저 체결된 중일어업협정에서의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비교해보면 수역 설정 방법이나 자원관리의 합의 

내용은 동해 중간수역과 거의 유사하다. 만약 일본 정부가 수역의 공동관리

가 수역 내에 있는 도서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면 중국과의 

합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설령 공동관리가 되더

Case)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하였지만 도서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찬호,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소고」, 『국제법 동향과 실무』 4(2), 외교부, 

2005.

37    독도 영해는 ‘1977년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1995년 일부 개정)’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38    신각수,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현대사회연구소』 통권 227호, 국회도서관, 2002; 오윤경 외, 

『현대 국제법질서: 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365~368쪽. 한편 국제법학자 41인은 2005년 4

월 5일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이 관계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39    박찬호 · 김한택, 『국제해양법』, 지인북스, 2009, 8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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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한정하였고 배제조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영

유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간수역 내 어업자원 보존에 관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부속서에 따르면,40 중간수역 내 어업자원보존의 관리에 있

어서는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의한 권고를 존중해야 하며, 이 위원

회에 자국 정부의 대표를 참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간수역 내 자원의 보

존 관리는 현재까지 ‘어업공동위원회’ 대신에 양국의 민간 어업인 혹은 단

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간수역 내

의 어업자원보존 관리 문제가 양국 정부의 대표가 참석하는 ‘어업공동위원

회’에서 협의될 경우,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한국 내에서 정치 쟁점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한

국 정부의 고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민간 차원의 협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수역 내 

어업자원보존 관리 문제가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간 중간수역의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규제와 다음해의 양국의 EEZ 내에서

의 조업 협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EEZ 내에서의 

조업 척수보다 중간수역 문제가 더 폭발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수역 내에서의 한일 간 마찰 문

제는 신한일어업협정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대 홋카이도 지역의 ‘조업자

40    신한일어업협정 부속서 I은 중간수역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2항의 나. 각 체약국은 이 협

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 · 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 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 척수

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 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

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합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 내용을 충

분히 배려하도록 한다(밑줄 필자). 외교통상부 조약국 편,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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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수역 내의 조업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독도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어업협정의 또 다른 쟁점은 한국 어선의 종래 어획 실적을 일본

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1999년 

발효된 어업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상호 입어의 원칙과 함께 그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 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업 종류별 입어 척수와 허용 어획량, 기타 규제사항 등 조업 조건을 결정

해야 한다. 협정 이후 우리 어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홋카이도 연

안에서의 꽁치 · 명태 원양어선과 산인( )지역의 대게 어업이다. 홋카이

도 지역과 산인지역의 어민들은 한국의 비교적 큰 원양어선이 자원을 훼손

시킨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측의 어획 허용에 대하여 크게 반발했

다. 결국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명태어업을 해오던 트롤어업은 협정 첫해

에 어선을 감척하고 6척에 한하여 기존 조업 실적의 50%인 1만 5000톤으

로 제한되었고 2000년부터는 전면 철수했다.41 200해리 체제가 되면 상대

국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연안국의 허가

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전통적 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홋카이도 지역 

어민들의 반발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획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

에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철수했다. 기존 1965년 어업협정에 기초하

여 일본 내 EEZ 지역인 홋카이도 연근해 어업을 해오던 트롤어선을 대상

으로 감척을 추진했고, 이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 해외어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 보조금 지원과 어선 건조자금 지

원 등을 실시했다. 어업협정 체결 후 한국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

로의 전환과 더불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정부 보상

이 함께 이루어졌다.  

 

41    , 『200 』, 79~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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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적 비난과 추가 협상 과정

신한일어업협상 체결 직후 어민은 물론 일반 국민, 야당으로부터 ‘실패한 

교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비난의 초점은 첫째는 독도 영유권 훼손과 

관련된 것이었고, 둘째는 ‘쌍끌이’ 조업 방식의 누락이었다. 배 두 척이 그

물을 끄는 일명 ‘쌍끌이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데 필요한 어선 척

수와 어획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특정 어업이 

조업을 중단하게 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이어졌고, 국

내에서는 실패한 협상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실무회담 타결 직후 부산의 『국제일보』가 ‘쌍끌이’ 조업 방식이 누락되

었다는 소식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이 조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재협상 요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정부를 압박했다.42 영남 지역에서 어

업인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당시 IMF 외환위기로 부산 지역은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일본 수역에서 오랫동안 조업해오던 경남 지

역과 동해 지역 어민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이전과 같은 조업이 불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불만도 상

대적으로 컸다. 이 지역에서 쌍끌이 어업에 대한 추가 요구가 강해지자 결

국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박규석 차관보

가 방일하여 수산청의 나카스 이사오( ) 장관과의 비공식 회담에 들

어갔다. 일본은 전례가 없는 추가 교섭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1998년 3월 

추가 교섭에 합의했다. 실무협상을 타결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협상을 하자

고 하는 것은 외교 관계상 매우 이례적인 일임을 한국도 인식하고 있었으

나, 당시 한국 내 야당의 비난과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또한 

일본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43 

42    양기웅, 「외압과 국내정치의 한일관계: 신어업협상과 한국정치」, 『현대일본논총』 제22호, 현대일본학

회, 2005, 49~50쪽.

43    당시 김선길 해수부 장관이 국내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사전 연락 없이 일본을 방문했다. 한 국가의 

각료가 상대국과의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가 상대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려 이루어진 굴욕적 협상이

었다. 한국은 일본 측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어렵게 쌍끌이를 받아냈지만, 협정 체결 후의 조업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이는 사전 국내 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어업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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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추가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 어민을 설득해

야 하고, 반발이 심한 일본 어민의 설득을 위해서는 한국 또한 무엇인가 일

본에 양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EEZ 내 한국 측 조

업 척수와 비교하여 야마구치( )현과 시마네( )현 어민의 조업 척수가 

월등히 적다면서, 한국 EEZ 내 복어 · 백조기의 어선 척수를 늘려주도록 요

구했다. 결국 추가 협상에서는 한국의 쌍끌이 어선 80척이 일본의 EEZ에

서 조업할 수 있게 하고 일본의 저인망 어업과 복어 연승 어업을 제주도 주

변수역에서도 추가로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이 쌍끌이 추

가 협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반대급부를 다 내주면서 어렵게 

합의했음에도, 쌍끌이 어선의 어획 실적은 1999년도에는 거의 전무했고 

2000년에 4척이 입어한 것에 불과하다.44 1999년 온 여론을 장식했던 ‘쌍

끌이 어선’ 파동의 큰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조업 실적은 터무니없는 수치였

던 것이다.

어업협정 체결 후, 양국은 현재까지 매년 양국의 EEZ 내 조업 척수 협

상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EEZ 내에서의 조업 척수는 줄어들고 있

는 실정이나 여전히 일본 EEZ 내 한국의 조업 의존도는 일본보다 3배 정

도 높다.45 현재 일본 EEZ 내에서 한국의 어업할당량은 1999년 약 14만 톤

에서 2012년 6만 톤으로 약 8만 톤가량 줄어들었고 한국 EEZ 내 일본의 

어업할당량은 약 3만 톤가량이 줄었다. 한국 어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200

해리 체제 이후에 단계적으로 어획량을 줄여 나간다는 방식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EEZ 내의 까다로운 조업 조건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일본은 일본 EEZ 내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이 일본의 단속을 피

망신만 두 배」, 『한겨레21』 제251호(1999. 4. 1).

44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표)」 등 참고, http://www.mof.go.kr(최종 검색일: 2014. 11. 30).

45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어 척수 및 어획량」, 

http://www.mof.go.kr/EgovAdvanceView_front.do(최종 검색일: 2014. 11. 30). 1999~2012년까지

의 연평균 조업 척수와 어획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724척, 2만 3963톤이고 일본은 242척 1만 5808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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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중간수역으로 이동하여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46 이와 같이 한일 중간수역 내 조업 문제는 여전히 한일 간 마찰의 불씨

를 안고 있는 것이다. 

4. 한일 EEZ 경계 교섭의 과정 및 현재 

한일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은 일반적으로는 1958년 제네바 

협약상의 ‘중간선-등거리’ 원칙,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형평한 해

결’원칙에 의한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의 원칙이다.47 EEZ 경계 획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중간선-등거

리’ 원칙으로 양국 간 의견 대립은 없다. 다만 중간선의 기점이 현재 한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다. 

1996~2010년까지 11회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독도 문제를 둘

러싼 한일 간의 대립으로 중단된 상태다. 제1회는 1996년 8월 도쿄에서 개

최되었다. 당시 어업협정 개정에 앞서 한일 EEZ 교섭이 개최되었으나 협

상의 진전이 없어 양국은 어업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EEZ 경계 교섭은 뒤

로 미루기로 한 바 있다. 1996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독도와 EEZ 경계 획정 교섭을 분리한 바 있다. 즉, 독도 기

점을 양국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울릉도-오키 

중간선을 제시했다.48 신어업협정 체결 교섭과정에서 한국은 제1안, 독도를 

암석으로 보고 울릉도-오키 중간선을 기초로 처리하는 안과 제2안, 독도-

46    , 『200 』, 82쪽.

47    김용환, 『독도 인근해역 경계획정의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74쪽.

48    당시 여론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주장했다고 한일어업협상을 

비난했다. 2000년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여론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울릉도 EEZ 기점 논란에 대

한 김기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가 EEZ를 가질 가능성은 배제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200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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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를 중간선으로 제시하는 방안 중, 당시 시점에서는 제1안이 국익에 부

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49 이것은 김종필 총리의 답변 “정부는 유

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재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

지 않은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

과 실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에서

도 향후 독도의 경제수역 기점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이하 필자 생략).”에서 확인할 수 있

다.50

제2안을 주장할 경우, 한국의 남쪽 해역에서 일본이 독도와 같은 섬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한다면 어업협상에서 남쪽 수역이 대부분 일

본 어장에 속해 불리해질 수 있고,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한일어업협상 

타결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의 경계 획정 교섭에서 

독도 기점보다는 울릉도 기점을 선택하여 일본과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

함으로써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없앤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51 그러나 한국의 울릉도 기점 주장은, 국내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일본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독도가 

한국의 수역 안쪽에 속하므로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일본 측과 울릉도-오키 중간

선을 관철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울릉도-오키 

중간선을 관철만 해도 독도는 해양경계선의 우리 측 18해리 안쪽으로 들어

온다. 1951년 선포된 평화선이 독도 우측 8~9해리를 통과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울릉도-오키 중간선은 평화선보다도 더 좋은 한일 간의 경계가 되면

서 독도를 우리 측 수역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52

49    이러한 합의 결과는 전문가위원회의 협의 결과로 보인다. 1999~2006년까지의 국회 회의록에 따르

면 한국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50    대한민국 국회, 『국회본회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1998. 11. 14). 

51    김선표,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0, 108쪽.

52    김선표,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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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통상부 조약국, 『동북아 해양법

령과 유엔해양법협약』, 576쪽.

<그림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구 구역 경계 획정

사실 한국과 일본은 북부 대륙붕 경계 획정 체결 과정에서 독도를 EEZ

를 갖지 않은 섬으로 독도 기점을 제외한 바 있다. 1974년 합의한 한일 대

륙붕 경계 획정 교섭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고토( )열도와 제주도의 등

거리점(좌표 1)으로 시작하여 한국의 장기갑과 일본의 히노미사키( )의 

등거리선인 35번 좌표까지를 사용했는데 35번 좌표는 장기갑보다 더 가까

운 독도 기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53 이렇게 본다면 한일 간 논쟁의 대상

인 독도 기점은 양국이 서로 채용하지 않고 보류하였다는 합의점이 동일하

게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이러한 체제를 

지속하여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에 이러한 레짐이 유지될 수 있었다. 

잠정체제인 어업협정 체결 후 중단된 EEZ 경계 협상은 2006년 재개되

53    김선표,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108쪽;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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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6년 5월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동해상 5개 지점 해

저지형의 한국명 등록을 추진하자 일본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4월 

관보를 통해 우리 EEZ 수역을 포함한 동해상의 해저지형 탐사계획을 통보

했다. 이후 2006년 7월  독도 주변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과 한국

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유의 사태

까지 연달아 발생하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야치 쇼타로( 內 ) 사

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유명환 외무차관과의 회담 끝에 결과적으로는 

첫째, 한국이 IHO에 명칭 등록을 하지 않고 둘째, 일본은 독도 주변수역에

서 해양조사를 하지 않으며 셋째,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의해가

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서류 작성과정에서 1번과 2번 중 어느 쪽

을 먼저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형식적인 공표는 되지 

못했다.54 어쨌든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2006년 독도 주변수역에서 

발생한 한일 간의 긴장 상황을 해소시킨다는 명목 하에 2006년부터 한일 

EEZ 교섭이 재개되었다. 2006년 도쿄에서 개최된 EEZ 교섭에서 한국은 

독도 기점을 EEZ의 동쪽 한계선으로 일본 측에 공식 제안했고 일본도 독

도를 기점을 주장하면서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

되었다.55 

2006년 9월 또 다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되었다. 일본이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방

사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자 한국은 크게 반발했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10년 동안 계속 진행해왔던 것임을 주장하며 한국이 방사능 조사를 방해

한다면 일본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56 

2006년 9월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 EEZ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 

상했다.

54    , 『 』, , 2009, 64~66쪽.

55    『 』 2006년 6월 5일 일본의 고마쓰 이치로( ) 국장은 1996년 3월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기본 원칙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별도로 EEZ 경계 획정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 일본은 독도 기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56    , 『 』,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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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국의 EEZ 경계 획정 과정

회차 일정 EEZ 동쪽 경계 기점 비고 

제1회 1996년 8월(도쿄)

한국: 울릉도-오키 중간선 제시

일본: 독도 중간선 제시

어업교섭과 EEZ 교섭을 

동시에 협상

※한국정부는 독도 기점

을 배제한 적은 없다고 

설명 

제2회 1997년 5월(서울)

제3회 1997년 11월(도쿄)

제4회 2000년 6월(서울)

제5회 2006년 6월(도쿄)

한국: 울릉도에서 독도 기점으로 

변경, 독도 오키 중간선 제시 

일본: 독도를 기점으로 독도와 울릉

도의 중간선을 제시

※독도가 EEZ를 갖는 섬이라는 의

견은 일치 

2006년 4월
한국: 동해 해저지명 등

록 및 동해상 해저지형 

탐사계획 발표

일본: 해양조사선 독도 

주변수역 파견

제6회 2006년 9월(서울)

한국: 독도-오키 중간선을 제시 

일본: 울릉도-독도 중간선으로 제

시 

한국이 기점을 변경할 경우 동중국

해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

로 삼겠다고 주장, 동중국해 EEZ를 

한국 측으로 확대한다는 의사 표현 

일본의 동해 방사능 조

사 발표에 한국 정부 반

발 

제7회 2007년 3월(도쿄)  EEZ 양국 주장 변동 없음

동해 방사능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

- 한국: 공동조사

- 일본: 사전통보 

     상대방의 조사원을 승

선시키는 것으로 합의 

제8회 2007년 6월(서울)

양국 EEZ 경계 획정 문제 입장 변

동 없음 

제9회 2008년 5월(도쿄)

제10회 2009년 3월(서울)

제11회 2010년 6월(도쿄) 

자료: 한국 외교부 및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재작성.

출처: http://www.mofa.go.kr/main/index.jsp, http://www.mofa.go.jp/mofaj/index.html

방사능 조사 방식에 대하여 일본은 ‘사전통보’ 방식을 고수했으나 한국

은 ‘공동조사’ 방식을 주장했고, 결국 공동조사 방식을 양국 간 보충하여 서

로 상대방의 조사원을 승선시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

다. 한일 EEZ 경계 교섭은 2006년 6월 회의에 이어 답보상태가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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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 기점을 주장할 경우 남쪽에 도리시마( )를 일본

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럴 경우 동중국해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6년 발생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한일 갈등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여론이 이전과는 달리 독도 주변수

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과 이

전에 비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는 점이다.57

일본은 한일 양국의 중첩된 해양경계획정 협상과정에서 계속 독도를 쟁

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독도 영유권이 협상의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이를 교섭의 대상

으로 협상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한일 간 EEZ 교

섭 형태에서는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방사능 조사 방식 등과 같이, 한일 간

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주요 쟁점

이 되고 있다. 한일 EEZ 경계획정에 대한 합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국

의 의견차가 있는 이상 불가능하다. EEZ 경계 획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국의 의지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2010년 이후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분명한 것은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과

정과는 달리,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는 양국이 독도를 정면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국이 동시에 독도 영유권과 독도 기점을 주장한다

는 것은, 양국 모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이라는 데 동의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한일 모두 협상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6년 동해 방사

능 조사 방식과 같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공동체제’58가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57    , 『 』, 64쪽; , 『 』, 2013.

58    김용환, 『독도 인근해역 경계획정의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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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모두 긍정과 부정 두 가지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한일 간에 존재하는 좁

은 수역을 나누는 것은, 국가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국 모

두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에서도 서로 타협을 

통한 양보의 흔적이 없이는 외교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합의에 따른 

협정에 대하여 양국 모두 국내적 불만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일어업협정이

라는 방식을 통하여 50년 동안 한일 간의 해양레짐이 유지되고 있다. 1965

년 한일어업협정 그리고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칙에 영향을 받는 바, 이들 모두 해양에 관한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

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당사국이다. 우

리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국익을 최대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평화선을 유지하는 것이 당시 국제 관례상 어렵다면 

이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하면서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선을 대체할 만한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을 고집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한일 어업격차가 축소되

었고 오히려 1965년 협정이 일본에는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 되었다. 한국

은 1965년 협정이 한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일

본의 협정 개정 요구를 무시했으나, 일본의 국내적 배경과 한국도 1996년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정 개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1996년부터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독도’ 문제로 

인하여 양국의 협상은 진전 없이 정체되었다. 그러나 1996년 3월 방콕회담

에서 영유권 문제와는 별도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과 어업교섭을 

촉진하는 데 상호 노력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배제하

고 협상에 임한다. 협상과정에서 양측 모두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제

안은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재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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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와 어업협정이 별

개의 협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교섭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독도 문제였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 문제는 사라

지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 독도 문제가 부각될 경우 

이는 어업협상 차원을 넘어서는 영유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65년 협정에서 비록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일본의 

공세를 막아내고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견지했다

면, 1998년의 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는 이 체제의 현상유지에 대해 일본으

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

나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현재로

서는 이러한 행동 외에 일본이 국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일

본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논쟁에서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한일이 지금까지 50년간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 전반을 흔

드는 것은 국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견

해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독도 영유권에 영향

을 받는 형식은 서로 무시하는 정책으로 해양을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한일 양국의 EEZ 경계 교섭은 이전의 대륙붕협정, 어업

협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독도 문제를 피해 갈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되었던 체제가 흔들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물론 아직 EEZ 경계 획정 문제가 교섭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는 여

전히 1998년 어업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일 EEZ 경계 교섭에서 어업협정이나 대륙붕협정과 같이 독도 영유

권 문제를 양국이 서로 피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업 문제만을 해결하

려던 방법은, 결국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

라서 현재 진행 중인 EEZ 경계 획정 교섭의 남아 있는 과제는, 1965년과 

1998년 양국이 암묵적으로 독도 기점을 설정하지 않고 유지했던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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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해양 레짐을 깨고 EEZ 경계 획정 교섭을 할 것인지, 아니면 50년간 

유지해온 틀을 지키면서 어업협정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론으로 EEZ 경계 

획정 교섭을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의견들을 수용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체제로 구성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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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4. 12. 31 | 심사완료일자: 2015. 1. 9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1991년 1월 1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91년 합의각서’와 그에 따라 제정된 입관특

별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후손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써 특별영주

권을 부여하고 퇴거강제 요건을 완화하고 재입국 허가의 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하지만 ‘91년 합의각서’는 재일동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종식도 아

니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귀화자 숫자, 일본인과의 결혼 증가, 1984년 양계 혈통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의 뉴커머 등장으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91년 합의각서’ 이후 재일동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 변화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후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

의 현주소와 금후를 전망한다.

우선 2009년 통계법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가 공개되면서 이루어진 재일외국인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업적에 의거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에 수반된 재일동포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어떻게, 또한 얼마만큼 상승되어 왔는가를 검토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일본이 1980년을 전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일부를 제

외하면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측면이 있다. ‘91년 합의각서’에서 합의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분야

에서는 소극적이나마 이행 또는 선처되었으나 국민과 외국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제도 속에서 여

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사회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코리안계 일본인’으로서 주류사회 진입을 추

구하는 길, 글로벌화하는 동아시아 속에서 국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제3의 길,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한조일(韓朝日)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귀속(국적)의 부정합’이란 모

순을 간직한 채 일본 사회에 서서히 용·융해되어가는 길 등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세 번째 길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추정으로 끝을 맺는다. 

주제어: 재일동포, 올드커머, 뉴커머, 법적 지위, 사회경제적 위상, 정체성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 조윤수

투고일자: 2014. 12. 15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2015년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을 어업 및 해양 관계

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한일 해양 레짐은 1965년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다. 두 개의 어업협정은 모두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해양법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일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틀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

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업 및 해양을 둘러싼 한일 관계 50년 속에 양국이 갈등과 협

력을 반복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독도에 대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

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협정과 북부대륙붕협정 체결과 같이 독도 영유권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은 동해 EEZ 경계 획정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물

론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도 ‘잠정체제’처럼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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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내 존재하고 있는 불만 등 각각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주제어: 한일어업협정, 해양경계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협상, 독도, 유엔 해양법, 중간수역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 박영준

투고일자: 2014. 11. 16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안보 관계가 진전되어 

왔다.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시기에 따라 협력적 양상이 발전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다른 경우에

는 갈등을 빚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일 간 안보 관계가 이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와 그

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한일 안보 관계가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를 고찰하려 했다.  박

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조국 근대화, 북방정책,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 한일 안보 관계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여

겨진다. 이에 반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표방된 국

가전략 및 외교안보정책 기조에서는 한일 안보 관계의 발전이 표명되었으나, 실제 정책 시행 과정

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국내 내셔널리즘의 고

조 속에서 정책이 변경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한일 안보 관계는 제도화의 수

준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에 머물러 있다.  향후에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북한에 

대한 정책 여하,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내 정서 등의 요인이 한일 안보 관계의 진전 여하에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한국 국가전략, 한국 외교, 한국 안보정책, 한일 관계, 한일 안보협력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 윤대엽

투고일자: 2014. 11. 18 | 심사완료일자: 2014. 12. 19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 관계가 경제적 논리

에 따라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상호 의

존의 심화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경합 관계로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경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역사인식, 발전전략, 그리고 정책이념 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식민 기억은 한일 경제 관계를 상호 의존이 아닌 종속, 침략, 지배 등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 이념은 일본에 의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

해 형성된 경합적 산업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적 틀이다. 그리고 일방적 

의존과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주제어: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역사인식, 수출 주도 발전전략, 정책이념,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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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Unfortunately, the most probable scenario would be the final one.

• Keywords:    Koreans in Japan, old-comer and new-comer,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identity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 CHO Youn Soo 
The year 2015 marks the fiftieth year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fiftieth anniversary,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fishery and maritime 

relations. The two countries’ maritime regime has so far been preserved by the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 1965 and then re-established in 1998. In both cases, 

law of the sea convention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has been repeatedly 

adopted as the agreement’s guidelin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duty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extent allowable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acefully maintained throughou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s because both countries chose policies that upheld the status quo 

concerning Dokdo and deferred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those policies are failing as 

the two countries claim Dokdo as the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w left with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such negotiations shall follow the same format through which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 Keywords: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m the 

Law of the Sea, Dokdo, intermediate zone, Maritime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 PARK Young June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its security relations in diverse ways. Concerning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some researchers paid attentions to America’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s in propelling the two allies into more friendly security 

relations or estranging each other signalling the prospect of entrapment.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Japan’s diplomacy to manage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erms of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Seoul’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in developing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Each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

Hee, Roh Tae-Woo, and Kim Dae-Jung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