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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1년 개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가운데 주로 식민지 계에 기인하는 

문제처리에 해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고,  왜 그 게 논의되었는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 문제에 

한 북일회담의 역사  성격을 밝힐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북일회담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진

행 의 교섭이기도 하나 이 가운데 본 은 2002년 9월에 나온 평양선언까지를 다룬다. 이것은 

식민지 계의 청산을 한 북일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의 고찰이 그 핵

심으로 된다고 단하기 때문이다.

본 은 의 목 을 진행하는 데 1965년에 타결된 한일회담의 경험에 기 한다. 그 이유는 북

일회담이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 아직 입수하지 못하는 공식 자료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익하다는 ,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북일회담을 고찰함으로써 거꾸로 한

일회담의 역사  한계를 오늘날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들이다.    

이상을 통해서 본 은 식민지 계 청산 처리에 한 북일회담의 내용들이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그 존속이라는 북한 측 요구와 한일회담 해결의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을 지상명제로 하던 일

본 측 입장으로 인해 결정되었음을 논증하면서 동 회담의 역사  성격 역시 불법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 처리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동 작업을 통해서 식민지 계 청산문제에 

한 한일회담의 한계를 재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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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다. 오늘 날까지 과거사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한일 간의 갈등은 일차적으로 식민지 지배 자체에 기인하는 것은 

물론이나 동시에 그것을 충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1965년 한일 국

교 정상화에 따른 바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평가하든 말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남겨진 북 측과 일본의 과거 처리 문제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아직 미해결인 북일회담은 단지 북한과 일본 간 

교섭을 넘어 한민족과 일본과의 식민지 관계 청산 과제를 처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일본 측은 물론 식민지 피해 청산의 미흡함을 고발해온 한국사회

에서조차 오래된 남북한 대립은 동 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그런 각도에서 바

라보려고 하는 시각을 봉쇄하고 있다. 동 회담에 관한 관심은 동북아질서의 

지각 변동이라는 국제정치의 큰 문맥에서 동 회담의 성립 배경을 밝히려고 

하거나 동 회담의 개시, 중단, 재개 과정을 핵, 미사일 등의 안보문제나 일본

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정치 과정으로서 설명하려는 데에 주로 모아

지고 있다(小此木政夫, 1994: 246-273; 박정진, 2001: 173-227; 신지호, 

2001: 3-37). 또 교섭과정 자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경우도 그것들은 보

다 포괄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결과(최상룡 외, 1998:제5장; 신정화, 2004; 高

崎宗司, 2004; 도진순, 2005:179-221) 북일회담을 식민지 관계 청산 과정으

로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로서 분석, 평가하려는 문제의식과는 기본

적으로 다르다.1 물론 북일회담이 냉전의 붕괴에 따른 새로운 동북아 질서 

확립이라는 큰 문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더구나 그 교섭은 

핵, 미사일 등 안전보장이라는 핵심 사항과 얽힌 과제인 만큼 동 회담에 대

 1. 기타 교섭과정을 분석하는 시도 가운데는 鐸木昌之(1994: 50-92)처럼 그 과정을 한
국을 포함한 한민족의 대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감정어린 비학문
적 접근조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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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그런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모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동시에 북일회담의 과제의 하나가 식민지 관계 청산 문제에 있음

은 틀림없으며 더 나아가 동 문제는 한민족과 일본의 신뢰관계 설정의 기초

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질서 확립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도 부정하지 못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북일회담에서 식민지관계 청산 문제에 

관해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왜 그렇게 논의되었는가 등을 분석하면서 

동 문제에 대한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를 상세히 밝힐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특히 본고는 그 분석에 있어서 한일회담의 경험을 중요시한다.2 

그 이유는 이하 세 가지다

첫째, 북일회담은 이하 본론에서 논할 바와 같이 한일회담의 교섭내용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동 회담은 그에 반발한 북한과 그 안에 수렴시킬 

것을 원칙으로 한 일본 측 역학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반발, 수렴의 차

이가 있을지언정 교섭 내용의 밑에는 늘 한일교섭의 내용이 깔려 있다는 의

미에서 북일회담의 분석에 있어서는 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는 것이 그 관

건이 된다.   

둘째, 자료적 한계의 극복에 유익하다. 말할 나위도 없이 북일회담은 아직 

진행 중의 회담인 만큼 회담 기록 등 공식 자료에 입각한 분석은 불가능하

다. 그러나 북일회담이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공

개된 공식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한일회담의 경험은 북일회담 교섭의 

연구가 직면해야 할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3   

 2. 북일회담과 한일회담을 연결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문헌으로서는 이원덕(2000: 

39-59); 高崎宗司(2002: 68-73); 김용복(2006: 175-195) 등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글은 식민지관계 청산에 관한 한일회담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북일회담의 
교훈으로 삼으려 한 것, 두 번째 글은 일부 논점에 대한 양 교섭의 단순 비교를 시도
한 것, 또 세 번째 글은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라 북일회담에 대해 어떤 향들이 
예상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등을 논한 것이어서 세 
가지 논점에 입각하면서 식민지 관계 청산 과정으로서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분
석· 평가하려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3. 2008년 이후 일본 측도 한일회담 공식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나 그 본격적인 분
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글은 여태 저자가 진행해 온 한국 측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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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일회담을 주로 한일회담의 내용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거꾸로 한

일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천명시킬 수 있다. 즉 동 접근방법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데 거울이라는 ‘외부 장치’가 필요하듯이 북일회담을 한

일회담을 비추어내는 일종의 거울 안의 모습으로 삼음으로써 한일회담의 역

사적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분석 효과를 걷을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분석을 하는 데 그 대상을 2002년의 평양선언까지로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글자 수의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나 회담 개시

부터 평양선언에 이른 교섭의 흐름이 바로 식민지관계 청산 문제를 고찰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북일회담이 체제 정당

성 확보와 존속이라는 북한 측 요구와 한일회담 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통해

서 한국과의 균형과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일본 측 자세로 인해 전개되어 왔

다는 점, 따라서 동 회담을 식민지관계 청산을 이룩하려 하는 회담으로 보기

는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또 이런 접근은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한일회담의 역사적 한계점을 다시 천명하는 작업으로도 될 것이다.

II. 교섭과정

1. ‘3당선언’과 북일회담의 제약조건 

북일회담의 길은 1988년 7월 북방외교의 효시를 고한 노태두 대동령의 소

위 ‘7 ․ 7선언’으로 인해 열렸다.4 이듬 해 3월 30일 다케시타(竹下登) 수상은 

그때 까지 금기시 되어 왔던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에 관해 “새로운 결

분석에 한정한 것임을 여기서 밝힌다.  

 4. 실제 일본은 북일회담 석상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 촉구의 배경이 1988년 이후의 한
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정세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정세’가 한국 정부의 북
방외교를 가리키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財団法人ラジオプレス, 1991: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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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가지고 대조선반도 외교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전제조

건 없는 토의의 의사를 국회에서 공식화시켰다(第114回国会 衆議院予算委

員会議録, 1989. 3. 30: 6). 따라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북일회담은 그 출

발부터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으로의 협조라는 틀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점

이며 한일회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일회담의 성격은 출발부터 주어

지고 있었다. 물론 그런 틀 안에서의 대북한 교섭이라는 원칙은 이하 논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의 협조라는 의미와 함께 식민지관계 청산 문제 처리에 있

어서 일본에 유리한 처리를 가능케 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일본의 방침 전환을 맞아 실현된 1990년 9월 28일의 자민당, 사회당, 노

동당으로 인한 이른바 3당선언은 식민지 관계 청산문제를 생각하는 데 중요

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항목으로 나누어진 동 선언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거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 준 불행과 재난뿐 

아니라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은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를 행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제1항목이다. 36년간의 지배뿐만 아니라 전

후의 대립구조에까지 그 손해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동 규정이 교섭의 개시

에 즈음하여 단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결정을 위해 개시된 한일회담 시의 

내용과 비교하면 현격히 다른 측면이 있음은 틀림없다. 이로 인해 동 선언은 

북한에 유리한 원칙을 정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 쉽다. 

그러나 북일 간 교섭을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 문제로 생각하

고 그 선언을 평가할 경우 동 선언 역시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동 항목은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 준 불행과 재난”이라고 표

기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간의 명시에 그치고 있으며 병합과 그

에 따른 식민지 통치의 성격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

서 ‘불행과 재난’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합법적 질서 

하에서도 각 종 개인차원에서의 ‘불행과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만으로는 일본의 한반도 불법지배에 따른 ‘불행과 재난’에 대한 청산을 

북일회담에서 이룩하려 하는 것인지 일절 분명하지 않았다.

또 전후의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의 책임에 관해서도 일본은 “동서대립을 

배경으로 한 냉전구조, 조선반도 정세, 북조선의 정책 등에 의한 것이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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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아니다”(外務省, 1991: 215-216)고 해서 거절하고 

그 후 실제 회담에서 이에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거절 이유의 속사정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

이다(朝日新聞, 1990. 11. 18). 

따라서 3당선언은 식민지 지배의 성격규정 및 전후의 책임에 대한 구속력

의 결여라는 점에서 결코 식미지 관계 청산을 이루는 데 북한에게 유리한 발

판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북일회담을 과거처리의 장으로 할 것을 

한층 더 어렵게 한 것이 바로 안보 문제 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안전보장 문제에 중점으로 두어 교섭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5 물

론 이는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기본방침이 “한미일 삼국 제휴 하 ···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外務省, 2003: 15)하는 것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

다. 바꾸어 말하면 냉전 구조의 붕괴로 인해 가능해진 북일회담에서 북 측 

입장을 어렵게 한 기본적 요인이 냉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 체제의 

본성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 국교수립에 관한 3당선언으로 인해 1990년 11월부터 3번에 걸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는 이후의 본회담을 위한 의제가 이하와 같이 설정되었으

나 그 의제에는 원래 두 나라 간의 식민지관계 처리문제와 상관없는 3번째 

국제문제가 들어갔다.    

 

(1) 북일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2) 북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제 문제

(3) 북일국교정상화에 관련되는 국제문제

(4) 기타 상방이 관심을 유하는 제 문제(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일본인 

배우자 등)

그것은 어업문제를 빼고는 기본관계, 청구권, 선박, 문화재, 법적지위라는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처리를 의제로 하고 시작된 한일회담과 비교해도 북

 5. 초대 북일회담 담당대사 나카히라(中平立)의 증언(中平立 외, 200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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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나카히라 수석대표의 발언 요지 북한 측 전인철 수석대표의 발언요지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는 양국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
도록 해야 한다.
·북일국교 정사화로 인해 한일관계가 후퇴되
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법적 틀과의 정합성 속에서 진행한다.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이라고 인식하고 있으
나 북일 간은 교전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따
라서 배상, 보상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3당선언’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한일병합조약은 불법 
및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배상형식으로서는 교전국가 간의 배상형식과 
재산청구권 양측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권에 관해서 일본은 아무런 재산권도 제 
기하지 못한다. 
·전후 45년간의 손실의 내용은 이하
 -남북분단에 대한 일정한 채임
 -한국전쟁 중의 미국에 대한 군사기지 제공
 -한국전쟁 이후의 적시(敵視)정책 
 -지불지연에 따른 이자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朝日新聞｣, 1991. 1. 30(석간); ｢朝日新聞｣, 1991. 1. 31; ｢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1回本会談｣, 1991. 4: 19-23).

<표 1> 제1차 본회담에서의 양국이 제기한 주요 논점

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잘 나태나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극동에서의 대립구

도가 가져다 준 그 의제 채택은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식민지 지배 청산

을 둘러싼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그 후 결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가령 그런 제약조건이 있었다고 쳐도 북일회담 당초는 그 의제의 

첫 번째로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규정을 다룰 ‘기본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서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뜻한 ‘경제 제 문제’가 규정되고 있었음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2. 제1차 회담

1991년 1월 31일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제1차 회담이 시작되

었다. 동 회담은 그 후의 북일교섭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회담이었다. 우선 동 회담에서 양 측 대표가 제기된 논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된다.

<표 1>을 보면 아는 바와 같이 동 교섭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 측은 본회담 벽두에서 사실상 동 회담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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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즉 나카히라(中平立) 

대표 발언의 첫 번째 요지에 있는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라는 

말은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 한국과의 협조를 의미한 것이

며 또 두 번째 요지에 있는 “한일관계가 후퇴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는 표명은 북일수교의 내용이 당시 한국이 추진하던 남북한의 대화와 유엔가

맹이라는 정책에 대한 악 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수락하지 못한다는 

방침은 일본에게 실리를 줄 방침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요지에 나타났다. 즉 그 세 번째 요지는 북일 간의 문제처리를 한일 간의 기

본관계조약에서 정한 법적 틀에서 행할 것을 밝힘으로써 한국과의 형평성이

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외면을 유지할 것을 공식화

시킨 것이었다. 이미 저자가 상세히 논했다시피 한일 간에서 체결된 기본관

계조약에서는 그 막판 교선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암시하는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다.6 무엇보다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서는 소위 ‘이

미’(already)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조약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조항

이 되어 있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아직 초기 교섭 단계라는 것도 있고 동 석상에서는 분명

한 태도 표명은 없었으나 한일회담의 경험을 아는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볼 때 

한일 간 기본관계조약의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 경제적 문

제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경제협력으로 인한  해결을 예고한 말이었음은 틀림

없다.   

한편 북한은 그 첫 번째로서 병합조약의 불성립 규정을 요구했다. 물론 동 

주장은 아직 벽두 연설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표현 등의 제안은 없었으나 일

단 한일회담 당시 한국이 ‘null and void’로 규정함으로써 병합조약이 출발

부터 무효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려고 한 한일회담의 경험을 상기시킨다.7 그

 6. 이러한 기본관계 교섭에 관해서는 장박진(2009: 466-510)에서 상세히 논했다.

 7. 한국은 제1차 한일회담 제4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조약 초안”(Draft Basic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에서 
동 요구를 공식화시켰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

록, 제1차~제8차, 1952. 2. 22~4.2: 59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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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북한은 두 번째 문제인 경제문제의 처리에 관해서는 한일회담과 큰 차

이를 보 다. 북한은 그 문제가 첫 번째 의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

조하고 그 두 가지 의제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으나(｢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

の政府間第1回本会談｣, 1991. 4: 20) 그 구체적인 처리 방식으로서는 교전

국가 간의 처리방식을 의미하는 배상과 재산청구권 방식의 병용을 요구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일화담에서 한국은 병합조약의 원천 불법성과 청구권 

문제를 절단하여 경제 문제를 재산청구권으로서만 제기했다.8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런 한일회담과의 차별성 속에 북일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핵심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적 처리문제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따른 청산 문제

라고 친다면 기본문제는 바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

며 따라서 동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북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 옳다. 따라서 병합조약의 표면적인 무효규정을 요구하면서도 경

제문제를 합법적인 상황 하에서도 생기는 재산청구권으로 제출함으로써 사

실상 제1의제와 제2의제를 절단한 한일회담의 진행방식과 비교할 때 북 측 

주장이 논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관해서 굳이 교전국 간의 배상 

형식과 재산청구권 방식을 요구했다. 재산청구권에 관해서 구체적인 요구항

목이 제출되었는지 현 단계에서 확인된 바가 없으나 그것이 배상형식과 따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각종 예금, 보함 등의 

환불요구 등 교전관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한 요구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 처리에 대한 북 측 요구의 한국과의 차별성은 전자인 배

상형식으로 인한 처리에 있음은 확실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 형식은 첫 

번째 문제인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개념적으로 꼭 일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8. 사실 한국은 제1차 한일회담에서 소위 대일8항목요구 리스트를 제출했을 때 그 청구
의 의도를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장래의 한국의 생존(existence)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동 
청구가 불법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의 요구가 아닌 점을 천명하고 있었다(제1차 한일
회담(1952. 2. 15~4. 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0~4. 1: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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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왜냐하면 교전관계는 식민지 지배-피지배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며 또 역으로 교전관계가 없어도 병합 자체가 불법적이면 그 지배에 따

른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많고 적음을 떠나 양자의 처리 형식에서

는 그 대상 시기, 요구 항목 등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양

자 중 어느 쪽 형식을 선택하는가는 북한의 동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자세를 

비추어내는 중요한 판단재료가 된다. 그리고 북 측이 요구한 것은 배상형식

이었다. 북한은 그 이유를 과거의 북일관계가 식민지와 종주국 간의 관계로

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강행한 일본과 침략에 반대한 조선 간의 

교전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조 ․ 일(朝日) 관계는 전쟁피해에 관

한 보상형식을 기본으로 총괄”(｢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1回本会
談｣, 1991. 4: 21)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 북한이 병합조약의 불법성을 주

장하면서도 막상 그 현실적 피해 처리에 관한 방식에 관해서 배상형식을 요

구한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 의도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면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로부터 김일성 장군의 지도 아래 조선혁명군이 항일투쟁을 

정식으로 선포하여 15년간 일본국과 싸워 승리했다.”9

“남조선에 수립된 정권은 남조선에 남은 친일분자를 미국이 받들어 만든 

괴뢰정권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북에 수립된 정권은 근본이 다르다. 공화국 정

권은 위대한 김일성 수석에 의해 조직, 전개된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한 혁명

투사를 중핵으로 세운 국가입니다.”10  

즉 북 측은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진 북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

제문제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로서 따지는 것보다 교

전관계에 따른 처리형식을 요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펼친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경제문제 처리라는 요구는 결코 식민지 지배 자체의 청

산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동 주장은 김일성 등

 9. 전인철 대표의 발언(｢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1回本会談｣, 1991. 4: 21).  

10. 정태화 대표의 발언(鄭泰和, 2002. 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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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일활동을 민족의 해방투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고 해

야 하겠다. 

북한은 그를 위해서 자칫하면 일본의 병합을 합법화시키는 부작용을 내포

한 논리를 폈다. 동 석상 북한은 배상형식의 정당화를 위해 교전관계는 정규

군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병이나 파르티잔도 교전자로 인정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물론 정규군 간의 교전관계가 아닌 점을 강조한 동 주장은 

김일성의 항일파르티잔 투쟁을 일본과의 교전으로 승격시키려 하는 의도에

서 나온 것이나 동시에 동 주장은 비록 망명정부라고 쳐도 한민족을 대표하

는 주권국가로서의 임시정부와 그에 법통을 찾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

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교전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 정규군이 아닌 점

을 인정한 북 측 주장은 한민족이 정규군을 가지지 못하는 주권 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주장이었다. 따라서 동 주장은 자칫하

면 병합조약에 의한 한민족의 주권 상실, 즉 병합조약의 합법성 논리를 강화

하는 위험한 논리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전관계를 들고 나옴으로써 오히려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로 인한 청산을 어렵게 하는 태도마저 서슴없이 취한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 역시 한일회담에 들어가기 전에는 

임시정부로 인한 대일 선전포고 등을 근거로 대일교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희

망하여 그에 기초한 배상형식으로 인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다.11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에서 배제되

었다. 그 정치적인 속성으로 인해 미국의 극동정책에 동조해야 만 했던 한국

은 그로 인해 한일교섭에서 교전국 간의 배상형식을 주장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이 그 실현성을 막론하고 북일회담에서 교전관계로 인한 배상요

구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대립이라는 냉전의 이력으로 인해 미국의 

대일평화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

서 일본과의 교섭에서 실제 배상형식을 제기했는지 어떤지는 양국정부의 자

11. 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풀이 되다. 하나는 대일교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즉 
대일평화조약 참가는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해 과거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연합국의 전후 처
리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소극적인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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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평가하는 데 큰 무게를 두어야 할 잣대가 아니다. 남북 모두 자신의 국

가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따지는 자세보다 교전국

가 간의 처리를 당초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제2차 회담  

1991년 3월 11일부터 열린 제2차 화담은 제1차 회담에서 제기된 북한 측 

주장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 표명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12 일본은 

벽두 자신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이 한일관계의 강화에 있음을 천명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가 한일관계의 악화와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밝혔다. 이 

주장은 그 자리에서 나카히라 수석이 표명했듯이(｢朝日新聞｣, 1991.3.12) 직

접적으로는 당시 중단되던 남북수상급 회담의 개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

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일회담을 한일회담의 틀 안에서 처리할 방침을 

구체화시키는 정지작업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 점이다. 사실 동 회담

에서 일본은 기본관계 및 경제문제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한일회담 시와 

같은 주장을 펴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동 석상 기본관계 문제에 관해 병합조약 등은 합법적으로 맺어

졌다는 것, 한반도 남측에 대한 북 측 관할권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또 경

제문제에 관해 교전관계로 인한 배상처리는 수락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주장

했다. 그리고 이들 주장이 한국과의 교섭의 조화와 일본의 실리를 연결하기 

위한 논리 음은 틀림없다.   

우선 기본관계 문제에 관해 병합조약의 합법성은 한일회담에서 이미 일본

이 공식화시킨  입장인 이상 한국과의 균형을 생각해서라도 북 측과의 협정

으로 그것을 부정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또 그것은 향후 구체적으로 문제

처리를 행해나가는 데 북 측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2. 조선중앙통신은 전인철 수석대표의 말로서 일본 측 입장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동 회
담에 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2回本会
談｣, 199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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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합법성이라는 입장 아래 이루어진 한국과의 과거처리 문제를 다시 재

연(再燃)시키는 위험한 일이었다.    

또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북한의 관할권 제한 주장 역시 일본에게는 한국

과의 처리의 균형과 실리추구의 두 마리 도끼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한국의 합법적 성격과 남측 관할권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일 기본관계조약 제3조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문제 처리에 있어서 일

본의 부담의 역을 북 측에 한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일 사전준비의 의미

를 지닌 주장이었다. 또 관할권 규정의 부재는 과거 한국과의 처리를 위해 

제공한 남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정당성 여부를 또 다시 논란거리로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 석상 일본이 북한의 관할권 제한을 분명히 주장한 것을 제1차 

본회담 시 북한이 제기하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부정

답변으로 보는 해석(｢朝日新聞｣, 1991. 3. 12)은 충분하지 않다. 가령 북한

이 관할권 문제를 쟁점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본은 반드시 그 규정을 요

구했을 턱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 측 노동신문은 관할권의 제한 명시를 주장하는 일본 측 주장을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할권 소유라는 입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교관계 설정에 즈음하여 관할권 확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서만 논평하고 있다(｢노동신문｣, 1991. 3. 27).13 즉 원칙적인 주장을 거듭하

는 경향이 강한 북 측 역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일본과의 교

섭에 있어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주장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

다. 따라서 일본 측 관할권 제한 주장은 북 측 주장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일본의 적극적인 요구임은 틀림없다.   

한편 북 측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일회담 당시와의 시대적 상황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과오는 

없을 것이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은 청구권 교섭 타결 후 본격화 된 기본관

계 교섭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규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

13. 동 기사는｢第2回朝日会談을 취재하여｣(1991. 5: 11-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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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를 위해서 사실상 제2조 병합조약의 합법성 해석을 강화하는 “이

미”(already)의 삽입조차 받아들 다.14 

한국 정부가 그런 대가를 치르기까지 해서 관할권을 중시해야 했던 한일

회담은 세계적 냉전체제 아래 한반도에서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동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대표성을 일본에 

인정시키는 형식적인 문제와 더불어 일본과 북한의 접촉을 통한 북한체제 강

화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일회담에 임한 북

한에는 이미 그런 정치적 과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북일회담에서는 앞으로의 

한일 접촉의 차단이라는 과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간 30년 

가까이 쌓아 온 한일관계의 실적을 뒤집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을 리도 없었

다. 그런 상황 하에서 관할권 문제의 제기는 오히려 북한의 지리적 한계를 

공식화시키는 문제 이외에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 측 입장에서는 그 논

의는 일절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또 경제문제에 관해 일본 측이 배상을 부정하면서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 역시 한일회담의 틀과 모순된 것이 아니다. 물론 청구

권의 인정은 결과로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된 한일회담의 처리 방식과 달

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한일회담과의 조화를 잃는 것이 아닌 점은 무엇보

다 한일회담의 역사가 가리키고 있다. 

  즉 한일회담 당시 일본은 당초 재산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 자료적 증빙, 액수 등으로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경

제협력방식으로 인한 처리를 성사시켰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일본이 북 측

에 대해 배상방식을 거절하면서도 청구권 방식을 인정한 것은 한일회담에 따

른 처리 방식으로부터의 질적인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 교섭 초

반이던 그 자리에서는 우선 배상형식으로 인한 해결만을 기각하여 그 후 청

구권 방식을 포기시켜 나갈 전략이었음은 한일회담의 역사가 가리키고 있으

면 또 실제 이하 논하듯이 북일교섭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경제문제의 처리에 서두르지 않는 일본의 자세는 제1차 본회담에서 북 측

14.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의 자세한 교접과정의 분석은 장박진(2009: 466-510)에
서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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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하던 일본 측의 대북 재산청구권 보유 부정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제

기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1차 회담에서 북한이 일찍 동 

주장을 편 이유가 한일회담 당시의 경험에 기초한 것임은 틀림없다. 한일회

담 당시 일본은 이미 예비회담의 단계로부터 재한일본인재산의 한국 정부로

의 귀속에 대해 소위 ‘역청구권’을 내배치고 한국의 대일청구권 봉쇄 전략을 

드러냈다.15 그런 자세와 달리 일본이 동 회의에서 북한의 일본 측 대북 청

구권 보유 부정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기록은 없다. 혹시 실제 그 단계

에서 일본이 동 주장을 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핵문제나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본이 아직 북일회담을 본격적인 타결단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제3의제인 국제문제 등의 해결을 본 후 북일 두 나라 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단계에 접어들고 나서 일본의 대북 청구권의 주장 등

을 들고 나와 청구권 형식으로 인한 해결이 어려울 것을 인식시켜 그 후 경

제협력 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도모할 전략이었음은 확실하다. 실제 이 추론

은 이하의 교섭과정이 입증하고 있다.   

또 동 회담에서는 전후의 보상을 선언한 3당선언에 관해 일본은 전후의 

관계는 냉전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격한 대립과 북 측 정책의 결과임으로 그

에 따른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힌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4. 제3차 회담   

동년 5월 20일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에서는 회담 진행방식에 관해 주목

되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은 동 회담에서 네 가지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던 

15. 한국 측 대표의 발언에서는 일본 측은 예비회담 제5차 회의에서 “재산 및 청구권 처
리에 관한 협정의 기본요강”을 제출하여 사실상 대한 청구권을 공식화시키고 있으나 
이 회의 날짜는 1951년 10월 30일이다(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
회의회의록, 제1차~10차, 1951: 189). 그러나 일본 측 자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이는 요강 제출은 1952년 3월 6일로 되어 있으므로(外務省, 1953: 18) ‘역청
구권’의 명확한 주장 시기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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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의 회담 진행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새로운 진행방

식으로서 첫 번째 문제로부터 차례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에 대해 

일본은 동시 해결을 고집했다.  

한일회담 당초 일본은 구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국교를 정상화시

킨다는 소위 “선 해결, 후 국교정상화”를 주장한 한국에 대해 그 반대인 “선 

국교 후 해결”을 주장했다.16 그 점에서 북일회담에서 보인 일본 측 일괄타

결 주장은 한일회담 시의 자세와 큰 차이를 보 다.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북일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양국의 정책적 과제

가 한일회담 시와 다른 데에 기인한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한일회담 당시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서 어업분쟁이나 재일한국인 중의 강제송환 인수 문

제 등을 안고 있어 시급한 외교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 측의 그런 사정을 담보로 삼으로써 청구권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해결, 후 국교’ 전략을 취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런 한국 측 청구권 해결의 필요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선 국교 

후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교섭전략이었다.      

그와 비교해 북일회담에 임하는 일본 측 과제는 정반대 다. 미국과 한국

과의 요구와 보조를 맞추어 교섭을 진행할 것이 요구되던 일본 측 입장에서

는 동 회담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문제는 당시 핵 사철 등의 안전보장 문제와 

남북유엔 동시 가입, 남북대화 촉진 등의 한미 양국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다(｢朝日新聞｣, 1991. 5. 21). 따라서 그들 문제에 선행한 북한과의 수교

는 일차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한편 북일회담을 과거사 문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는 장으로 삼는 것

이 최우선의 과제이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 회담은 두 나라 간 문제로서 

고나가야 했다. 동 문제가 핵 문제나 남북한 문제와 얽힐 경우 결국 그 실현

은 다른 문제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북한이 첫 번째 기본관

계로부터 차례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두 나라간 문제와 세 번째 

16. 예컨대 한일회담 시 일본은 다른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제1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을 뜻한 우호조약 초안을 제출하고 
있다. 동 조약안은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1122-1126)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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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를 뗄 것을 요구한 것을 뜻했다.  

따라서 한일회담 시 펼쳐진 “선 해결, 후 국교정상화”라는 한국의 전략17

에 비교해 식민지 관계 청산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옳아 보이는 북한 측 

기본관계 문제로부터의 처리 방식 요구에 대해 단순히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은 어리석은 판단이라 해야 하겠다. 그 주장은 식민지관계 청산을 위한 핵심

적인 요구로서 제기되었다기보다 국제문제와의 연결을 끊어야만 했던 북 측 

전략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북한의 건국신화를 강화

하기 위해 경제문제를 당초부터 식민지지배에 대한 처리로서가 아니라 교전

관계에 따른 배상형식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 북한 측 자세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하 볼 평양선언에서의 경제협력 방식의 수락이 입증

하고 있다. 즉 식민지 관계 청산을 위해 타당한 기본문제로부터의 토의라는 

북 측 요구는 자신들의 체제 강화를 위해 필요하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주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3차 회담에서는 또 하나 주목될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제1의제에 관

한 북 측 신 제안이었다. 일단 동 제안은 협의 종료까지 공표하지 않는 것으

로 합의되어 있으며(｢朝日新聞｣, 1991. 5. 22)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18 그러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91. 5. 21(석간))이 전하

는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바람직한 사실이 아니나 우리의 주권은 조산반도

의 반 밖에 미치지 않고 있다” 는 것이므로 북한 측 제안이 기본관계 수립에 

있어서 북한의 관할권 제한 규정을 성문화(成文化)시키는 것에 관한 타협이

었음은 틀림없다. 동 보도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동 신 제안의 내용을 한

국에 전달하는 것과 함께 위 북한 측 제안을 한국 정부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평가하지 못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측 관

할권 제한규정의 요구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한국 정부는 북일수교라는 무대를 활용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17.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청산에 대한 이 전략의 한계는 장박진(2009: 제3부)에서 포괄
적으로 논했다. 

18. 조선중앙통신 역시 전인철 대표가 회담 전진을 위해 제1의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안
을 제시했다는 보도만 하고 있다(｢朝日政府間第三回本会談에 관한 조선단장의 기
자회견｣, 1991. 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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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측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시켜 ‘남측 해방’이라는 전통적 

적화통일의 근거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고 풀이 된다.  

북한 역시 그런 정치적 함의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북한은 그런 미묘한 문제에 대한 양보의 자세를 보인 것은 북한이 북일회

담 당초부터 그 타결에 대해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조기 타

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본은 핵 사찰, 남

북 유엔가맹, 남북대화라는 세 가지 문제 이외에도 동 회담에서 소위 ‘이은

혜’ 문제를 들어 그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오늘 날처럼 아직 납치문제가 국

민적 관심사가 아니었던 회담 초기에 일본이 북 측의 반발이 예상될 동 의혹

을 굳이 제기한 것은 단순히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즉 동 회담의 조기해결에 대한 북한 측 열의와 달리 일본 측 입장으로 볼 

때 미국,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일회담은 핵 사찰, 

남북한 문제를 고려하면 아직 지연시켜야만 하는 단계에 있었다. 또 회담의 

지연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북한 측 교섭 능력을 떨어뜨릴 전략이기도 했

다. 바로 이은혜 문제의 제기는 지연을 위한 명목 쌓기에 불과했다. 사실 적

어도 동 문제의 해결이 북일회담 당초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

었음은 그 이후의 일본 측 움직임이 입증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지연전략’으로 인해 북일회담은 다음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되었다. 북 측 전인철 대표는 이런 일본 측 태도를 “조선 측이 

일본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듯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朝
日政府間第三回本会談에 관한 조선단장의 기자회견｣, 1991. 7: 104)고 허세

를 떨쳤다. 그러나 그 지연 전략이 북 측의 교섭능력을 저하시킨 것은 후술

할 평양선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제4차 회담 

1991년 8월 31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된 제4차 회담은 남북 동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   153

시 유엔가맹,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 사찰 협정문의 합의 등 

일부 진전된 외부환경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수상회담

의 연기, 핵 사찰 협정의 체결 및 이행 등 새로운 숙제가 제기되었다(｢朝日

新聞｣, 1991. 9. 1). 또 일본은 이미 제3차 회담에서 제기하던 이은혜 문제

라는 불씨를 다시 던졌다. 그로 인해 동 문제의 취급을 둘러싼 대립으로 본

회담은 당초 예정되던 1991년 8월 30일에 열리지 못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에게는 동 회담 역시 타결로 이끄는 회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본회담에서는 우선 기본관계 문제가 토의되었다. 동 

석상 북한은 관할권 제한의 표현에 관한 절충안을 제출, 사실상 북한의 관할

권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그친다는 표현으로 할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朝日新聞｣, 1991. 9. 3). 물론 이 보도는 공식문서를 통해서 검중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동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일 간의 기본관계조약 제3조

와 비교해 큰 양보라 할 수 있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관할권 문제에 관해 

지리적인 개념을 씀으로써 한국 정부의 관할권에 제한이 있음을 노출시킬 것

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유엔결의 195(III)호를 인용하여 법적개념 사용으로 

일본 측과 타협했다.19 즉 한국 정부가 주장해 왔듯이 유일합법성 개념은 정

치적으로 한반도 전역의 대표성을 뜻한다고 해석할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

리적인 제한의 노골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에 비교해 북한이 보다 강한 관

할권 제한을 부각시키는 지리적인 표현을 허락했다는 것은 물론 한일회담과 

북일회담의 시대적 차이가 가능케 한 것이나 아울러 국제적 환경 개선으로 

인해 북 측이 동 회담을 교섭 진전을 위한 장으로 강하게 기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관할권 문제에 관한 북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경제문제에 관

해서 한층 더 그 요구 수위를 높 다. 일본은 당시 적법으로 이루어진 징용 

등에 따라 생긴 사망 등의 인적 피해에 관해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또 재산관련의 보상에 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입증책임이 북 측에 있음을 

주장했다(｢朝日新聞｣, 1991. 9. 2). 그 주장은 한일회담에서 편 일본 측 주

19. 이런 교섭 흐름은 장박진(2009: 466-510)에서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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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었다.20 배상형식은 물론 청구건 형식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음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었다. 북 측 전인철 수석은 그 

자리에서 이런 일본 측 자세를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여 보상을 면하려고 

하고 과거의 청산을 성실히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四回本会談｣, 1991. 11: 17). 그

러나 그런 일본 측 자세는 단지 과거에 대해 뉘우침을 가지지 않는 일본 단

독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 과거에 대한 일본 측 인식은 한일회담 당시와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1965년의 한일 조약 비준국회에서 병합을 대등한 의사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정당화한 사또(佐藤栄作) 수상의 발언과 달리 북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이미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교섭에서 일

본이 청구권 방식으로 인한 해결조차 거부할 자세를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한일회담을 통해서 기존사실로 되어 있던 처리 방식과의 균형을 

잡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그 틀을 깨뜨릴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6. 제5차 회담 

1991년 11월 18일부터 시작된 제5차 회담에서는 위와 같은 일본 측 논리

에 대한 북한 측 반론이 제기되었다. 전인철 수석이 제기한 반론은 보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카이로선언이나 

20. 입증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제세는 청구권 토의가 본격화된 제5차 
한일회담 제9차 및 제1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서의 토의 등에 잘 나타났다. 희의록
은 第五次韓日會談 豫備會談 會議錄(一般請求權委員會, 船舶委員會, 文化財委

員會)(제9차: 121-141; 제11차: 157-178)에 수록되어 있다. 

21. 예컨대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 시 가이후(海部俊樹) 수상은 “과거 한때 조
선반도의 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로 인해 참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체험하신 것에 대
해서 겸허히 반성하여 솔직한 사과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過去の一時期, 朝

鮮半島の方々が我が国の行為により耐え難い苦しみと悲しみを体験されたこ

とについて謙虚に反省し, 率直にお詫びの気持を申し述べたいと存じます)”라고 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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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선언의 내용, 독일정부가 나치스 시대의 실정법을 부정해서 보상한 사

실관계(｢朝日新聞｣, 1991. 11. 19(석간)) 기타 미국의 일본계 이민자들에 대

한 보상 실적(｢朝日新聞｣, 1991. 11. 20) 등이 제기된 근거들이었다.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 관한 언급은 한일회담 교섭 당시에도 확인되는 것이

나 나치스나 미국의 보상 문제가 그 요구 근거로서 제기된 것은 북일회담의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 측은 위의 근거를 들어 “도덕적, 국제적 관례

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朝日新聞｣, 1991. 11. 20) 바로 그런 ‘도

덕적 국제적 관례’라는 북 측 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말은 북한

이 제기한 그들 근거 역시 일본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사정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관해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동 회담에서 북한이 동 처리 

방식에 관해 그 요구를 확실히 달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석되는 점이다. 북한

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4차 회담에서 이미 일본 측의 자세를 식민지 

지배와 연결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동 회담에서 북한은 “보

상이라고 함은 과거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조선의 주권과 토를 

강탈하여 식민지 지배를 강요함으로써 조선인민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와 

불행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상”(｢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五回

本会談｣, 1992. 1: 21)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서 

인용한 “특히 1930년대로부터 김일성 장군의 지도 아래 조선혁명군이 항일

투쟁을 정식으로 선포하여 15년간 일본국과 싸워 승리했다”는 주장에서 나

온 배상형식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즉 보통 교전국가 간의 전승-패전 관계로 인해 이루어지는 배상과 달리 

‘무력으로 침략, 주권과 토 강탈, 식민지 지배 강요’라는 요구는 교전관계

라기보다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상기시킨다. 그런 의미

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북 측의 치리방식 요구는 확실히 그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왜 이 시기 일어났는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당초의 요구이던 배상형식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따른 처리로 옮긴 과정을 볼 때 북 측에게 그 처리 방식의 선택이 차선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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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며 사실 이후의 교섭 내용은 그런 추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7. 제6차 회담

1992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6차 회담은 남북한의 불가침선언과 핵 사

찰 협정이 같은 날(현지 시간)에 빈(Wien)에서 조인되는 등 극적인 외부환

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또 그 당시 불거지고 있었던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과거청산의 

문제 처리에 관해 일본을 추궁하는 데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회담이

기도 했다.  

이와 같이 회담진전을 위한 호재가 갖추어진 가운데 양국은 처음으로 기

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기본관계조

약안”을, 이어 북한은 “선린우호조약안”을 제출했다(｢朝日新聞｣, 1992. 1. 

31).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회담에서 “기본관계”라는 명칭 사용을 주장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회담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조약과 같은 명칭을 쓰려고 제안한 것은 일본이 한국과의 균형을 

잡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었다. 다만 

동 조약 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성,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파악

은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 측이 공동문서에까지 과거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점(｢朝日新聞｣, 1992. 1. 31), 또 조선중앙통

신이 일본 측 자세를 “범죄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서, 과거를 청산하는 피

해자인 조선과의 공식문서에 끝까지 남긴다”(｢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

府間第六回本会談｣, 1992. 3: 16)는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한 한일회담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이 단계어

22. 동 조약을 “기본관계”로 하기로 한 경위에 관해서는 장박진(2009: 263-264)에서 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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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 즉 병합조약의 합법성 규정을 북일조약에서도 

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또 그와 관련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

구했다. 이것 역시 한일 간의 기본관계 교섭에서 일본이 요구한 결과 그 전

문(前文)에서 언급되게 된 것이었다. 일본 측 동 요구의 저의에는 동 조약 2

조(a)의 내용이 있었다. 바로 동 조항은 한반도의 독립을 일본이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 조약은 병합조약의 합법성과 그에 따라 한반도

의 독립이 정세 변화에 따른 단순한 ‘분리독립’에 불과함을 시사하는 것이었

다. 한일교섭에서는 한국 측 반대로 인해 평화조약 자체에는 언급하면서도 

그 2조(a)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문제의 해결이 이루

어졌다. 

따라서 일본이 북일회담에서 동 조약의 규정을 요구한 것은 위에서 언급

한 한국과의 교섭경위를 생각하면 그 의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23 이에 

대해 북한은 첫 번째 회담 때부터 대일평화조약은 인정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음을 밝혀 왔다고 주장해서 일본 측 규정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朝日国
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六回本会談｣, 1992. 3: 18).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은 동서 냉전이라는 역학 구조 아래 사실상 미국과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부분강화’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든 그 정치적 속성

으로 인해 동 조약을 승인해야 했던 한국과 달리 북한은 동 조약 자체를 부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의 규정 여부는 한일회담의 틀을 넘는 측면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동 조약에 관한 규정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전인철 수석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상문제에 관해 

“어떤 형식이 되 든 사죄와 그에 걸맞는 보상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朝日

新聞｣, 1992. 2. 3)고 말함으로써 일본에게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물론 동 발언에 구체적인 표현은 없으나 제5차 회담에서 이

미 보상 요구의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상형식을 고집

23. 다만 동 교섭에서 일본이 동 2조(a) 조항의 규정까지 요구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다. 

다만 가령 동 석상 그 조항의 규정까지 요구했다고 쳐도 한일 간의 조약과의 균형을 
생각하면 일본 측에게도 동 조항까지의 규정이 필수요건이 아닌 점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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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내비친 것이라 풀이 된다.     

북한이 왜 그런 타협자세를 보이기 시작한가에 관한 명확한 자료적 근거

는 없다. 그러나 동 회담은 일본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남북한의 대화, 유엔

동시 가맹, 핵 사찰 협정 체결이라는 조건들이 일단 충족된 조건 아래 열리

게 되었다. 다시 말해 동 회담은 북일회담 개시 후 그 타결을 위해 일본이 

요구해온 전제 조건이 거의 다 성립된 후에 개최되었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

은 그런 호전된 외부조건 아래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일본에 대해 신속

한 타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본회담 개시 후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이 그 체제

정당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배상형식을 사실상 취하할 자세를 보인 것은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배상이라는 치리형식이 절대조건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부터 북한이 교전관계로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일본과의 실제 교섭에 들어가서 그

것을 확인한 북한에게 남한에 대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 남은 것은 식민

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8. 제7차 회담

1992년 5월 13일부터 개시된 제7차 회담에서는 확실히 그런 자세가 드러

났다. 우선 기본관계문제에 관해 북 측은 통일로 향하는 과정의 특수한 관계

라는 입장에서 휴전선을 국경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관할권이 북반

부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 공식 타협했다(｢朝日新聞｣, 1992. 5. 14). 그와 반

대로 외교관계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정합성(整合性)을 주장하

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七回本会談｣, 

1992. 7: 45). 그것은 병합조약의 불법성 규정을 애매하게 한 한일회담을 비

판하는 의미 다. 다시 말해 한일 간의 기본관계조약 중 제3조에 관해서는 

그와의 정합성을 받아들 으나 제2조에 관해서는 그에 따르지 않음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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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셈이었다. 그 자세는 한일회담에서 제2조보다 제3조를 중요시한 한국 정

부의 자세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그만큼 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북한 측에게 유리했다. 

사실 경제문제에 관해 동 회담에서 북 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위안

부 문제를 정명으로 내세워 그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朝日国交正常化

のための政府間第七回本会談｣, 1992. 7: 46-49). 이미 교전관계로 인한 배

상방식을 포기하는 자세로 전환한 북 측에게 동 문제의 추궁은 경제문제의 

성격을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가해-피해 문제로서 부각시키는 데 최적이었다. 

동 문제는 그 성격상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외면하려고만 하던 일본조차 세

계적인 비난 속에서 그 책임을 묵살하기 어려운 문제 다. 따라서 수많은 피

해 속에서 북한 측이 굳이 동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동 문제의 상징적 

성격을 이용하려는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본은 동 문제에 관해서도 재산청구권 문제의 틀 안에서 취급할 것을 밝혔다

(｢朝日新聞｣, 1992. 5. 16). 

인적 피해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상징적 문제까지 ‘재산청구권’

이라는 틀 안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한 일본 측 불성실한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저자가 밝혔다시피 동 문제를 재산청구권 문제로서 

처리하려 한 흔적은 한일회담 당시의 한국 측 자세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었

다. 한국 정부는 그 내부문서로서 제4차 한일회담에서 제기할 청구권 항목 

리스트 속에 위안부의 보관금을 올리고 있으나(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

계자료, 1958: 727) 그 상징적 피해 자체에 대한 추궁의 흔적은 없었다. 성

적 피해라는 인권유린의 상징적인 문제가 단지 본국 정부로 인해 ‘보관금’의 

반환 문제로 왜소화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동 문제를 청구권 범위로 처리하려고 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마찬가지 다. 따라서 일본이 동 문제를 재산청구권 문제로서 처

리한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그 책임의 외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일회

담의 교섭 내용이 귀결시킨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경제문제가 경제협력 방

식으로 인해 해결된 바람에 위안부의 보관금 문제는 청구권 문제로서조차 처

리될 일은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청구권으로서의 처리를 언급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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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주장 일본 측 반론

첫째: 1905년의 乙巳五조약과 1907년의 丁巳
七조약에는 국왕의 서명 및 어새(御璽)가 없으
며 이것은 1889년에 제정된 “재한국국제” 제9
조의 “황제가 직접 제 조약을 체결한다”와 
1894년 11월 21일 勅令제1호 조약비준서의 
“황제가 직접 서명한 후 어새(國璽)를 찍는다”
라는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조약에는 꼭 국왕의 승인가 필요하며 국
가가 비준하지 않으면 그 조약은 종이조각이 된
다는 19세기 이후의 만국공법(萬國公法) 제
405장과 제406장 규정과 어긋난다.
셋째: 1963년 유엔국제법회의 기록에는 체결 당
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는 조약으로서 乙巳五
조약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 동 회의에는 일본의 
요코타(横田喜三郎:전 최고재판서장관）가 참
가하고 있다. 
넷째: 乙巳五조약 당시의 일본공사이던 하야시
(林権助)가 그 자서에서 동 조약이 강압적 방
법으로 날조되었다고는 쓰고 있으며 또 당시 서
울 주재 독일 대사관 관계자가 동 조약을 일본
의 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명백한 폭력사용의 
증거가 된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첫째: 乙巳五조약, 丁巳七조약에는 대외
적으로 조선을 대표한 수상 및 외상이 서명
하고 있다.
둘째: 양 협정에는 비준사항이 없으며 황제
의 인증은 필요 없다.

자료: 북한 측 주장은 ｢朝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八回本会談｣(1993. 1: 48-49); 
厳正彦編(1997: 116-117)에서, 또 일본 측 반론은 ｢朝日新聞｣(1992. 11. 5)에서 저자
가 정리. 

<표 2> 제8차 북일회담에서의 구조약 무효 문제에 관한 양국 견해

측 발언이 최종적인 입장이 아닌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일회담의 결과

라는 엄연한 제약조건은 각 개별적 개인보상의 문제를 봉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동 문제 역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역사 속에 묻어지게 됨

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평양선언에 나타난 것이었다.   

9. 제8차 회담 

1992년 11월 5일로부터 개최된 제8차 화담은 일본의 이은혜 문제 제기에 

따라 도중에서 중단되는 회담이 되었으나 식민지관계 청산 문제를 생각하는 

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전개한 회담이었다. 그것은 병합조약의 불법성 여부

를 둘러싸고 한일회담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논점을 북 측이 제기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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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북한이 병합에 관한 불법성 논리를 전개한 것은 경제문제를 교전관

계로 인한 배상문제로부터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로 전환하는 데 

논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북한 측 주장과 일본 측 반론을 우선 정리하

면 다음 <표 2>와 같이 된다.

북 측은 <표 2>와 같은 국제법 및 역사적 사실을 들어 그들 불법적인 조

약으로 인해 주권을 상실하고 있던 상황에서 체결된 1910년의 병합조약은 

조약체결의 주체가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조약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그런 논의는 한일회담에서는 한 번도 제기된 일이 없는 내

용들이었다.

물론 그런 남북한의 자세의 차이에는 그간의 역사학의 발전단계의 차이가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 역시 그 내부

에서는 당초 병합조약의 강압성에 따른 원천 무효를 근거로 불법적 지배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한일회담을 진행시킬 구상이 일부에서 검토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 개시 후 그것이 실제 

토의의 도모에 오른 일은 없었다. 왜 한국이 정식으로 그런 주장을 한일회담

에서 올리지 않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한다. 하나의 추정으

로서는 대일평화조약에 의거해서 회담을 진행해야 했던 한국 측 입장에서 대

일평화조약에서 병합조약의 원천 무효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진행을 도모해도 애당초부터 그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인지도 모

른다.25 

그러나 그 성사의 현실성을 떠나 그런 요구가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한일회담과 비교해 비록 교전관계에 따른 배상형식으로부터의 방침변화라고 

쳐도 북한이 일본과의 정식 토의 과정에서 병합조약 등의 불법성을 들고 나

온 것은 식민지관계 청산 교섭을 진행하는 데 정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이다.

24. 한일회담 개시 전에 본국정부로의 건의로서 주일대표부가 조사 연구한 결과로서 정
리된 동 구상은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로서 나타났다.

25. 다만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도 동 요구를 규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
어 보이므로 그런 진행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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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일회담 당시와 달리 80년대 이후 한반도 지배에 대한 사과의 자세

를 보이던 일본 정부 역시 <표 2>의 반론에 나타났듯이 병합조약의 합법성 

자체는 양보하지 못하는 한계선이었다. 물론 그것은 일차적으로 일본 측 국

익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인정은 북한 측과의 처리문제

에 관해 불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매듭지은 한국과의 처리를 근본으로

부터 바꾸어 버리는 위험성을 동반했다. 더 나아가서 그 인정은 한국과 맺은 

과거의 처리방식이 정당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병합조약의 원천 무효에 따른 교섭 진전이 곤란한 것은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 다. 병합조약에 대한 일본의 불법성 승인은 과거 한국 정부

가 타결시킨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의 격차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에 따라 한국 정부가 행한 교섭의 정당성 결여가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었

다. 또 북한과의 교섭에서 만약에 병합조약 불법성 인정이 성립되었다고 쳐

도 한국이 그에 따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치적

으로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동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의 성과에 따라 번복한다는 정치적 망신을 뜻하기 때문이

었다.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듯이 구 조약의 무효 문제에 관해 공동대응을 호소

한 1992년 6월의 북한 측 제안(｢旧朝鮮と日本との不法条約問題に関して

対日共同対応を提案する。延享黙総理が南側｢総理｣に送る書簡｣, 1992. 8: 

2-4)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산적 등의 핑계를 대고 수용하지 

않는 방침을 시사(｢동아일보｣ 1992. 6. 23), 결국 동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역사학자 간의 학술회의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만 전하는 데 그쳤다(｢동
아일보｣ 1992. 6. 26).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공식 부정한 셈이었

다. 물론 그 이유의 하나에는 초미의 과제인 북핵 문제를 위해 일본과의 협

조가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정치적 선전에 활용

될 것이 분명한 북 측의 구조약 무효 교섭에 대해 남측이 협력한다는 것 역

시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은 결국 한일회담에서의 처리라는 기존사실에 있었다. 

동 교섭에서 한일병합의 합법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확정되고 있었던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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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북한과의 교섭에서만 그것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막아야 하는 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26      

10. 제9차 회담 이후의 교섭과 평양선언의 정치적 의미 

북일회담은 그 후 결국 핵 의혹, 미사일 발사,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격한 

대립으로 인해 장기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그것이 재개된 것은 2000년 4월 5

일, 중단된 지 약 7년 반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재개된 제9차 본회담에서

는 양국은 단지 중단 이전의 입장을 거듭한 것에 머물렀다. 북한은 식민지 

지배에 관한 청산이 국교정상화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다시 천명한 

데 대해 일본 측 역시 경제문제를 청구권 범위에서만 토의한다는 종래의 입

장을 거듭했다(｢朝日新聞｣, 2000. 4. 5). 그러나 이후 평양선언에 귀결될 극

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 동 회담에서 보인 양측 자세는 오랜만에 열린 교섭이

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대 측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눈치 보기에 불과했

다고 볼 수 있다.    

타결을 위한 진정한 의도는 우선 일본 측으로부터 나타났다. 2000년 8월 

22일에 열린 제10차 본회담에서 일본은 경제문제에 관해 사실상 경제협력방

식으로 인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朝日新聞｣, 2000. 8. 25).27 그리고 한

일회담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제안은 틀림없이 일본 측 최종 방침이었다. 따

라서 동 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일본 측이 이 단계에 이르

러 드디어 북한과의 타결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돌이켜보

면 한일회담에서도 일본이 동 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한국에 전한 것은 이승

만 정권 붕괴에 따라 회담 타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장면 정권 하의 

26. 최상룡 외(1998: 230)는 병합조약의 원천 무효 문제에 관해 남북한 공조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지적이 나온 지 10년 이상 경과한 오늘 날까지도 한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바로 동 문제에 관해 북 측에 대한 공조
가 지극히 어려울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7. 또 경제협력으로 인한 해결방식이 정식으로 북 측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은 2001년 3

월의 정태화 대사의 발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なぜ関係正常化ができないの

かー朝日交渉の問題点と北の主張ー｣, 200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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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의 일이었다.28 

그러면 2000년 여름쯤 일본이 왜 북한과의 타결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시

작했는가? 그 이유가 국제정세의 극변에 있었음은 틀림없다. 한반도에서는 

그 해 6월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를 이어 7월에는 북

일 간에서는 처음으로 외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즉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본

격화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포섭과정은 일본에게도 북일 간의 조기 타결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회담은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단계에 들어갔

으며 그에 따라 문제는 실무자 회담의 역을 넘어 정치적 결단으로 옮아가

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평양선언이 나오기 전의 마지막 실무자 회담으로 된 제11차 본회담(2000

년 10월 30일)은 그런 추세를 그대로 반 했다. 실제 양측은 회담이 본격적

인 국면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교섭내용의 공표를 삼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

면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로는 부족하다는 북한 측 요구에 응하는 입장에서 

사과 문서를 직접 낼 용의가 있음을 북 측에 전했다고 한다(｢朝日新聞｣, 

2000. 10. 31).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과 문서를 굳이 ‘직접’ 낸다는 의

미다. 동 시기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만 새롭게 사과 문서를 내야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문서를 ‘직접’ 내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무엇에 대해 ‘직접’인가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직접’은 앞으로 정식하게 북일 간에서 맺어질 관련 조약과 상관없는 형

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법 이외에는 없었다. 즉 한일회담과의 균

형을 절대조건으로 삼아야 했던 일본 측 입장과 그것을 수락하기 어려운 북

한 측 입장을 절충시키는 방안은 한국과의 과거처리의 틀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방법이야말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

는 조약들과 달리 사과 문서를 따로 ‘직접’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사과문서의 제출 대신 북일 간에서 맺어질 조약에서는 한

28. 저자의 연구에서는 비록 비공식인 형태이지만 일본이 정부 간 차원에서 한국 측에게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제안한 것은 1961년 5월의 국회의원 방한에 동행한 
외무성 이세키(伊関佑二郎) 아시아국장으로 인한 것이다. 그 기록은 “주 대제 1041

호”,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 2권(V. 2 9~10월)(151-153)에서 확인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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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의 조약과 같이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 규정은 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와 얽히는 문제로서 경제문제는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해 해결할 

것을 그 교환조건으로서 내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 점에 관해서는 동 

회담 후의 2001년 3월 북 측 수석대표 정태화 대사의 증언에서 엿볼 수 있

다. 동 대사는 한일 간에서 맺어진 조약들은 친일정권과의 매국적 조약이었

다고 매도하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조직한 공화국에 대해서는 그런 한국과

의 도식이 통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는 사과와 보상이 그 

전제조건이 될 것을 밝히고 있다.29 즉 위 증언을 거꾸로 읽으면 제11차 회

담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처리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과 문서를 제출할 대신 

바로 ‘한국과의 도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북 측의 형식적 입장이 정태화 대사가 증언한 원칙적인 단계에 있

는 한 실무자 회담에서 그 이상의 진전을 보기는 불가능했다. 그로 인해 일

단 동 회담은 “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朝日新聞｣, 2000. 

11. 1)는 상태에서 종료했다. 그러나 동 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교환조

건’이 결국 이하 볼 평양선언에 귀결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동 시기 타결을 위해 양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은 오직 북 측만이 아니었

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었던 일본인 납치문

제를 제3국 발견이라는 형태로 매듭짓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은 모리(森喜朗) 수상의 국수상에 대한 누설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않았으나(｢朝日新聞｣, 2000. 10. 31) 정치적 위장을 통해서라도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납치문제를 비켜 나가려고 한 당시의 일본 정부의 자세

는 일본이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북일교섭의 타결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9월에 나온 평양선언은 위와 같은 북일회담의 역사적 문맥을 집약

한 정치적 이벤트 다. 2000년 가을에 끝난 제11차 회담 이후 평양선언으로 

인한 타협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왜 더 필요했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된다. 몇 가지 선행연구가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

29. ｢なぜ関係正常化ができないのかー朝日交渉の問題点と北の主張ー｣(2001. 7: 

27-28)에서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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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9 ․ 11테러와 그것을 배경으로 한 부시(George W. Bush)정권의 대북 

압박정책 강화, 경제재건을 위한 시급한 자금 수요 등이 동 시기의 정상화담 

개최를 유발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로서 미국

과의 군사적 긴장상태, 북한의 경제적 궁핍 등은 2002년만의 문제가 아니었

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향한 정지적업은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 자신이 

발표한대로 부시 정권의 대북압박이 공식화될 무렵인 약 1년 전으로부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30

따라서 그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 든 간에 그간의 시간적 경과는 이미 11

번의 실무자 회담을 거친 단계에서 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을 모

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치적 해결

은 꼭 정상간 회담의 필요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특이한 일인 

지배 체제는 문제의 타개를 위해 정상간 회담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정은 평양 방문을 앞둔 고이즈미 수상 자신이 “굳이 정상끼리 의견교환

을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일조(日朝)관계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않는다는 감

촉을 얻었으므로 결단했다”31 고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

치적 해결이라는 모색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 정권 수립 후 본격화된 회담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해결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관계 청산을 위한 병합조약의 불법성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의 실시를 결단하든 그런 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협력 방식으로 인해 해

결할 것을 수락하든 그 돌파구는 이미 정상만의 몫이었다. 물론 현실적 선택

은 후자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양선언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관한 반성

과 사과가 표명되었으나 경제문제는 한일회담의 처리 방식인 무상자금협력 

등의 경제협력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약속되었다. 그로 인해 아무리 사과가 

표명되었다고 쳐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적 연결은 무

너지게 되었다. 실제 평양선언을 맞아 후쿠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동 선언

30. 일본 수상관저(首相官邸), ｢米国訪問および第57回国連総会出席内外記者会見｣ 
http://www.kantei.go.jp/jp/koizumispeech/2002/09/13press.html(검색일: 2010년 1월 
10일).

31. 위와 같은 자료(검색일: 201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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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쌍방이 재산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 이런 기본원칙이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교정상화 후에 일본 측으로부터 북조선 측에 대해 경제협력을 행하

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第154回国会終了後　

参議院決算委員会会議録｣, 2002. 10. 16: 20)라고만 설명했다. 즉 그것은 

북일 간의 처리 방식 역시 북한 측이 요구해온 보상방식이 아니라 결국 한일

회담에서의 처리방식과 똑같은 것에 불과함을 공식화시킨 것이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이즈미 수상은 양국 간의 국교정상

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과거, 현재, 미래, 이들 갖은 현안”32이라고 말하여 

예비회담 이래 정착되어온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역사 문제의 중요성

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선언 직후의 기자회견에서는 북일 간의 국

교정상화의 필요성에 관해 “납치문제, 안전보장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

제”33라고 말하여 향후 북일교섭의 역사적 성격이 바뀔 것을 예고했다. 

이후 일본은 국교정상화 교섭에 즈음하여 “특히 납치와 핵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는 최우선과제로서 다루어간다”34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그것이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식민지 지

배의 청산을 통한 국교정상화라는 당초의 성격은 어느덧 일본인 피해에 관한 

선처와 안전보장을 둘러싼 외교교섭의 장으로 바뀌어 간 것이었다.   

물론 그 책임은 일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든 

세계적인 핵 관리 체제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도전과 민간인 납치라는 국가

적 범죄 행위가 결국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흐리게 할 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32 위와 같은 자료 (검색일: 2010년 1월 10일)

33 일본 수상관저(首相官邸),｢日朝首脳会談後の記者会見｣, 

    http://www.kantei.go.jp/jp/koizumispeech/2002/09/17press.html (검색일: 
2010년 1월 10일)

34 이는 가와구치(川口順子) 외무대신의 국회답변이다. (｢第155回国会　衆議院安全保障

委員会会議録｣, 2002. 10.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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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입장 일본 측 입장

제1차 
배상방식과 청구권 방식으로 인한 해결
(=식민지 지배 처리보다 김일성의 항
일투쟁의 부각과 북한 체제 정당화)

한국과의 교섭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

제2차 

-동아시아의 평화, 안전에 기여
-한일관계 강화가 한반도 정책의 기본
-한일병합의 합법성, 38선 이북의 관할권 명 
 확화, 배상방식의 기각 

제3차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 제1의제부터 해
결 할 것을 주장

-모든 문제의 동시 해결 
-‘이은혜’ 문제 제기

제4차 관할권 규정 양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원 등에 대한 보상 
 은 하지 못함
-청구권의 입증 책임은 북 측에 있음

제5차 
식민지 지배에 기초한 보상(그러나 국
제적 선례, 도덕적 주장)

제6차 
-평화조약 언급 반대
-“어떤 형식이든 사과와 보상”

-“기본관계조약안” 제출
-병합조약의 합법성 및 평화조약 언급 요구

제7차
-기본관계조약 2조의 부정과 3조의 수
락
-위안부 문제 추궁

위안부 문제도 청구권 문제 범위에서 논의
(한국 정부의 내부문서에서도 그 흔적이 있
음)

제8차
병합은 불법(국제법, 역사적으로 구체적
으로 언급)

병합은 합법(동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에 대한 한국 정부의 거절)

제9차 
이후 

사과와 보상이 전제(제11차)
-경제협력 방식으로 인한 해결(제10차)
-사과 문서를 따로 직접 제출(제11차)

평양
선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
-무상, 장기 차관 등 경제협력 방식으로 인한 문제 해결
-양국 모두 상대에 대한 재산청구권 포기를 기본원칙으로 함

출처: 본론의 내용에 따라 저자 정리 ․ 적성.

<표 3> 북일회담에서의 양국 입장의 주된 흐름

III. 결론 

이상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의 교섭과정을 상세히 고찰해왔

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상을 총합한다면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은 체제의 정당성과 현실적 존

속이라는 북 측 목적과 한일회담의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국과의 

협조와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려 한 일본 측 전략으로 인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일회담 역시 식민지 관계를 청산하려 하는 회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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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이 당초 교전국가 간의 배상형식을 요구한 것은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의 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

다. 1910년 이후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보상보다 어찌 보면 제2차 대전 

무렵의 교전 피해에 따른 보상에 한정되기 쉬운 배상형식을 북한이 요구한 

사실은 그들이 북일회담에 즈음하여 그 역사적 과제보다 체제 정당성에 관심

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물론 북한은 그 후 사실상 교전관계로 인한 배상형식을 포기하고 불법적

인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로 그 요구 내용을 바꾸었다. 그 변경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자료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 및 국제정치의 역학 구조 아래서는 북일 간의 과거 처리 문제를 교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급한 문제 해결

을 위해 그 태도를 바꾼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체제 유지를 위해 회담 타

결을 서둘렀던 북 측 자세는 ‘정당 정부’로서는 수락하기 어려운 이북 지역

만의 관할권 규정이라는 일본 측 요구를 일찍 수락한 점에도 나타났다.  

물론 그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든 교섭과정에서는 병합조약의 법적 불성립

의 논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한일회담에서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정단한 주장이 일부 펼쳐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주장이 배상형

식 포기 후의 차선의 선택으로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평양선언으

로 인해 한일회담 방식으로 인한 처리를 수락한 점 등은 북한에게 불법적 식

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 처리 방식이 체제 유지를 위한 일본의 자금 제공보다 

덜 중요했음을 입증했다. 다시 말해 동 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그 실현 가능

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직결된 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

적 지배에 따른 처리방식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북일회담 역시 친일정권에 의

한 교섭이라고 매도해 마다하지 않았던 한일회담과 그 역사적 성격이 똑같음

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북일회담에서 일관되게 한일회담과의 정합성을 절대적인 교

섭 원칙으로 삼았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한국과의 협

조에 있음을 직접 표현한 발언뿐만이 아니라 병합조약의 합법성, 배상형식의 

기각, 이북지역만의 관할권 규정, “기본관계조약” 명칭의 사용, 북일 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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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평화조약 언급, 당초 청구권 방식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도 결과적으로 경제협력 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제안한 움직임 등에서 잘 나

타났다.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공식화시킨 1990년대 이후 개시

된 북일회담에서 보인 일본 측 태도 역시 한일회담 시의 그와 다른 바가 없

었던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인식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문제에 관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려 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가 한국과의 협

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따른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즉 이미 기

존사실로 되어 있었던 한국과의 처리 방식이 그 간의 일본사회의 성숙이 가

능케 한 한반도 지배에 대한 반성 의식에 따른 처리 방식의 진전 가능성을 

억누른 것이었다. 물론 그런 한국과의 협조라는 전략은 북일회담에서도 일본

의 과거처리를 위한 현실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전략이기도 했다. 

우선 기본관계에 관해 일본이 병합조약의 합법성 규정과 관할권 제한을 

요구한 것은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 및 제3조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의미

가 있었으나 동시에 그것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책임을 

피하는 것과 그 처리의 범위를 북 측에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져야 할 경

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또 경제문제에 대한 재산청구권 포기와 경제협력으로 인한 해결요구 역시 

한국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제공할 자금을 일본의 ‘은혜’로 함으

로써 그 자금 제공이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진행

될 북한의 경제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과거 민족 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과의 사이에서 성립된 한

일 간의 식민지관계 처리 방식이 그 후 40년을 거쳐 이번에 북한체제 유지

를 위해 또 다시 작동한 것이다. 그 결정(結晶)인 평양선언 방식이 얼마나 

일본에게 만족스러운 내용이었는가는 바로 그 선언을 “우리나라로서 담고 싶

은 것은 전부 담겨져 있다.”(｢第155回国会　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会議録｣, 

2002. 11. 1: 8)고 평가한 가와구치(川口順子)외무대신의 발언이 여실히 드

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승리를 단지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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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한일 간 과거 처리 방식의 틀 안에 머무를 것을 약속한 평양선

언은 바로 체제유지를 위해 식민지 관계 청산을 소멸시킨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낸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북일회담은 아직 진행 중이며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유동적인 측면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처리 방식을 한일회담의 틀 안에 가둘 것을 정한 평양

선언은 이미 식민지 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의 결말을 충분히 예고하고

도 남는 것이라 해야 하겠다. 그 의미에서 예상될 결말을 전망하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바야흐로 그 틀을 제공한 한국 정부 및 한국 사

회의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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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Negotiations Processes from 1991 to 2002 

of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s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s Talks

Chang Bak-Ji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100 years have passed since Japan annexed the Korean peninsula.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Korean's damage by Japanese colonial rule 

stemmed directly from the Japanese rule in itself, but also that depends on the 

outcomes of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65 which made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insufficient. In this 

sense, the normal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hich started in 

1990's have a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 talks is the final opportunity to 

liquidate the colonial relations. 

But there is not many studies that have analysed the talks, focus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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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ion problems, while many studies have discussed the talks in terms of the 

security problem in North East Asia and the abduction problem of Japanese people 

by Nor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normal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especially from the opening (1991) to “Pyeongyang declaration” (2002), focusing 

on what, why and how have been discussed on the liquidation problems of the 

colonial relations. This is because the negotiations from 1991 to 2002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And we think much of the experiences of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to analyse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reasons are following. Firstly,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s talks   has 

been based on the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Secondly, it is useful to 

refer to the experience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cause 

the official documents on the North Koran-Japan talks are not opened. Thirdly, we 

can once again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South Korea-Japan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because the two talks have many similar points 

in common.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negotiations process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have been decided by the North Korea's political thesis that DPRK should be  

more legitimate than ROK and the Japanese demand that the negotiations should be 

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South Korea-Japan talks. And also we show once 

again the problems of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s talk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hips.

Key Words: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 the justification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s regime, Japanese interest by the way of the 

conclusion of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Pyeongyang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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