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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다른 동맹상대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한국의 
안보적 방기 위협 증감의 요인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
는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한국에게 가장 유의미한 삼국관계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이 다른 미국의 동맹상대국과는 달리 추가적
으로 갖게 되는 구조적 위계성에 기인한 방기 위협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일 관계 내 국가 간의 상이한 역할분담체제
에 따른 구조적 위계성을 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비대칭동맹인 한미동
맹과 미일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은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비대칭적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내 전략적 이익
을 위해 각 동맹상대국들의 역할을 구상 및 요구해왔다. 각 동맹상대국들에 
대한 상이한 역할분담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이 각 동맹상대국들에게 갖는 
중요도 차이에 따른 구조적 위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맹상대국들 간
의 상대적인 방기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국이 각 동맹상대국들
에 대한 상이한 역할분담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발전 과정과 함께 더
욱 구체화 되면서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위계성도 더욱 뚜렷해져왔다. 

우선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수립기(1950년대~1965년)는 미국의 
개입 하, 한국과 일본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이다. 냉전 초기
부터 1950년대에까지 한국과 일본 상호 협력관계는 지속적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1960년대 국제사회변화 
및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에 따라 미국은 역외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
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계는 필수적이었다. 1963년부터의 미국의 본격적인 
참여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역외균형자의 역
할을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에게 일부 전가하여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유지하는 정책을 이행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원
조를 받던 자립의 단계의 동맹상대국에서 역내의 동반자로 역할이 재분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동맹상대국들의 역할 간의 위계가 생기게 
되고 한국이 상대적 방기 위협을 갖게 되는 구조가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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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발전기(1960년대 중후반)는 한반도 위기, 

닉슨독트린 등을 거치며 한국, 미국, 일본이 긴밀한 상호교류를 보인 시기
였다. 1968년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한미 간의 상이한 대응과 의견 차
이에 일본은 미국의 동맹상대국으로써의 지위를 한국과 공유하며 방기의 
위협을 공감하여 미국에 한국의 입장표명을 도왔다. 또한 1969년 오키나와
반환협정 당시, 미국의 잠재주권 협상에 대해 미일 양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한국조항이 만들어지면서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한국조항
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내 일본의 역할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미국의 역내 동반자로써 바큇살 구조의 상위 바큇살에 위치하게 된 
일본의 역할 상승은 한국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방기의 위협을 갖
게 하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변환기(1960년대 후반~1970년대 후반)에는 한
미일의 우호적인 관계가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이 증감
을 반복한다. 국가 안보 전략으로 대미 관계 일변도를 유지해 온 한국과 일
본에게 미국의 위협인식변화에 따른 미중 데탕트는 방기 위협 급증으로 이
어졌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적대관계인 북한, 중국 등과 독자적 연계를 시
도하고 국방력 증진을 함께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벗어난 독자적 노
력을 하였다. 한국조항 이행 역시 북한 및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된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를 맞아 일본에
게 일부 전가된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된 것이
다. 이는 직접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한국
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기, 발전기, 변환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국교정상화, 오키나와반환협정 및 한국조항 등 한미일 관계는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인 모습을 점차 구체화해왔다. 이러한 과
정에서 미국이 구상한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할은 보다 구체
화되어왔고,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동맹상대국들의 구조적 위계성은 더
욱 뚜렷해진 것이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에 따른 전략적 중요도에 기
반 한 해당 위계성은 하위 바큇살에 위치한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에게 



iii

중심국 미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상대적 방기를 갖게 하는 
바큇살 구조가 내재한 속성인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각 
동맹상대국과의 상이한 관계변화는 동맹상대국 간의 상대적 방기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주 요 어: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관계,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구조적 
위계성, 역할분담체제, 연루-방기 동학, 상대적 방기 위협
학 번: 2014-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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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국제정치는 화합과 갈등 간 긴장관계의 연속이다. 왈츠(K.Waltz)의 ‘무정부
성’ 개념이 국제정치의 근본적 속성으로 정립된 1970년대 이후,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화합 혹은 갈등이 아닌 전략적 이익에 따라 유동적
으로 변형 가능한 관계로 볼 수 있게 되었다.1) 

동맹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전후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초기 양상은 명목상 이데올로기 중심의 진영 확
대를 위한 연속된 동맹관계를 수립하면서 국제정치의 갈등적 요소를 잠시 
뒤로 한 채 강대국 중심의 ‘화합의 국제정치’를 구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특히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패전국
이었던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분단, 점령 등의 과정 속
에 놓여진, 유럽 기준으로 보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국
가 재건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피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 및 경제적인 수혜는 호의 수준을 넘어서는, 당시 국가 존망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각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역시 여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혜를 입은 대표
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급작스러운 광복을 맞이
한 후, 자연스럽게 미군정의 지배를 받으며 근대화 및 주권 국가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맞은 북한의 남침은 한국을 혼란의 상황
으로 몰아넣었고, 이는 한국에게 미국의 안보적 수혜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만드는 것은 물론, 미국에게는 도미노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을 이전과는 다

1) 왈츠는 국제정치이론(1979)에서 국가 단위 행위자 개념을 통해 형식적 평등성 기반의 
무정부상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서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국제관계 행위자의 주체성 발현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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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원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보게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수립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되어 1954년 

발효되었다. 한미동맹은 여느 강대국-약소국 동맹관계와 마찬가지로 연루
(entrapment)-방기(abandonment) 동학이 작동하는 관계이다. 한미 간의 
공약 이행정도에 따라 연루-방기에 대한 위협의 증감이 결정되고, 양 국가 
간의 강한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위협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 
변화는 동아시아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한국의 방기의 위협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냉전 시기 
대립 구도를 형성한 북한, 중국, 소련과 한국, 일본, 미국의 소(小)삼각관계 
중, 한국이 속한 남방 삼국관계 속에서 특수하게 작동하는 강대국-약소국의 
연루-방기 동학이다.  

한미일 삼국 관계의 상호의존성은 높은 편이다. 한미일 삼국은 경제
적 측면의 상호의존은 물론 서로 간의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유대
관계를 보여 왔고 탈냉전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심
의 삼국관계의 보이지 않는 위계성에 유래한 약소국의 방기 위협이 본 글
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은 또 한 번 양
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베와 오바마 정권이 서로
의 전반적 협력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였다. 미국
과 일본은 양국 간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 1951년 이후 유지되어 
온 양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또 한 번 강화하였다.2)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고, 외교부 역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를 환영한다는 어조보
다는 이를 경계하는 어조가 강했다.3) 이런 외교부의 입장은 미국의 동아시

2) 미일 간 ‘가이드라인 1997’과 비교하여 동맹관계의 ‘적용범위 확대’가 주요 최신화 된 내
용으로, 협력 범위가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지구 반대편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 혹은 
우주 영역까지 이른다. 박영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EAI
일본논평』 5호, (2015), pp. 1~3. 

3) 외교부는 2015년 4월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
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집단적 자위
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에 주목... 「지침」 구체화 
및 이행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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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사 자원으로서 일본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한국의 중요성은 상대
적으로 낮아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뿐만 아니라, 언론을 중심으로 동
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외교고립’에 대한 우려가 담론을 형성하였
고, 이를 중심으로 학계의 여러 의견들이 한때 열띤 공방을 이루었다.4) 미

나가기를 기대한다.” 등과 같이 제한 혹은 의혹의 표현만을 사용한 입장 표명을 함으로
써, 이를 경계함과 동시에 한미일 삼국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 구조 내에서 한국의 입지
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적 안보 관계 속에서 한국이 부재한 채 일
본에 대한 일방적인 중요도 인식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
핑 자
료
:http://www.mofa.go.kr/news/briefing/index.jsp?mofat=001&menu=m_20_10&sp=
/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
37%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54842 (검색일: 2016년 9월 2일)

4) 미일관계가 2015년 4월 28일 ‘신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아베 총리는 미 상하원 합
동연설에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식민지배와 침략’ 단어를 ‘우리의 행동’으로, ‘대단
한 손해와 고통’을 ‘고통’으로 수정하면서 모호하게 그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은 조 바이
든 부통령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매우 명확히 전달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출처: 한겨레 201504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89292.html. 검색일: 2016년 8월 
31일) 반둥회의 이후, 아베 총리의 방미 및 상하원 합동연설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진
정성 프레임에 갇힌 외교 고립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강하게 담론화되었다. 한미일 관계 
중 하나의 축인 한일관계는 2015년 당시 최악이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및 
외교청서에의 기술 등은 한국의 진정성 외교와는 상충되는 면이 컸다.(출처: 뉴스원 코리
아 http://news1.kr/articles/?2207503. 검색일: 2016년 8월 31일) 새누리당은 ‘국가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방미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하였고 한국의 저울질 하는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2 0 1 5 0 5 0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2/0200000000AKR201505020393
00001.HTML. 검색일: 2016년 8월 31일)  외교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주적인 외교에 대
한 주문이 대부분이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능동 외교를 해야 하는 전환기에 와 있
다’고 하였고 박인휘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대일 전략에 대해 우리식으로만 평가했음을 
비판하는 한편 현 한국외교에 대해  ‘주변국들이 짠 그림에 우리를 맞추는 데에 너무 익
숙한 면’을 지적하며 우리가 그린 전략을 다른 국가에게 관철 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출처: 20150424 중앙일보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7660537. 검색일: 2016년 8월 31일) 문정인 교수는 
‘...일본편 드는 미국에 대해 일본과 충성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
미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혜정 교수는 ‘한미일 군사적 일체화는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강화시킬 뿐 한반도 안정을 저해 시킨다’며 한국의 한미일 틀에서 벗어난 외교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출처: 한겨레 201504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89292.html. 검색일: 2016년 8월 
31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안보 협력은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은 미국만큼 한국에 혜택을 주는 나라
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한미 및 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89292.html
http://news1.kr/articles/?22075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2/0200000000AKR20150502039300001.HTML
http://news.joins.com/article/1766053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89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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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군사 안보 동맹은 한반도 위기 시, 가장 먼저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의 자산으로 양국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군
사적 동맹상대국의 군사 지원 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도 한국에서는 미일 간의 안보 연계 강화에 따라 방기에 대한 우려
가 존재했던 것이다.

미일 간의 안보 연계의 증진에 대해 한국이 일종의 경계 반응 보인 
것은 2015년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미일동맹은 한국이 전쟁 중이었던 
1951년 9월 8일에 서둘러 체결되었고, 1960년 1월 19일 더 강화한 新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1978년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책정되
는데, 당시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국이 충격에 휩싸여 철군을 하며 향후 
있을 전쟁에 대해 일본에게 자국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을 제시하기에 이르
렀었다. 일본은 이를 이의 없이 수용하였지만, 당시 미국의 베트남전에서의 
패배는 김일성이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군사행동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
대를 갖게 하였고, 이는 한국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으로 한국에게 방
기의 위협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미일 간의 안보 제도 개정을 통한 관계의 
증진은 탈냉전 후 20세기말 1997년 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재차 일어
난다. 주요 변경 사항은 탈냉전으로 기존 동맹관계의 위협이 약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북침핵전쟁능력을 증강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
사가 반영된 것으로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방어적이기
만 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역내에서는 필요시 대응을 허용하는 방향의 
역할 확대로 개정되었다. 북핵 문제로 안보적 위기에 있던 한국은 대북 방
위 지원세력 확보는 가능해졌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 역시 이

일 동맹을 현대화 하고 있고 한국은 미일 동맹 격상을 환영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의 불가피함은 인
정하나 한국 지도자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매우 현명한 것’이
라고 하며 중러관계는 미일관계와는 대립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공통
적으로 한국이 ‘진정성 외교’에서 벗어나야 함을 요구하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과거사 초점 맞추기’는 안보도전 과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워싱턴에게 실망감을 주었
고 한국의 방미 시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되며 현 이슈에 초점을 맞춰
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장용석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 대립 속 한국의 레버
리지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대표적으로 524 조치에 대한 유연한 운영을 들었
다. (출처: 연합뉴스 201505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396
00043.HTML. 검색일: 2016년 8월 3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396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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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수반되었다.  

<표I-1> 미일동맹 지위 격상과 한국의 방기 위협 증대 양상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 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적 동맹관계의 긴밀성 증진은 한국이 경계해야 되며, 미
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게 하여 미국으로부터 방기
될 위협이 잠재된 현상으로 한국은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인가? 특
히 미일동맹의 개정에 앞서 한미동맹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강약과는 무관하게 한국은 우려를 표한다.8) 이는 

5) 이를 통해 지구반대편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 빛 우주 영역까지 미일 안보 반경이 확대
되었다. 

6)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천명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공식화 한 입장 표명이었다.

7) 자위대와 미군 간의 작전 상 역할 분담 협의 기능 수행 가능해졌다.
8) 2013년 한미동맹은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해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

령은 백악관에서 지난 60년 간 양국 간의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여 공동선언을 
공표하였다.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넘어서 보다 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력을 위한 공약이라는 평가에 부합하게 기후 변화, 반테러,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핵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 적용분야의 수평적인 확장과 더불어 정
부 차원을 넘어 경제계, 시민 단체, 학계 등 협력의 수직적 확장까지 공약으로 확인하였
다. 출처: 한석희,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
언 전문,” 『해럴드 경제』 2013년 5월 8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508000233 (검색일: 2016년 9월 2일). 

미일동맹 개정 내용 한국의 반응

1978년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책정
미국의 전방전투임무와 일본의 후방지원
임무 역할 배정

베트남 전 패전의 후속조치에서 
일본과 같은 역할 분배가 없음
에 대한 우려

1997년 
신 가이드라인 발표
1) 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 
2) 역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대북 방위 지원세력 확보와 일
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양
면성) 

2015년

방위협력지침 개정
1) ‘자위대 작전 반경 규제철폐’로 미일 
안보 반경 확대5) 
2) 중국 부상에 대한 역외 균형 차원6)

3) 동맹조정 매커니즘 설치7)

미일 간 안보협력 범위 확장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한국의 입장 고려 배제에 대한 
우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508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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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의 제국화’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입장 
표명의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미일 관계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안
보 연계의 긴밀성 증진으로 인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갖은 방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분석이 더 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국의 안보적 방기가 데탕트, 신냉전, 탈냉전, 탈
근대 등 역사적 굴곡을 다수 겪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괄목
할만한 국력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갖는 안보적 의존성과 그에 따른 방기에 대한 위협의 지속성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다음의 물
음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연구 질문: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미일동맹
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방기 위협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미일 관계 속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방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분
석은 많지 않다. 한국의 안보적 방기 위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강대국-약소국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의 공약 약화에서 
기인한 연루-방기 동학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또 다른 하나는 
한미 양국 간 비대칭성이 강한 동맹관계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위협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전략 변화에 따라 약소국인 한국이 일방적으로 방기되
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약소국인 한국의 공약이행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므
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기 위협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방기 위
협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상호 간 공약 이행도에 따른 방기
의 증감 연구와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의 위협 인식 및 대전략변화에 
따른 약소국의 방기 위협 증감에 대한 분석이 기존 한국의 방기 위협 작동 
요인에 대한 연구의 주요 기조이다. 

본 논문은 1952년 4월 28일 미일 간의 안전 보장 조약9)과 1953년 

9)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동년 6월 23일 발효된 미일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에 따라 1951년 조약은 ‘구 안보조약’으로 형식적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개정된 조약 역시 ‘구 안보조약’의 명시된 내용은 대부분 계승된다는 면에서 
미일 간 전후 안보관계의 기원을 발효된 1952년부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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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및 그 다음해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시작으로 기원한 한미일 관
계 내에서 한국이 갖는 방기의 위협 동학에 대해 집중한다. 유사 동맹
(quasi-alliance)관계로 불리기도 하는 한미일 관계10)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나머지 한축의 연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안
보협력체제의 구축과 수행은 1969년 미일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의 과정
에서 보여 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1945년 이후 한미일 관계의 운영원
리로 미국 중심의 권력게임(powerplay)에 집중하면서 형식적 무정부성이 
아닌 실질적 위계성을 근간으로 미국의 위협 인식 변화와 대외전략의 변화
의 맥락 속에서 대일 및 대한 정책의 변화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일동맹의 변화가 한국에게 어떠한 안보 의식의 변화를 주었으며, 보
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의해 버려질 수 있다는 방기(abandonment)의 위협
이 어떻게 발생 및 확대되어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핌으로써 기존 한국의 방기 위협 연구에서 개념화 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방기의 위협을 인지하고 개념화 하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연구 및 가설

강대국-약소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방기 위협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맹국 간의 공약 이
행도에 따른 약소국 방기 위협의 증감에 대한 요인 분석이다. 동맹관계 지
속과 발전 이론 중 연루-방기 동학 내에서 동맹국과 동맹상대국 간 동맹관
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공약에 대한 각 행위자의 이행 정도는 약소
국의 연루-방기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 즉, 동맹관계의 기반이 되는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가 높을수록 연루의 우려는 높아지는 데에 반해 방기의 우
려는 낮아지며, 반대로 이행 정도가 낮으면 연루의 우려는 낮아지는 데에 
반해 방기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 동맹론의 원론적인 
부분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는 유형의 연구로 대표적인 연구이다. 

10)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s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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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도에 따른 연루-방기 동학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동맹상대
국 등 두 행위자 간 양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는 국가의 국력 차이와는 
무관하게 동맹관계에서 방기의 위협을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동학에 대
한 연구로, 기본 동맹관계에서의 합의 사항인 공약(commitment)에 대한 
양자의 이행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연루-방기 동학에 기인한 것이다. 동맹
관계는 형성 단계에서는 대항동맹 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속과 관리
의 단계에서는 연루 혹은 방기된다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11) 연루(entrapment)란, 동맹국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중요성이 
크지 않은 동맹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원치 않는 갈등에 끌려가는 것으로, 
동맹관계에서 공약 이행 수준이 높으면 동맹상대국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동맹국의 높은 수준의 개입을 기대하고 그에 부흥하는 과정에서 필요치 않
는 자국의 이익이 손실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방기(abandonment)란, 동맹관계에서 동맹국은 동맹상대국의 
공약 이행 과정을 전제 하 자율적으로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맹상대국이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동맹국의 배반 행위이며 대표적으로 동맹상
대국의 적과의 새로운 동맹 결성, 동맹 책임의 방기로 탈퇴, 동맹 책임 불
이행,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태 등으로 구현된다.12) 주지하듯, 연
루-방기 동학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증대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를 따른다. 

이는 동맹 참가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스나이더(Snyder)는 
1) 다자관계에 비해 양자관계의 경우 딜레마의 발생 빈도가 낮고 이는 상대
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국가가 관계 내에서 특정 제재를 통해 딜레마를 
극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3) 또한 2) 양자관계는 다자관계에 비
해 해당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서로에 대한 방기의 위험성이 낮아 
안보 딜레마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은 물론, 3) 강대국-약소국의 비대칭 동

11)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 (1984), pp. 462~465.

12)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서울: 국방대학원 안
보문제연구소, (2004(a)), pp. 69.  

13) Snyder, 1984, pp. 46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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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과 같은 경우는 동맹관계에 대한 제어력이 낮은 약소국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기의 위협을 준다.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방기 유발 요인에 대한 두 번째 연구는 비대
칭 동맹 연루-방기 동학에 대한 연구가 있다. 모로우(J.Morrow)는 동맹관
계 내 행위자 간의 국력 차에 따른 대칭성 및 비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맹 관계의 참여 국가들을 약소국(minor), 강대국(major), 초강대국
(superpower)으로 구분하고 같은 집단 내 국가들 간의 동맹을 대칭으로 
규정하고 집단 간 국가들끼리의 동맹을 비대칭으로 규정했다.14) 약소국과 
초강대국의 양자관계인 한미동맹은 비대칭성이 강한 동맹관계 중 하나이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미·소를 중심으로 양자 진영의 세력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맺은 다수의 비대칭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은 체결 당
시 한국의 존망이 미국에 달려 있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국력 상태였
고 미국은 원치 않는 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하에서 한국과의 조약을 
꺼려했음에도 불구 이승만의 ‘도발’로 인해 더 큰 연루의 위협에서 벗어나
고자 맺었다는 점에서 그 비대칭성은 크다.1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조의 짧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60년 간 이어온 관계는 미국으로 
하여금 해당 공약이 통제하지 못하는 잉여영역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발휘
하여 미국 중심의 관리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형성하게 한다. 

레이크(D.Lake)는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문제’에서 잉여통제력 개
념을 사용하는데 국제 관계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완벽한 잉여통제력을 유
지’하는 무정부상태(anarchy)와 ‘동맹국이 동맹상대국에게 상당한 잉여통제
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계상태(hierarchy)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보는데, 강대국-약소국 간 비대칭 동맹은 지속되면서 잉여영역에 대한 조정
과정은 불평등한 세력 분배가 가능하게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의 배반 및 동
맹 탈퇴 위협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동맹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목표를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관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16) 

14)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4, (1991), pp. 906~907. 

15) 마상윤, “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 『세계정치』 22, (2015), pp. 97.  
16) David A. Lake,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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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 동맹론을 기반으로 약소국의 방기 위협 유발 및 증대 
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적실한 분석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내재한 동맹 
결성국 간의 동맹관계를 공약을 기준으로 연루-방기 동학을 설명해주고, 비
대칭성에서 기인한 강대국의 위협인식 변화 및 대전략 변화에 따라 약소국
이 일방적으로 갖게 되는 방기의 위협을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는 모두 완전한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동맹 유
지 동학이다. 즉,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왈츠가 이론화 한 형식적 무정부성
에 기반 한 분석이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꾸준히 완성된 서구 유럽 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분석도 형식적 무정부성에 
기반 하여 분석하는 것은 몰역사적인 것이다. 20세기 동아시아 안보협력체
제의 구축은 강대국의 외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
가는 국가의 주권성이 완성되지 못한 채 강대국 중심 외부로부터의 국가 
간 관계 수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동맹관계를 이해해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과의존(overdependence)에 기인한 대미 
안보 전략의 일변도가 설명이 되며,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hub-and-spoke)의 실질적 위계성이 분석 된다. 

약소국의 방기 위협 요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대한 기존 문헌은 미
비하다. 단지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 있다. 이 둘은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약소국의 연루-방기 위협의 특수성
에 집중하기보다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아닌 특수
한 바큇살 구조를 구축한 요인에 집중한다. 카첸스타인(P.Katzenstein)은 
미국이 유럽과 같은 문화 혹은 가치의 동일한 인식이 아시아에는 없었던 
점을 강조하고 빅터 차(V.Cha)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권력게임(powerplay)
을 추구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지적한다.17) 하지만 카첸스타인의 경우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미국이 해당 구조를 구축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 분석에 머물고 있고, 빅터 차의 경우 미국의 권력게임과 
바큇살 구조에 대해 고유한 조직 원리와 운용 원리에 대한 분석은 맞으나,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 (1996),  pp. 1~33. 
17) Victor Cha, Powerplay: The Origins of the American Alliance System in Asi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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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나치게 강대국 중심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글은 이상의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인 바큇살 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약소국인 한국의 방기 유발 요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약소국인 한국이 일방적으
로 갖게 되는 방기의 위협에 대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인 ‘동아
시아 바큇살 구조 내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미일동맹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방기 위협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
력체제 내 국가 간의 연계 동학 변화를 기반으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바큇살 구조 내에서 미국이 상대하는 동맹상대국 간의 차등한 대외
정책에 기인한 약소국이 갖는 상대적 방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설은 바큇살 구조 내에서 미국이 동맹관계에 있는 동맹상
대국 간의 차등한 대외정책에 기인하여 약한 동맹상대국이 상대적으로 갖
게 되는 방기 위협이 존재함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집
중하는 미국과의 비대칭 양자동맹에서의 한국의 방기 유발 요인이 아닌 한
미일 삼자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
지는 전략적 중요도가 투사된 정책적 기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한미
일 안보협력체제 등과 같은 삼국 간 동맹관계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동아
시아 안보 사안에 대해 협력적으로 대처 하는 데에 있어 동맹상대국인 일
본과 한국 간에 일본을 더 우선시 하는 추가적이거나 차별적인 인식이 투
사된 정책을 이행할 때, 한미동맹관계의 발전 및 퇴보와는 관계없이 한국이 
갖게 되는 추가적 방기 위협이 존재함을 말한다. 이는 애치슨라인 등과 같
이 자유민주주의 전선 구축에 있어 한국은 제외하고 일본은 포함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개별
적으로 차별적인 정책 이행은 1965년 이전, 아직 미국 중심의 바큇살 구조
가 초창기 구축 단계에 있으며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과 일본 간의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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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강해서 서로 간의 교류가 전혀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한 한미일 관계에서 부
재했던 한국과 일본 간의 연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한미일 관계는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왔다. 

가설 2: 바큇살 구조 내에서 미국이 강한 동맹상대국에게 전가한 약한 동맹
상대국에 대한 역할 분담체제에 따라 약소국이 갖는 상대적 방기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바큇살 구조 내에서 미국이 강한 동맹상대국에게 전
가한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역할분담체제에 따라 약소국이 갖게 대한 상
대적 방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
은 서로 동맹관계 등과 같은 군사 안보적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심국인 미국의 안보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약소국에 대한 역할분담의 전
가와 강한 동맹상대국의 수용 및 이행은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동학을 수
반한다. 이전까지는 강대국-약소국의 관계에서 강대국의 공약이행도에 따라
서 증감을 반복하던 약소국의 강대국으로부터의 방기 위협이 강한 동맹상
대국의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증감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
력체제 내에서 중심 역할의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만 방기의 
위협을 갖고 있던 한국은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체제가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 되면서 삼국 관계의 구조적 특수성
에 따라 유사 동맹관계의 일본의 행태 변화에 따라 방기의 위협이 증감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 구도 형성
에 대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양자 간 비대칭 동맹의 연
속을 권력게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해당 조직 원리의 발현으로 구
축된 바큇살 구조 내 한미일 관계의 연루-방기 동학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전후 불완전한 주권 국가에 머문 한국, 일본 등에게 주입된 미국 중심의 안
보 협력체 내의 위계성이 제도를 통해 구체화됨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발현
되는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갖게 되는 방기의 위협이 추가적으로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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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본 글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시기 

본 연구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 내 한미일 관계 속에서의 구조적 위계성
에 집중한다.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후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 
하여 바큇살 구조 내의 동맹상대국들에 대한 역할분담체제에 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구상한 역할분담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위계성이 한미일 관계에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 즉,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및 1969년 오키나와반환협정과 한국조항이 각각 한미일 관
계 속에서 경제적 관계 및 안보적 관계의 최초의 제도화임을 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각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지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한미일 관계적 위계성이 바큇살 구조에 내재함을 보
여줌으로써 해당 위계성이 약소국인 한국이 한미일 유사 동맹 모델에서 갖
는 방기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관계적 위계성은 미국의 동맹상대국에 대한 역할분담체제의 위
계성에 기인하여 각 동맹상대국에게 수용 및 이행되는데, 이 위계성 구축에 
투사된 약소국에 대한 열등한 전략적 중요도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약
소국이 갖는 방기의 위협이 양자 관계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다자간의 
관계에서도 생산되는 동학이 있음을 보고자 한다. 

한미일 관계의 경우 해당 논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만 1951년과 1953년 각각 체결된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중요
하다고 인식하기 이전에 한미일 간의 관계 발전은 진전이 없었다. 이 시기
에는 유사 동맹모델이 양자동맹관계의 단순 중첩일 뿐 세 개 국가의 관계
가 야기한 방기 위협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 시기에서 제외하였
다. 

이에 상대적 방기 위협이 관찰되는 시기는 1965년부터이다.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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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상에서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의 연계 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이 생김에 따라 한
국과의 관계적 위계성이 생기게 된다.  일본이 한일국교정상화를 거치며 새
롭게 책임지게 된 역할은 미국의 동맹상대국에 대한 역할분담체제 구상이 
구체화되는 계기였고, 이를 일본이 수용하고 이행한 것이다. 이는 한미일 
관계 혹 바큇살 구조 속 동맹관계 행위자들 간의 동학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5년 전후 한일국교정상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한미일 관계 속 양자관계인 한국과 일본 간의 연계가 처음으로 
수립됨으로써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제도
적으로 수립되었음을 분석한다. 이어 1969년 말 미일 간의 오키나와반환협
정 과정을 통해 수립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양자 간의 사안에 
한미일 삼국이 서로 개입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된 형태로 한미일 간의 긴밀한 연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후 구조적 위계성이 제도화 된 한미일 안보협력
체 내에서 일본의 격상된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자로써의 변천을 한국 조
항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통해 보고자 사토 정권부터 후쿠다 정권까
지(1964년 11월 9일~1978년 12월 7일)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인 한국조항
의 변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과정추적(process tracing)을 통해 해당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그 관계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는 분석적 서술
(analytical narrative)을 하고자 한다. 과정추적이란 특정 증거와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사례에서 분석하는 사건의 과정과 그 연속성을 추적하여 그 
과정 속에 내재된 인과적 동학(causal mechanism)을 파악하는 방식이
다.18) 즉, 연구자가 택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존재하는 인과 매커니

18) Andre Bennett and Jeffrey Checkel, Process Tracing: From Metaphor to 
Analytic To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7~9. 



15

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일 사례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19) 또한 다른 연
구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연구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에 발생한 유의
미한 편차를 기준으로 단일 사례에서의 인과적 변화를 복수의 단계로 구분
함으로써 사례 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사례를 나눔
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의 수를 늘리는 연구 전략이다.20) 분석적 
서술(analytical narrative)은 보고자 하는 과정상의 변화에서 행위자들 간
의 상호작용에 집중함으로써 그 결과로써 관찰되는 변화에 집중하는 연구 
전략이다.21) 과정추적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각각 이
론 구축(theory-building), 이론 검증(theory-testing), 결과 설명
(explaining-outcome)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22) 

본 연구에서의 이론 구축의 과정추적은 X와 Y의 상관관계는 확인이 
되나 이를 설명하는 잠재적 인과적 매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나 Y
는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이론 구축의 과정추적
은 수집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 매커니즘이 내재되었을 것으로 여
겨지는 현상들의 존재를 추론(inference) 한다. 발견한 매커니즘의 일반화 
시도를 하느냐가 이론 구축의 과정추적만이 특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과 매커니즘을 이용한 설명의 종류는 구조적(structural) 인과 매
커니즘, 제도적(institutional) 인과 매커니즘, 관념적(ideological) 인과 매
커니즘, 심리적(psychological) 인과 매커니즘이 있다.23) 본 글에서는 강대

19) Derek Beach and Brun Pedersen, Process Tracing Methods: Foundations and 
Guidelin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3).  

20) Andrew Bennett and Alexander L. George. "Case studies and process tracing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Similar strokes for different foci."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2001), pp. 137~166.

21) Robert H. Bates, Avner Grief, Margaret Levi and Jean-Laurent Rosenthal, 
Analytical Narra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 12~13; 
Alexander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5).   

22) 이론 구축의 유형은 인과 매커니즘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이론 검증의 유형
은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인과 매커니즘을 검증하는 유형이다. 
반면, 결과 설명의 경우는 현상에 대해 어떤 인과 매커니즘이 관찰하는 현상의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과 매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통해 인과 
매커니즘을 파악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Beach and Pedersen, 2013.   

23) Beach and Peders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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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심의 구조적 인과 매커니즘이 각 행위자들의 역할분담체제를 구체화
시킴을 통해 약소국이 외부적으로 갖게 되는 방기의 위협에 대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한국이 20세기 중반 외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맺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연루-방기 동학에서 일
방적인 방기의 위협이 현재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 차이 없이 유지되
는 이유를 찾고자 함에 있다. 혹자는 데탕트 이후, 신냉전-탈냉전-탈근대 
등의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각 시대마다 동북아 지역 내 위협 요소가 늘 
존재해왔고 이에 대한 균형 전략으로 한미동맹에 높은 의존을 보이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로 풀리지 않는 퍼
즐은 1953년 이후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한국의 안보 전략은 왜 한미관계 일변도로 지속되어 왔으며, 왜 미국과의  
관계 자체에 포박되어 외부 위협 요소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방기 
위협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가이다. 

이러한 요인 분석에 대한 접근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 구조 내에서
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연루-방기 동학에서의 구조적 요인에 집
중하고자 한다. 기존에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인 바큇살 구조
(hub-and-spoke)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빅터 차(V.Cha)의 권력게임
(powerplay)이 있으나, 철저히 강대국 중심으로 기술한 이론적 분석틀은 
한국이 바큇살 구조 속에서 갖는 방기의 위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
지 못한다. 따라서 본 글은 과정추적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이론 구축
(theory-building)의 과정을 통해 기존 권력게임 이론에 약소국의 입장에
서 개념적인 추가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연구 시기에서의 독립 변
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매커니즘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설명력을 높이는 이론적 개념화 작업이 되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인 바큇살 구조에서 구조적 위계성을 추적
한다. 기존의 동맹론에서는 주권국가 간의 형식적 무정부성을 전제하기에 
20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완전한 주권성을 고려하지 못한 몰역사
적 연구라는 면에서 동아시아 동맹 안보협력체를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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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다. 따라서 기존 동맹론이 보지 못한 미국의 권력게임으로 구축된 동
아시아 안보협력체 내의 한미일 관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축되는 
구조적 위계성에 집중한다. 둘째, 구조적 위계성에 따른 미국의 동맹상대국
들 간의 차등한 역할분담체제에 집중한다.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발전 시
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미일 관계의 안보 기조 변화에 대처하는 일본과 
한국의 전략 차이에서도 드러나는 구조적 위계성을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각국에 대한 공약 강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동학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높고 낮은 적응력이 한일 간에 다름으
로써 발생하는 주가 방기 위협이 있음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로는 주로 공개된 1차 자료들과 당시 외교 인사들의 회고
록, 당시 언론의 신문자료나 잡지 자료 등을 활용하고 할 것이다. 특히, 
Kennedy Library, Johnson Library, Nixon Library 일부와 공개된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중 해당 시기에 관련 된 
것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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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맹론과 약한 동맹상대국의 방기 위협

국제 체제 수준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 형태는 다양하다. 자력구제의 개별안
보 추구는 군비증강, 동맹, 상대국 간 협조체제가 있고, 타력 구제의 집단 
안보는 협력안보, 평화유지군, 집단안전보장, 안보 공동체 등이 있다. 하지
만 모든 국가가 동일 수준의 정도로 군사적인 국력 신장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self-help)의 방식만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에서 한계
가 크다. 따라서 차선책인 국가 간 동맹 관계를 맺어 서로에 대한 공약
(commitment)을 준수함으로써 상호간 자국 안전을 보장 받는다. 특히, 세
계대전 후 시작된 냉전 시기 동맹관계는 구성 행위자들 간에 공통된 위협
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형성 및 운영 
되어왔다.

국가 간의 군사 안보 동맹 관계는 다른 협조체제와는 두 가지 큰 차
이점이 있다. 첫째, 동맹은 동맹국들 간에 실제 혹은 잠재적인 적국의 존재
를 가정한 관계이다. 둘째, 동맹 국가들 간에 서로의 국가 이익 추구 과정
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개입 및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관계
이다.24) 한국 역시 동맹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력과 지정학적
인 제약 속에서도 1953년 10월 체결 및 1954년 11월에 발효된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기반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 한미관계 강화 및 증
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1. 동맹론과 한국의 동맹관계  

동맹이란, 동맹 참여국 간 공약 기준의 협조를 전제로, 공유된 위협 저지, 
상호간 이익 추구 등을 위한 안보문제를 포함하는 국제문제에 능력을 집결
하는 행위 및 관계이다.25) 동맹은 형성 시기에 따라 동맹국 간 공통 승리

24) 전재성, 2004(a), pp. 63~97.
25) Giovani Botero, The Reason of Stat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6), pp. 163; Thomas M. Barker, Frederick the Great and the Making of 
Prussi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2), pp. 75; George Liska, 
Nation in Alliance: The Limit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pp. 3; Jonathon Green(ed.), The Book of 
Political Quotes, (New York: McGraw-Hill, 1982). pp. 61; Glenn Snyder,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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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연합(coalition)의 형태가 일반적인 전시(wartime)동맹과 위협 요
소의 공격 억지 및 동맹국 제어를 목표로 하는 평시(peacetime)동맹이 있
다.  

동맹은 정치 과정에 따라서도 구분 가능하다. 쉬로더(P.Schroeder)는 
공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맺어지는 동맹도 있으나, 위협과의 합의된 협
정을 통해 위협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동맹도 있음을 밝힌다.26) 또한 
강대국-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 ‘관리의 수단’으로 동
맹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위협을 상대로 하는 대적 게임 내 적대
국과의 동맹도 있고, 동맹 게임 내 동맹국과의 동맹관계도 있다. 

1) 양자동맹과 동맹의 연루-방기 동학

동맹관계는 동맹참여국의 수에 따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다자 간 동맹관계와 양자 간 동맹관계 사이의 차이가 대표적이
다. 다자동맹이란 세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각자 혹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해 맺는 동맹 관계로, 행위자의 수가 많다보니 서로 간 이익이 상충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쉬운 동맹관계이다. 이에 반해 양자동맹이란 동맹국과 
동맹상대국 양자 간 관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단순한 관계는 다자 동맹 형
성 및 지속의 어려움을 쉽게 만들어 준다. 

20세기 미소 간의 냉전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진 국가 간의 양자동
맹관계는 당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동맹상대국을 선택하였으므로 동맹관계

Poitics, (Ithaca: Th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4;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Th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82; 
Robert E. Osgood,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8), pp. 19; John Baylis, Ken Booth, John Garnett 
and Phil Williams,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Political, (London: 
Croom Helm, 1975), pp. 175; Ole R. Holsti, P. Terrence Hopemann, and John 
D.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John and Sons, 1973), pp. 4. 참조 후 재정의

26) Paul Schroeder, “Alliances, 1815-1945: Weapons of Power and Tools of 
Management,” in K. Knorr (eds),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6); 전재성, 2004, pp. 69. 
로부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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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행위자들에게 동맹 상대 결정의 문제를 단순하
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다자 간 동맹에 비해 두 개 국가의 경우 공동의 적
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유일한 상대국이기 때문에 다자관계보다 
방기의 위협도 줄고 동맹 관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딜레마의 가능성과 정
도도 훨씬 약하다. 또한 양자 간의 관계이므로 서로에 대한 연루의 위협을 
느껴 비록 동맹 공약의 준수 정도를 낮춘다고 하여도 다자 관계에 비해 비
난을 덜 받을 수 있다.  

양자 간 동맹 관계에서 공약이행도에 따른 위협의 증감이 있다. 약소
국이 동맹관계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방기 위협에서 벗어나고
자 할 때 발생 가능한 동학이다. 기본적으로 동맹관계에 대한 공약이행도를 
높이면 관계적 책임에 대한 평판이 호전되어 동맹상대국에게도 같은 수준
의 기대가 가능하게 되어 약소국의 방기 위협이 줄어드는 논리를 따른
다.27) 해당 논리를 스나이더(G.Snyder)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다음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27)  동맹관계의 ⓐ국과 ⓑ국이 있다고 하자. ⓐ국이 ⓑ국과의 관계에 대한 공약 이행에 적
극적으로 임하여 ⓑ국에 강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를 실천한다면, ⓐ국
에 외부 위협 등의 안보 불안 요소가 가해졌을 때, 방기의 위협은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이 경우, ⓑ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과정에 따른 무력 충돌 혹은 전쟁의 위협 등에 휘말
리는 연루의 위협이 증대된다. 하지만 연루의 위협을 줄이고자 ⓑ국과의 공약에 대해 소
극적이거나 불이행으로 일관한다면 ⓑ국은 ⓐ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기 때
문에 자체적인 돌발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의 연루의 위협은 감소하게 된
다. 하지만 ⓐ국이 동맹관계의 공약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불이행 및 소극적 태도를 일관
되게 보인다면 상대국이 느끼는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의 위험이 증대되고 이는 자연스
럽게 동맹국 자신의 위협도 증대시키는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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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1> 동맹국의 동맹상대국에 대한 강한/약한 공약을 취하는 시나리
오28)

28) <표II-1> 동맹국(ⓐ)과 동맹상대국(ⓑ) 양자 간의 연루-방기 딜레마 게임에 공유된 위협
의 적대국(ⓒ)을 넣어 생각해 본 경우이다. <표II-1>의 네 가지 시나리오는 한미동맹에도 
적용된다. 동맹국(ⓐ), 동맹상대국(ⓑ), 적대국(ⓒ)은 각각 한국, 미국, 북한이라 하면 한미
동맹관계의 연루-방기 딜레마의 동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분석 가능하다. 시나리오 1
의 경우,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부 등과 같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강한 
지원 및 공약을 재확인 했을 때,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써의 강한 확신을 주게 되어 미국
으로부터 방기되는 위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 협
력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좋은 평판을 갖게 된다. 반면, 연루의 위험에 한국을 노출 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 한미관계는 크게 호전되었다. 이전 노무현 정권과는 다른 
미국과 유사한 강경한 대북정책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용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
북정책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격 등과 같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
었다. 매년 3월과 8월에 수행하는 한미연합훈련(대표적으로 각각 3월과 8월에 시행되는 
한미 키리졸브 & 독수리 훈련(Key Resolve and Foal Eagle; KR/FE)과 한미 을지프리
덤가디언(Ulchi-Freeson Guardian; UFG)이 있다.) 등은 북-중-러의 안보 위협을 자극
하여 대항동맹 결성에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시나리
오 1과 같이 비교적 명확히 나뉘는 한국 역대 정부의 성향을 기준으로 나머지 3개의 시
나리오 또한 적용이 가능하고 대북 및 대비 정책을 기준으로 북한 대항 한미동맹의 동학
에서 연루-방기 딜레마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스나이더가 제시한 동맹국(ⓐ), 동

(ⓐ 의 입장에서) 장점 단점

Senario 1. 
ⓑ에 대한 강한 지원, 
공약

ⓑ의 강한 확신
방기위험 감소 
책임감에 대한 평판 호전

연루위험 증가
ⓑ에 대한 협상력 증가
동맹변경 선택불가
대항동맹 자극 가능성 증가

Senario 2.
ⓑ에 대한 약한 지원, 
공약

ⓑ에 대한 제어력 증가
연루위험 감소
ⓑ에 대한 협상력 증가
동맹변경 선택가능
대항동맹 자극 가능성 감
소

방기위험 증가
책임감에 대한 평판 악화

Senario 3. 
ⓒ에 대한 강경 입장

ⓒ 도발 방지
갈등해결의지 확산 

적대국의 경계심 증가 및 긴장 증가
(안보경쟁의 악순환)
(ⓒ에 대한 강경->ⓑ에 대한 강한 
지원 인식)
*Senario 1과 비슷한 결과

Senario 4. 
ⓒ에 대한 유화적 입
장

갈등해결, 긴장완화
ⓒ의 강경 여지 줌

(ⓒ에 대한 유화->ⓑ에 대한 약한 
지원 인식)
*Senario 2와 비슷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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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국 ⓑ: 동맹상대국 ⓒ: 적대국
[출처: Snyder, 1984, pp. 460~495. 재구성.] 

2) 비대칭동맹과 동맹의 연루-방기 동학

동맹은 본래 비슷한 국력 수준의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위해 군사 안보적
인 연계를 임시적으로 맺는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 2차 세계 대전 후, 
미·소는 각 진영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다수의 비대칭동맹을 맺었다. 특히 
미국의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소봉쇄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조약광(pactomania)’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국가
와 안보 동맹 관계를 맺었다.29) 1951년 일본과 안보조약을 체결한 데에 이
어 호주, 뉴질랜드와 3국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2년 뒤, 한국과도 한미상
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결성하여 
호주, 방글라데시,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의 국가를 가입시켰다. 

동맹의 대칭-비대칭과 관련된 연구는 모로우(J.Morrow)가 대표적이
다. 그는 국력 기준 동맹관계의 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해 약소국(minor), 강
대국(major),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국가 집단을 구분하고 같은 집단
에 속하는 국가들 간의 동맹을 대칭으로, 집단 간 국가 간 동맹관계를 비대
칭으로 구분한다.30)

미일동맹과 같은 초강대국-강대국 간 혹은 한미동맹과 같은 초강대국
-약소국 간의 비대칭적 동맹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활발
히 이루어졌다. 미·소의 정치 및 군사적 필요성 보다는 ‘줄 세우기’식의 동
맹 결성은 외부 세력에 대한 균형 전략이라기보다는 동맹참여국가 간 지나
친 국력 차이에 따른 관계적 속성이 더 강하게 작동하였다. 대표적으로 안
보-자율성 동학이 있는데, 약소국 혹은 강대국이 초강대국과 동맹으로 핵 
억지력 등의 국가 안보력은 증가하나 이를 대가로 초강대국으로부터의 정
치적 자율성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소련의 경우 브레즈네프독

맹상대국(ⓑ), 적대국(ⓒ) 간의 연루-방기 딜레마의 경우,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4의 경
우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방기의 위협이 증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29) 전재성. “동맹의 역사,”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 No.33, (2009), pp. 13. 
30) Morrow, 1991, pp. 9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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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린으로 동맹국들을 주권을 제한하여 동맹상대국들의 반발을 야기 했었고,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제도는 없었으나 바큇살 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기반
으로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방지하고 공산권과의 독자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막았다.31) 

이와 같은 비대칭 동맹에서도 연루-방기 동학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통 강대국-약소국 관계에서 강대국은 다차원의 대외전략이 존재하기 마
련이다. 이는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지위에 대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력을 유지해
온 미국 또한 이를 20세기 중반부터 이어왔고, 이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써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 일본, 한국 등의 동맹상대국들과의 공약 이행도
와 상충되어 동맹상대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방기의 위협이 증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초강대국 미국은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세계전략과 각 지역별 혹은 
개별 국가별 안전과 국익을 위한 지역 및 개별적 전략을 동시에 이행한다. 
이들이 동일 맥락에서 동시 추구하는 존재하나 그렇지 않고 상충되는 경우
도 있다. 이럴 경우, 세계전략이 미국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거시적 맥락의 
이익 차원에서 우선시되기 때문에 한미 관계 등과 같은 개별 국가 관련 전
략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대전략 차
원에서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방기되는 안보 위협이 
존재하게 된다. 일례로 닉슨의 괌독트린 때 한국은 한미동맹의 공약에 대한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방기의 위협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베트남 파병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감축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연루-방기의 반비례 관계를 인지하여 연루의 위협을 높이면서까지 방기의 
위협을 낮추고자 했는데 닉슨독트린의 세계전략으로 인해 한미동맹에서의 
한국의 공약이행도는 미국의 세계적 변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과
적으로 연루와 방기의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듯 한미동맹은 살핀 양자동맹 및 비대칭동맹과 그에 따른 연루
-방기 동학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반한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이론적 설
명은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 속에서 방기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유

31) 전재성, 2009,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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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 우선, 양자동맹에
서의 연루-방기 동학은 약소국의 자체적 국력 신장으로 적대국가에 대한 
상대적 위협 요인을 줄이면, 방기의 위협이 증가하더라도 자율성 추구를 통
해 이를 통제 가능함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약소국의 자율성 증진 전략이 
강대국의 연루 위협을 야기하면 강대국은 공약이행도를 낮춰서 대응하고 
이는 약소국의 자율성 추구에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하여 결국 동맹관계가 
약해지면서 약소국은 안보적인 자율성을 획득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로 한미동맹에서는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비대칭 동
맹에서의 강대국의 위협인식 변화와 전략 변화에 의한 방기 위협의 극복은 
약소국이 대외전략의 기조를 강대국의 기조와 부합하게 맞춰야 극복이 겨
우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력 수준의 한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력으로 이를 맞추기는 어렵게 했다. 

두 동맹에 대한 연루-방기 동학이 동아시아 동맹관계 중 하나인 한국
의 방기 위협의 지속성을 설명해 주는 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해당 동맹
론이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주권국가들 간의 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진 
동맹 체결과 형성을 기반으로 이론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1648년 유럽 
국가들은 종교선택권과 동맹체결권을 기반으로, 군주가 자유롭게 국가 안정
과 이익만을 기반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맹 
체결과 폐기는 자의적일만큼 자유로웠다. 가령,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랑
스를 제외한 국가들이 패권 경계 차원에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 제
도적 고려를 통한 협조체제가 가능했던 것과 비스마르크가 동맹관계를 활
용하여 독일 통일을 위한 현상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모두 주권국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서유럽 역사 중심의 동
맹 이론은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전제하므로 형식적 무정부성이 적합한 구
조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다.32) 

하지만 해당 이론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적용은 부합하지 
않다. 이는 동아시아 주권국가 발전 과정과는 무관한 몰역사적인 이론에 가
깝기 때문이다. 즉, 1950년대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는 한국, 대만, 일본 등
은 여전히 분단국가 혹은 비(非)보통국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이 강

32) 전재성,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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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미국과 맺은 동맹관계에서는 해당 연루-방기 이론들이 전제하는 동맹 
체결 및 폐기에 대한 자율성이 부재하다. 따라서 현재 미국 중심의 동아시
아 안보협력체의 연루-방기 동학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에 대한 모색이 필
요하다. 

 
3) 바큇살 구조(hub-and-spoke)와 한미동맹

바큇살 구조(hub-and-spoke)란, 보통 ‘중심과 주변’ 으로 번역되며 국제정
치에서 ‘바큇살 전략’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33) 이는 다수 행위자들 간 연
결망의 한 형태로, 대표적으로 미국이 195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맺은 양자 간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구축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체제적 구조를 말한다. 

바큇살 구조는 미국의 52대 국무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J.P 
Dulles)가 최초로 말한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1950년대 전 후, 미국의 여러 
갈래에서 사용한 정책적 기조이다. 제 2차 대전 이후, 마샬 플렌에 대항해
서 나온 트루먼 선언은 냉전을 심화시켰다. 1949년 12개로 시작하여 1955
년 16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다자안
보동맹으로, 집단자위권에 근거한 공동방위체제였다. 유럽에 집중되었던 대 
소련 방위 체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집중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바뀐
다. 이에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 연속된 양
자 동맹 관계를 맺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바큇살 구조를 구축하여 소련 
세력에 대응했다.

한미동맹에서 연루-방기 동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
자 비대칭 동맹관계를 넘어 바큇살 구조 내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는 기존
의 동맹 형성 및 폐기, 유지 및 지속의 이론으로는 한국 등과 같은 약소국
이 동맹 체결 당시와 매우 다른 내재적 역량 및 국제 상황에 놓여 있음에
도 일방적인 방기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는 적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동맹론의 연루-방기 동학에 

33) ‘바큇살 전략’이라는 말은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한 체제 구조적 모양이 마치 바퀴의 중
심과 바큇살이 연결이 된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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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좁게는 한미동맹, 넓게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적
절한 분석틀인 바큇살 구조 내 동맹 국가 간 동학에 대해 살펴보자. 

4) 권력게임(powerplay)과 연루-방기 동학

권력게임(powerplay)이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환경과 동맹국들에 대한 통
제를 중요시하는 국가 운영 원리로, 대부분 잠재적 불량국가(rouge state)
가 모험적인 행동을 하여 미국이 원하지 않는 군사적 만일의 사태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지(constraint)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34) 권력
게임을 추구하는 국가의 안보적 목표는 우선적으로 동맹상대국들에 대한 
통제(control)이며, 권력게임을 이행하는 대상국들의 행태에 따라 빠질 수 
있는 연루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권력게임은 강대국 입장에서의 운영원리 및 동아시아 바
큇살 구조(hub-and-spoke)의 조직 원리이다 보니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양자관계에서의 공약이행도를 높이는 수준이 공약 사항을 넘어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행태로 보일 때 과의존(overdependence)으로 개념
화 한다.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과의존 전략을 필 수 있는 
요건은 a. 양국 관계가 대규모 군사적 공약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b. 강대
국의 많은 정치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동맹상대국이면서, c. 동시에 거대 
경제적 자금도 약소국에게 투자된 적이 있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1950년대 미국-이스라엘 혹은 미국-대만 등의 관계처럼 d. 사
회 경제적인 면에서 뿌리 깊은 연계를 맺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있다면, 동맹상대국은 강대국에 대한 의존성이 일반적
인 동맹관계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동맹 관계에서 강대국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다. 

반면, 한국과 같은 약소국은 이와는 대조적인 우려가 있다. 약소국은 
동맹 관계에서 강대국의 부족 공약을 우려한다. 부족 공약
(undercommitment)이란, 강대국-약소국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이 
기대한 만큼의 공약이행도를 보여주지 않을 때 갖게 되는 방기의 위협으로 

34) Victor Ch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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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의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는 부족 공약에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권력게임에서의 동맹의 연루-방기 동학은 과의존에 대한 

강대국의 우려를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연루-방기 동학의 운용원리와는 
달리 강대국의 입장에서만 연루-방기 동학을 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게임이 동아시아 안보협력체를 보는 데에 필수적인 이론인 
이유는 기존 연루-방기 동학과는 달리 구조적 위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
이다. 권력게임에서 미국의 상하 위계적인 대한, 대일, 대-대만 등의 동맹 
전략은 Chaining Chiang, Rhee-Straint, Win-Japan 등 이름만 들어도 
미국 입장에서의 상이한 중요도 및 위계가 드러나게 표현된다.35) 따라서 
바큇살 구조에서의 권력게임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의 조직 원리로써 보
다 현실에 적실한 이론인 것이다.

바큇살 구조는 미국이 1950년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확대를 위해 
추진한 권력게임의 결과물인 것이다. 바큇살 구조(hub-and-spoke)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II-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조 전체에서의 중심국(hub) 
역할의 높은 중요도이다. <그림II-1>은 각각 다자주의 구조와 바큇살 구조
의 전형을 보여준다. 좌측의 다자주의 집단안보체제는 모든 주변국(spoke)
이 동시에 중심국(hub)도 될 수 있는 데에 반해, 우측의 바큇살 구조는 모
든 주변국이 중심국이 될 수 없고 중심국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적인 구조
이다. 이는 다자 간 연결망은 각각의 주변국이 서로 고유의 연계가 있어 상
호간 직접 연결이 되지만 바큇살 구조의 경우 중심국을 통해서만 주변국 
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Victor Ch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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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1> 다자주의구조 및 바큇살 구조의 비교

 

이러한 중심국-주변국의 일방적 의존성을 강대국-약소국의 관계에 적
용해 볼 수 있다. 강대국이 허브로써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에 스포크로 위
치한 동맹상대국을 관리한다. 이러한 구조는 초강대국에게 하나의 동맹상대
국과 맺는 단일한 양자관계보다 큰 이익을 제공한다. 그것은 강대국이 자국
의 문제를 자국의 압도적 비대칭성과 스포크 간의 구조적 단절을 이용하여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차원의 문제로 치환하여 거대 공공의 적에 대항하고
자 구조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큇살 구조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다
자주의 집단안보체제에 비해 각각의 스포크에 대한 관리 총괄 능력을 최대
한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면서 자국의 연루-방기 딜레마의 손실을 최소화 
하게 해주는 체제이다. 

미국이 다자주의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한 유럽과 동남아시아와는 다
르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바큇살 구조를 구축한 이유는 바큇살 구조 동맹
상대국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도를 기반으로 미국을 중심 허브로 위치시키며, 다른 동맹 
국가들은 각자 한 축만을 담당하게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미국의 전략
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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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2>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이행 과정

[출처: Cha, 2016.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는 미국이 잉여통제력 조율 
시, 동맹상대국과의 비대칭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 한 관리구조
(governance structure)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양자 간의 동맹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아무리 빠짐없이 기술한다고 하더라
도 향후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게 마련인데, 60년 이상 유지되
어온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비해 6조로 기술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과하게 
간략하다. 따라서 그간 주한미군철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서로 합의 
조율 시 미국은 초강대국-약소국의 국력 비대칭성과 바큇살 구조에서 약소
국의 대 미국 동맹관계에 대한 일방적 의존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잉여통제력 조정은 미국 중심의 바큇살 구조
의 약소국에 대한 통제 효과를 더욱 배가 시킨다.

다자관계 혹은 양자관계와는 달리 바큇살 구조는 초강대국에게 높은 
잉여통제력을 구사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간의 공약과는 별개의 
불평등한 세력 분배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구조 내 강대국은 약소국의 
배반 및 동맹 탈퇴 위협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동맹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관리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형성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동학의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미국은 1950년대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다수
의 양자 간의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 등 다수의 동맹상대국들이 미
국에 대한 방기의 위협을 일방적으로 느끼게 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한국이 바큇살 구조 하에 주변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다자주의의 일원
이었다면 집단 안보 체제의 맥락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 간의 관계도 미국을 
통하지 않는 상호 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있어 더욱 자유로웠을 것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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큇살 구조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
한 한일 간의 상호교류는 실질적으로 불가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유일한 안보전략인 우리는 초강대국-약소국 간의 구조적 위계
성 때문에 구조상의 방기가 유지되는 것이다.  

5) 약소국의 대응과 구조적 포박(binding)

권력게임의 바큇살 구조에서 약소국은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 초
강대국-약소국 관계에서 초강대국은 연루의 위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우려하게 된다. 그에 반해 약소국은 방기의 위협을 일방적으로 받게 된다. 

약소국이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에게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적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동맹관계의 
행위자로써 자체적 균형을 증대하는 자구(self-help)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즉, 자국의 내재적인 힘을 키워서 강대국의 안보 수혜를 받지 않고서라도 
외부적 위협 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로 국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1970년대 초, 미국의 중국과의 데탕트로 미국 일변도의 한국이 언
제 버려질지 모른다 생각한 박정희는 자체적인 핵개발을 시도하여 난국을 
해쳐내고자 하였다. 둘째, 양자관계에 대한 공약 이행도를 높여 강대국에게 
관계에 대한 높은 헌신도를 보임으로써 강대국의 헌신도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동맹관계 기본적인 연루-방기 동학과도 연결되는 것으
로 동맹관계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다. 1960년대 한국이 자국의 성
장에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베트남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했
던 행태는 대표적인 양자관계를 통한 강대국의 공약이행도를 높이려는 약
소국의 대응이라 볼 수 있다.36) 셋째로 다자주의적인 노력을 들 수 있다. 
강대국-약소국 동맹관계에서 버려질 것에 대한 위협에 대해 약소국은 마지
막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약소국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진영을 만드는 노력
을 할 수 있다. 자국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상정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태평양 구상
(pacific pact)은 이와 같은 다자주의적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

36) 전재성, 2004(a), pp.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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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II-2> 약소국의 방기 위협 출구 전략의 대표적 유형

레이크(D.Lake)는 국가 주권성의 맥락에서 강대국-약소국 관계를 상
호간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가 간 자발적 계약 체결로 보고, 이를 통해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적 권리 일부를 양도 및 취득했다고 본다. 국제 관
계에서의 위계성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정당한 권위에 
근거한 위계 상태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적 위계성의 다층화를 강조
하는데, 그의 논리에 따르면 실질적인 구조적 위계성에서 강대국은 위계적 
편익을 약소국에게 제공하고 약소국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의무에 순응
하며 경제 편익을 취하고, 안보적으로는 강대국의 안보 수혜에 편승하는 전
략으로 편익을 취한다는 것이다.37) 

하지만 동아시아 동맹관계에 해당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전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형성 과정에 대한 몰역사적
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에서 미국의 동맹상대국들은 
미국과 맺고 있는 동맹관계는 계약적 자율성 보다는 전후 국가 재건 숙명
의 상황에서 중심국 미국의 원조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강하게 작동
한 안보-자율성 교환 동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강대국-약소국 관계
에서 잉여통제력 조정 과정을 권력게임으로 일관한 강대국의 행태로 인해 
약소국은 강대국의 관리구조에 포박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각에 대한 구체
적인 역할 구상을 본인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두어 구상 가능한 강대국
의 동맹상대국들 간의 구조적 위계성이 구조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림II-3>은 약소국의 방기 위협에 대한 자율적인 세 가지 전
략이 권력게임 하에서는 각각 강대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지당

37) David A. Lake,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3, (2003), pp. 303~323.

방기 위협의 증가
약소국의 
대응

자구(self-help) 양자적 접근 대안 다자적 접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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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II-3> 약소국의 방기 위협과 대응에 대한 강대국의 제지(restraint) 동
학

2. 바큇살 구조(hub-and-spoke) 내 강한 동맹상대국
(strong alliance partner)-약한 동맹상대국(weak 
alliance partner) 관계와 한미동맹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에는 중심국 미국의 동맹상대국 간의 구조적 위계성
이 존재한다.1950년대 미국의 연속적인 양자 간 동맹관계는 동맹상대국의 
역량이 가지각색인 만큼 미국 입장에서의 안보-자율성 교환 동학에 기반 
한 관계 활용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동맹상대국은 일정한 기준 없이 다
양한 국력, 정치제도, 지리적 위치 등의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냉전 전반에 걸친 전략은 공격적 현실주의 논리에 따라 타 지
역에서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 국가에 대해 균형전략을 펼쳐 견제 및 봉쇄
하는 역외균형자 전략이었다. 1950년대 초 미국이 맺은 다양한 수준의 동
맹상대국들과의 관계 유지는 미국에게 연루의 위협, 대외전략예산 부담, 중
심국 역할 수행 차질 등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해당 국가들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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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폐지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즉각적(ad hoc)으로 자국의 국익을 추구
하기 위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활용은 수평적으로 다양
한 문제 해결에 걸쳐 적용 되었기에 기존 동맹 관계의 폐지 유인인 적대게
임에서의 위협의 변화에 무관하게 데탕트, 탈냉전 등 국제정치 시기적 변환
들을 거쳐도 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듯 동맹상대국들의 다양한 속성은 미국이 바큇살 구조의 중심
국으로써 각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수준과 정도도 각각 다르게 하였다. 이
는 곧 미국이 관계 활용도 차이로 투사되어 미국이 그 국가에 대한 중요도
를 구성하게 하여 동맹상대국 간의 구조적 위계성이 생기게 된다.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미국의 동맹상대국 간의 위계성을 가르는 기준은 다
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가 역량, 미국의 구상에 대한 순응
도, 국내정치적 안정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중심국의 강한 동맹상대국(strong alliance 
partner)과 약한 동맹상대국(weak alliance partner) 
 
 미국이 냉전 초기부터 구사해온 동맹 전략의 결과 구축된 바큇살 구조 내 
주변국들 간의 편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각 동맹상대국이 갖는 연루-방
기의 동학이 상이하게 발생한다.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도 역외균형
자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외 영토적 기점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해 준 것이 동아시아 내 다양한 동맹상대국들이었다. 

1951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역내 동맹상대국들과의 관계는 해당 국
가 영토에 미군의 주둔이 허용되었고 치외법권, 기지 내 미국 영토화 등 미
군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군사 전략적 활동이 허용되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동북아 북방 삼각인 북한, 중국, 소련 등에 대
한 견제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게 높은 전략적 이익을 주었다. 한국은 한국
전쟁을 치른 후 휴전선을 경계로 공산주의 진영과 대면하고 있는 ‘전장국
가’로써 전략적인 역할이 우선시 되었고, 일본은 여러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가’로써의 역할이 미국으로부터 기대 및 수행 되었다. 가령 한
국은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전쟁터로 활용될 지역으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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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적인 군사 활동 등 미국의 계산 밖의 행동은 적대게임 행위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세적 신호로 간주되어 미국의 연루의 위협이 바로 
증가한다고 간주되었다. 반면, 일본은 후방기지 국가로써 자유주의 진영의 
보급 창고와 같은 장소였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 및 경제 발전이 순행되는 
것이 곧 미국 중심 바큇살 구조의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내
재적 균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동맹상대국 간에는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써의 전략
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역할이 구분되어 활용되어 왔다. 동맹상대
국들의 입장에서도 전후 불완전 주권국가 형성의 단계에서 미국에게 안보 
수혜를 입는 것은 환영되었다. 안보가 확보 되지 않아 국가의 존망이 위험
한 상황에서 국가 자율성은 안보 추구에 완전히 밀려 안보를 위해 대미 동
맹관계에 대한 일변도가 고수되었다. 이러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환 동
학을 근거로 미국은 자국의 공격적 현실주의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는 다수의 양자 간 동맹관계를 구축하였고, 각 동맹상대국들의 미국의 구
상에서의 활용도는 국가의 지정학적 특색, 영토,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안
정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주변국 간의 구조적 위계성이 냉전 기간 전
반에 구축되어 유지되어 왔다.  

강한 동맹상대국(strong alliance partner)이란, 동아시아 바큇살 구
조 내에서 상위 바큇살에 위치한 국가로써, 국력 수준이 강대국 수준이며 
국내정치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미국의 역할분담체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
은 수준의 동맹상대국이다. 약한 동맹상대국(weak alliance partner)이란,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에서 하위 바큇살에 위치한 국가로써, 국력 수준이 
발전국가 수준이며 국내정치적인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미국의 역할분담체
제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수준의 동맹상대국을 말한다.

(1)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중심국의 동맹상대국에 대한 강(strong) 약
(weak) 구분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구분은 중심국의 미국의 입장
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안보협력체인 바큇살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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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즉각적으로(ad hoc) 맺은 연속된 양자관계의 결과물인 만큼 동맹국 
선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공식화 된 것은 없다. 하지만 실제
적으로 중심국의 시기별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의 변화와 시기별 적대게임
에서의 위협인식 변화는 각 동맹상대국에 대한 역할분담체제의 변화를 야
기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각 동맹상대국들에 미국이 기대하는 역할 또한 변
화되어 왔다. 

바큇살 구조의 기존 연구는 미국이 구조의 중심(hub)으로써 모두를 
연결해 주는 구조의 특수성 연구에 집중하지만, 본 글에서는 중심국의 전략
적인 이익에 기반 한 각 주변국들의 상이한 활용도에서 나오는 구조적 위
계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각 주변국들에 대한 강한 동맹상대국(strong 
alliance partner)과 약한 동맹상대국(weak alliance partner)에 대한 여
러 기준이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관계에 투사되는 중심국의 구상과 주변국 
행태의 전략적 일치도, 각 주변국의 정치적 안정성 등 전체적인 역량을 기
준으로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을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1953
년부터 1979년까지인 냉전 초기부터 신냉전 도입까지를 살피면서 당시 각 
동맹상대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등 여섯 개 국가
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강약 기준을 대표적인 수치를 통해 구분하고 바
큇살 구조 내 구조적 위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변국 간의 국가 내재적 역량 차이를 들 수 있다. 국가 
자체적인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경제력, 군사지
출비 등을 들 수 있다. 중심국 미국의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의 대표적인 동
맹상대국들은 다음 여섯 개 국가로 냉전 시기 국가 역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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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3> 바큇살 구조 주요 동맹상대국 역량 비교

*1965년, 1979년 기준 
[출처: world bank data (검색일: 11. 05. 2016)]

해당 기간 동안의 국내총생산 수치는 일본과 호주가 다른 4개 국가들
보다 월등히 앞선다. 해당국가의 경제력 추이는 중심국 미국이 주변국으로
부터 기대하는 전략적 역할 수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물론 해당 국가가 주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공양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중심국은 주변국의 국력에 따라 역할의 
비중을 구상 할 것이다. 이는 각 국가의 군사 지출비 변화 추이에서도 드러
난다.  

영토 인구수 국내총생산(GDP)
1965년 1979년 1965년 1979년

일본 377,915㎢ 98,883,000 115,870,000 90.95 bil 1.037 tril

호주 7,741,220㎢ 11,388,000 14,514,000 25.926 bil 134.585 bil

뉴질랜드 267,710㎢ 2,628,400 3,109,000 5.654 bil 20.73 bil

한국 99,720㎢ 28,704,674 37,534,236 3.018 bil 69.732 bil

필리핀 300,000㎢ 30,913,931 46,113,992 5.784 bil 27.502 bil

태국 513,120㎢ 31,822,798 46,412,310 4.389 bil 27.372 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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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4> 1953년부터 1979년까지 바큇살 구조 내 미국의 주요 동맹상대국 
군사 지출비 비교

*필리핀- 베테랑 사안(Veterans affairs) 지출금이 포함되어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 한국- 
군사설치(military installation), 미군기지 재배치(relocations of US bases), 군사 복지비
(welfare for troops) 비용 제외 금액임, 일본- 오키나와 특별 조치 위원회 예산(SACO) 포
함 및 군사 연금(military pensions) 제외 금액임
[출처: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그림 II-4> 1953년부터 1979년까지 바큇살 구조 내 미국의 주요 동맹상
대국 군사 지출비 그래프 비교

단위: mil USD [출처: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53 1965 1979
일본 8401 mil 11449 mil 27238 mil
호주 6160 mil 8012 mil 11090 mil
뉴질랜드 - 1432 mil 1905 mil
한국 198 mil 819 mil 9421 mil
필리핀 - 668 mil 2665 mil
태국 - 595 mil 3103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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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표II-3>과 마찬가지로 일본 및 호주는 군사 지출비에서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앞선다. 미국의 모든 동맹상대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이 대미 동맹관계의 일변도가 거의 모든 경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군사 지출비는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과의 공약 이행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로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주변국의 정치적 안정성 및 중심국 구상과의 일치도를 들 
수 있다. 주변국 내재적인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심국 미국의 지역별 
구상에 대해 주변국이 수용하는 정도 및 실제 역할 이행이 중요하다. 미국
의 역할분담체제에 투사된 각 동맹상대국 역할에 대한 구상이 안정적으로 
수신자에게 수용이 되었을 때, 해당 국가가 중심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역할 수행 정도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여 중심국-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그렇지 않고 해당 주변국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추구하여 그
로 인한 적대게임에서의 대적국가에게 오인 유발 신호를 보내거나 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중심국은 불필요한 연루 위협 증가로 인해 예상
치 못한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 발전
을 위해 필수적인 중심국 구상의 역할분담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순응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변국의 국내정치적인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한
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안보조약 이후 줄곧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
다. 수상 개개인의 안보-자율성 교환동학에 대한 성향은 상이할 수도 있으
나, 결과적으로 일본이 미국의 역할분담과 그것을 조율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모습은 각 총리 수상에서 일정부분 고정적으로 유지되
는 부분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후 냉전시기 지속되어온 일당독재 정치 
체제는 각 지도자의 개별 성향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 여부가 달라졌다. 이
는 중심국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한국이 원조 수혜 
이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큇살 
구조 및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맥락에서 일본만큼 비중 있는 역할분담을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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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치적 안정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박정희 정부의 군사 정변이 일어났
을 때, 초기에는 장면 내각을 지원하는 듯 하였으나 정권의 장기적 안정성
을 파악한 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국내정치적인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냉전 초기 미국
의 문어발식 동맹 조약 체결로 인한 주변국들의 다양성은 각 주변국의 내
재적 역량과 미국이 제시한 해당 국가의 역할분담체제에 대한 순응도 및 
저항도와 정치적 안정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II-5>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그림 II-5>는 기존의 바큇살 구조 내 미국의 동맹상대국  간의 형식
적 무정부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계성에 대한 시각화이다. 즉, 앞서 본 
대표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미국의 냉전 초 동맹상대국을 살핀 후, 
그들에 대한 강한 동맹상대국(stong spoke) 및 약한 동맹상대국(weak 
alliance partner) 기준을 중심으로 상위 바큇살(upper-class spoke 
group)과 하위 바큇살(lower-class spoke group)으로 구분하여 바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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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구조적 위계성을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위계성은 탈냉전, 탈근대의 시기적 전환기가 지남에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중첩
된 제도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데, 상위 바큇살에 위치한 일본 및 호주와는 
각각 3개와 4개의 제도적 협약을 맺고 있는 반면, 하위 바큇살의 한국, 필
리핀, 태국, 뉴질랜드와는 한국의 2개를 빼면 모두 1개의 제도적 협약에 머
물고 있다.38)

2) 상대적 방기 위협(relative abandonment threat)

(1) 정의 및 발현 조건

상대적 방기 위협(relative abandonment threat)이란,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입장에서 대적게임의 적대국가와의 상대
적 국력차이 변화 및 도발 행위 등과 관계없이 강대국이 해당 약소국에 비
해 다른 동맹상대국에 대한 더 높은 공약 이행도를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증감하는 방기의 위협이다.

여기에서 ‘대적게임의 국력차이 변화 및 도발 행위 등과 관계없이’ 
라는 조건은 약소국에게 방기 위협을 증가 시키는 1차적인 요소인 주적
(main threat)과의 상대적 국력 차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방기 위협이라
는 것이다. 즉, 주적의 변화가 상대적 방기에는 무관한 변수이다. 

38) 일본과의 제도적 협약: 동맹관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삼자전략대화(TSD), 4
개국안보대화(QSD), 호주와의 제도적 협약: 동맹관계, 삼자전략대화(TSD), 4개국안보대
화(QSD), 한국과의 제도적 협약: 동맹관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와의 제도적 협약: 동맹관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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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6> 남북한 군사력 비교(1951년~1979년)

<그림II-6>의 세계 하드파워 순위(CINC) 수치 기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당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인 군사력 우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 한국조항의 설정으로 인해 한국의 
방기의 위협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 방기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정에서의 상
대적 방기의 작동이라 볼 수 있다. 39)

또한, ‘더 높은 공약이행도’라 함은 미국 중심의 바큇살 구조에서 중
심국 기준 약한 동맹상대국에 비해 강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더 높은 전략
적 중요도를 투사한 정책을 이행할 때 약한 동맹상대국의 입장에서 추가적
으로 갖게 되는 방기의 위협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본 상위바큇살에 있
는 강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다양한 이유에서의 선호 작용을 중심국이 보임
으로써 강대국-약소국의 관계의 변화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주변국 간 관계
에서 상대적으로 작동하는 연루-방기 동학인 것이다. 

상대적 방기의 개념에서도 주지하듯, 해당 방기 위협은 기존의 강대

39) CINC는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의 약자로 ‘세계 하드 파워 순위’ 
라 해석한 사례가 있어 차용한다. 해당 수치는 1963년 J. David Singer 가 
COW(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에서 국력 측정 통계 수치로 개발한 것으로, 이후 학
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군사력 비교 수치의 대표적인 자료이다. 



42

국-약소국 관계에 따른 방기의 위협 발생이 아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협력 구조인 바큇살 구조 내에서 한미일 관계와 같이 중심국-강한 동맹상
대국-약한 동맹상대국의 관계에서 중심국-약한 동맹상대국의 관계 변화와
는 관계없이 중심국-강한 동맹상대국 관계의 발전적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동맹상대국이 중심국의 전략적 구상에서 방기될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심국의 위협인식변화와 대외전략변화
에 따라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의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이에 중심국이 강한 동맹상대국을 우선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이행에 따라 
약한 동맹상대국이 중심국과의 양자관계 변화와는 무관하게 추가적 방기의 
위협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의 전후 역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시
기는 몇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이다. 당시
는 미국의 대중 및 대소 데탕트의 국제체제 질서 변환에 대해 일본이 부흥
하여 중국, 북한 등과의 연계를 창출하면서 중심국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 및 구상에 대해 높은 일치도를 보이던 시기이다. 당시 라이샤워 대사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일본정부가 항상 원했던 방향으로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 일본 정부는 우리가 중국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게 된 데 대해 다소
간 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40)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의 변화된 구상과 정책이행에 대해 순응하였고 
즉각 반응했다. 후쿠다 외상 역시 중국과의 연계에 대한 희망을 표방한 것
은 물론 미국 역시 닉슨의 방중에 대해 일본에게 미리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중국 측과의 회담 내용을 일본에 보고 등 일본의 미국 변화
에 대한 수용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대응하였다.41) 즉, 강한 동맹상대국으

40) Testimony of Edwin Reichauer in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The New China Policy, 17, pp. 9,; Maruyama, pp. 266~72; 
Meyer, pp.134; Victor Cha, 1997, pp. 107 을 재인용.

41) Victor Cha, 1997, p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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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의 안보 수혜를 이끄는 강한 동맹상대
국의 대표적인 바큇살 구조 운영원리라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 한미관계의 주한미군과 한미일 관계 내 한국
조항의 안보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급작스러운 키신저와 닉슨의 
방중은 충격 이상으로 다가왔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방기 위협은 중심국-주
변국 양자관계의 높은 공약도로 완화 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심국으로부터 
적대국가인 ‘북한과의 자의적인 협력관계 발전’이라는 중심국으로부터의 외
부적 압력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행위자 중심의 관계적 발전이 아닌 외압에 
의한 관계 발전은 얼마 되지 못가 깨지게 된다. 특히, 남한과의 연계가 향
후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라도 있었던 김일성과는 
달리 아무런 기대이익 없이 외압에 의한 북한과의 연계를 한 한국의 입장
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조절위원회 본회의 및 여섯 차례의 적십자 본회의
는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남북한 접촉은 중단되었다.42)

앞서 본 최근의 동향이 있다. 2015년 미일신가이드라인의 재정은 
2013년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협력 부분에 대한 괄목할만한 수평적 확장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 부처를 포함한 국내 여론의 양상은 부정
적이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주변 강국들은 발 빠
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그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외교고립’ 담론
이 형성되고 현 정부의 무능함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중심국 미국
의 강한 동맹상대국 일본만을 안보협력 행위자로 간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상대적 방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미일 중심국 및 강·약 주변
국 간 관계 내적 동학인 것이다.  

결국, 이 두 개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위협 인식의 변화 및 대외 전
략의 변화를 일본이 자국의 역량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 동일 맥
락에서 자국의 안보 획득 수단을 찾을 때 미국은 이를 환영 지원하게 되고 
강한 동맹상대국으로써 약한 동맹상대국과는 다른 시각과 접근을 보이게 
된다.43) 이러한 삼국관계에서 두 양자관계의 상이한 관계적 상태는 약한 

42)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Korea Herald, 23 Mar, “2 Sides Swap 
No Minutes on Confab Results,” 1973. 

43) 이 두 경우에 추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조지 W. 부시 대통령-고이즈미 총리 시기 때
도 들 수 있다. 2005년 당시, 고이즈미는 미국과 일본과의 2+2 전략대화를 통해 미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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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상대국에게 구조에서 야기된 상대적 방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2) 1차 및 2차 상대적 방기 위협

1차 상대적 방기 위협은 중심국의 주변부 간의 상이한 차별전략으로 약한 
동맹상대국이 강한 동맹상대국에 비해 방기될 우려의 결과 갖게 되는 위협
이다. 즉,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이 중심국으로부터 받는 안보
수혜의 정도 차이에 기인하여 약한 동맹상대국이 강한 동맹상대국과는 다
르게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위협을 말한다. 

<그림II-7> 등거리 바큇살 구조와 비등거리 바큇살 구조 

상대적 방기 위협의 발현은 <그림II-6>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즉, 
중심국의 대외전략 및 주변국의 역할분담체제에 대한 강한 동맹상대국의 
순응도와 적응이 약한 동맹상대국보다 높고 빠를 경우 강한 동맹상대국에

맹 글로벌화를 현실화 하였다. 자마 공군기지, 요코타 기지 등의 지역 유사사태 및 글로
벌 차원 문제 대한 대응 기지로써의 격상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과 기능적 통
합을 강화 한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시기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
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일본과의 대립적인 외교 갈등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일본은 미국 일변도를 유지하였고 미국도 이에 약한 
동맹상대국과는 상이한 대 강한 동맹상대국 전략을 구사하였다. 참고: 박철희. “일본 민
주당 정권하에서 미일동맹의 향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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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국을 향하는 구심력이 작동하면서 양자 간의 거리는 가시적으로 줄
어든다. 반면, 중심국 구상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역량이 
부족한 약한 동맹상대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심력이 작동하여 중심국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각각 등거리 바
큇살 구조 및 비등거리 바큇살 구조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미국은 전후 처
리 과정에서 일본을 패전국으로 상정, GHQ를 중심으로 점령계획을 추진하
지만 냉전 초기 ‘일본이 소련에게 빼앗기면 어떨까’ 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서 역코스정책을 이행하게 된다.44) 당시 소련은 아직 일본에게 관심이 없
었고, 일본은 전후 여파로 국내적으로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 등 이데올로
기의 공백상태였다. 또한 천황제 등 몇몇 생활양식에 대한 고수 빼고는 전
체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문화 양식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45) 따라서 미국
에게 있어 일본은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었다.46) 반면, 애치슨라인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중요도가 한국전쟁 이전에는 높지 않았다. 애치슨라인이 김일성의 
남침을 초래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의 입
장에서 한국은 주변 동맹상대국인 일본에 비해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떨어
졌다. 이러한 주변국 간의 차별적 전략 이행은 중심국의 대외전략자본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고효율 수익성에 따라 차별적 자원 및 관심을 
보이게 된다.  

2차 상대적 방기 위협이란, 중심국이 강한 동맹상대국의 기대 역할의 
단계적 발전 변화에 비해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기대 역할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없을 때 투사되는 주변국에 대한 중심국의 위계적 중요도에 따른 
방기의 위협을 말한다.47)

44)  J. Swenson-Wright, Unequal Allies?: United States Security and Alliance 
Policy toward Japan, 1945-1960,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40.

45) Wright, 2005, pp. 53.
46) Wright, 2005, pp. 21~76.
47)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2차’라고 해서 앞선 1차 상대적 방기와 연속선상에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차’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1차 상대적 방기의 경우, 중심국
이 직접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구조적 위계성을 기반 한 역할의 차이를 투사 및 권장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기 위협인데 반해, 2차 상대적 방기는 중심국이 구상하는 주변국
의 성장에 따른 기대 역할의 단계별 변화가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 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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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큇살 구조 내에서 중심국(hub)인 미국이 강한 동맹상대국(stong 
spoke)과 약한 동맹상대국(weak alliance partner)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시공간적으로 상이하지만 적정 수준의 안보 및 경제 수혜를 입고 자체적 
성장을 하고난 후에는 중심국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역할과 책임을 증대하
고 수행하길 바라는 경향이 존재한다. 주변국이 경제 및 안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경우, 중심국은 일방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혜당사국의 수가 늘어나고 기간이 지속되면 중심국은 제한된 원
조 자원 내에서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중심의 원조를 잘 활용하여 고효
율 성장을 이룩하여 자립을 완수한 국가는 <그림II-8>과 같이 중심국으로부
터 역내 동반자로써의 부담분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 수반되어서 되는 단계적 발전은 아
니다. 앞서 언급한 중심국 대전략 및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주변국들의 역
할 구상에 높은 순응도를 보여야 한다. 중심국의 구상에 대한 낮은 저항도
와 높은 순응도가 전제되어야만 중심국과의 관계 속에서 양자의 공유된 전
략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에 주변국의 넓어진 행동 영역이 실효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변국의 자립의 단계에서 역내 동반자로 격상되기 위한 
원조 기반 효율적 고성장 성취와 중심국의 역할 구상에 대한 높은 순응도
는 역내 동반자에서 국제 수준의 동반자로의 지위 및 역할 격상에도 같은 
맥락에 무리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림II-8>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기대 역할의 단계적 발전

  
미국의 모든 동맹상대국들은 미국과의 관계 체결 당시 전쟁 후유증으

이하게 발전 및 도달되면서 발생하는 방기의 위협인 것이다. 즉, 이는 앞서 본 주변국의 
‘중심국 구상과의 일치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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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재건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및 경제 수혜를 입게 되는데 국가 간의 수혜 받은 자원 활용에 대한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황폐한 국
토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기지국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
면서 경제 재건을 어느 정도 이룩하고 1955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
룩해 간다. 미국의 점령정책 후 역코스정책을 겪으면서 미일동맹에 일변도
로 미국의 안보 수혜에 편승하고 경제에만 집중한 결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1950년대에 이룩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에게 자립의 단계를 완수했다는 판단 하 약 주변국에 대한 경제 혹은 
안보 지원 등의 역내의 동반자 역할을 부과하였다. 또한 당시 1950년대에 
비해 1960년대 쇠퇴한 미국 독보적 경제력 및 군사력의 쇠퇴와 중국, 일본 
등의 성장에 따라 다자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일본을 세계 5강에 위치시키
면서 ‘국제수준의 동반자’ 역할도 동시에 주문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다른 필리핀, 대만 등보다는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타 국가에 대한 원조를 
수행할 정도의 위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자립의 단계’에 머물렀다고 미국
은 분석하였다. 이는 베트남 전쟁 군사 파병도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즉
시 철회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도 한국이 먼저 제의 추진 한 것을 보
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주변국의 정치 경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역할 분담
은 한미일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기대한 
‘역내의 동반자’ 역할은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자 역할이다. 미일 간의 오
키나와반환협정의 타협점으로써의 한국조항은 미국이 자국과 제도적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공약 이행의 의무를 일본에게 적정 수준 이양함
으로써 미국은 닉슨 대통령 때와 같은 동아시아에 대한 불개입 전략을 이
행하면서도 중심국으로써의 평판 을 유지하고자, 주변국들의 의심을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 간의 안보 연계를 통해 통제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끈 것이다. 결국, 일본은 자국의 경제성장이라는 자립단계
의 과제를 완수한 후 역내 동반자의 역할분업체제로 넘어감과 동시에 미국
으로부터 세계 5강 체제의 다자적 협력체의 일원으로 국제 차원의 책임까
지 부과 받은 것이다. 반면, 한국은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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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1차 상대적 방기 위협을 받아오다가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과 경
제적 연계에 이어 안보적 연계를 맺음으로써 이전 미국에게 의존하던 군사
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에게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써 동맹관계로 연계되지 않은 두 주변국 관계에서 한국은 강한 동맹상대국
인 일본의 안보 자원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안보 상태가 결정되는 
중심국인 미국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상대적 방기 위협이 제도화가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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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시작된다. 특히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는 기
간 동안 전에 없던 한일 양국 간 및 한미일 삼국 간의 제도적 협력은 한일
국교정상화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중심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 하 두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의 연계는 강한 동맹
상대국인 일본의 역내 동반자로의 역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약한 동
맹상대국인 한국은  바큇살 구조 내에서 강한 동맹상대국의 역할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조적 위계성이 구체화되는 변화에 따라 방기의 위협을 
갖게 하는 변화였다. 즉, 한미일 관계 내 강한 동맹상대국 일본의 역할분담
체제의 상승은 자립단계에 있던 약한 동맹상대국에게 상대적 방기의 위협
을 유발하는 변화였다.

1. 주한 ECA 사절단과 한일 연계에 대한 미국의 구상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피기 이전에 언제부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구상을 실제로 해왔는지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전후 한국 점령당국 당시 주한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사절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한 ECA 사절단은 한국 정부가 독립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의 필수적인 토대로서 
1) 건전한 경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을 한국 
내에서 실행하게 될 기관으로 구상되었다.48)

주한 ECA 사절단의 주요 임무는 한국 내에서 미국 대한 원조의 효율
적 운영을 지시, 감독하는 것이었다.49) 이들은 전문성을 살려 한국 정부의 

48) 이현진, “해방 이후 미국의 한일경제관계 구상,” 『GHQ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 (서
울: 도서출판 선인, 2016), pp. 149. 

49) 『호프만과 미국 사절단 직원들과 가진 회의 비망록』 1948.12.16. RG 59, SD Dec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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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및 직원들에게 조언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이들을 
통해 한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
러기 위해서 이들의 파견과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로부터의 승인
이 필요했다. 미국은 실제로 한국과의 원조 협정 조정 과정에서 주한 ECA 
사절단 에 대한 거주지 제공, 외교특권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1948
년 12월 10일 한미 간의 원조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 국회는 이들을 인
정하게 되고, 이후 국회의 승인을 통해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활동이 보장
된 것이었다. 1949년 1월 1일 주한 ECA 사절단은 한국정부에 대한 책임을 
육군부로부터 이양 받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50) 대한원조계획에 대한 실
질적인 집행기구였던 주한ECA 사절단의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역재무부, 수
입요구부, 농업식량부, 광공부 등 8개의 부처 중 ‘동경연락사무부’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것이다.51) 동경연락사무부의 존재는 미국이 한국의 국가 재건 
계획의 일부로 일본과의 연계에 대한 구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해당 사무부가 재정사무대리에 속해있다는 점
은 일본과의 수출입관계를 통해 한국을 재건하려는 구상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당국이 작성한 보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이한 인식, 접근을 토대로 한 미국의 지속적인 구상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국가 재건을 위해 헌신적이며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의 협조관계가 높은 것을 근거로 일본의 자립능력을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부족한 신뢰를 표출하며 한국을 
‘어리숙한’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52) 따라서 한국을 공산주의의 장악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잠재한 국가로 보며, 분단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에 대한 원조를 구상하는 데에는 북한이 소련의 원조를 받는 사실에 균형
적으로 줘야하는 것일 뿐이었다.53)  

File, LM 80, Roll #8⦁9, 895.50 RECOVORY; 이현진, 2016. 을 재인용.
50) 이현진, 2016, pp. 150. 
51) 주한ECA사절단은 주한경제협조처 및 정보처를 최상위에 포진하여 고문 및 보좌관을 곁

에 두고, 이하 감사단 및 계획 조사단을 둔다. 이하 부처로는 운영대리(농업식량부, 광공
부, 전력부, 교통통신부, 기술훈련부), 부산지역소, 재정사무대리(무역재무부, 수입요구부, 
동경연락사무부)를 두었다. 출처: 이현진, 2016, pp. 151. 

52) 이현진, 2016, pp. 154. 
53)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ECA보고서』 1949.12.14., RG 59, SD Decimal File, 8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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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연계에 관련된 부서의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연계에 과한 집중은 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시 한국전쟁을 
계기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작하여 범지역적인 자유 민주주의 진영
의 확대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동맹상대국인 한일의 연계와 같
은 지역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1950년대 미
국은 대체적으로 한일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에게 위임한 채 유
럽, 아시아 등에서 역외 균형자로써의 동맹상대국 확보가 앞섰던 것이다. 

2. 한일 간 갈등의 상호작용(1951년~1963년)

1951년부터 1963년까지는 동아시아 두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의 연계
를 통해 미국이 기대하는 이익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은 미국의 개입 없이 두 국가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위한 합의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는 차이가 컸다. 
점령정부(SCAP)의 승인 하에 1951년 일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한
국은 예비회담에서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
나치게 감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의 연속이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지
나친 자기중심적인 보상 요구에 순응할 유인은 적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당
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환경적 지원과 실질적 국가 재건의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던 입장에서 한국과의 회담은 의견 조율보다는 입장 표명의 연속을 
이어갔다. 

이러한 양국 간의 서로에 대한 요구사항의 나열을 벗어나지 못한 한
일 간의 교섭의 실패는 중심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일변도가 작동한 부
분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적대
감이 아직까지 만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역사적 
피해에 대한 강조 차원에서의 보상액 책정이었던 것일 뿐, 실제적인 합의에 
이르고자 한 면은 적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보다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데, 

RECOVERY; 이현진, 2016. 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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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국가 재건을 위한 
지원은 그 수요를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비용 저효율의 관계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이
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는 적극적으로 임했지
만, 한국 및 대만 등과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명목적인 관계 설정 시도는 총 
7번의 회담을 거치며 점차 합의의 모양으로 구체화 되어가기 시작한다. 
1951년 10월부터 4개월 남짓 이루어진 예비회담은 재일 한국인 국적문제, 
법적지위문제, 양국 간의 선박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
의 주된 요구 사항은 일본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 및 적실한 
보상을 원했고, 반면 일본은 이를 거부 무릇 해안 3마일로 규정되어 있는 
해상 국경선을 60마일로 확장한 이승만 라인에 대한 거부를 표하여 결국 
결렬되었다.55) 바로 뒤이은 제1차 회담의 경우 일본의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 내용이었는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 27억불의 보상을 요구한 반면, 일
본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지되어온 주한 23억불 상당의 일본 재산을 포
기한다는 조건으로 7천만불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에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부를 억류하여 1년간 회담 
연기를 통보하였다.56) 제2차와 제3차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국은 의견
의 조율을 하지 못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쿠보다 망언과 같은 이례적인 수석
대표간의 충돌도 있었다.57) 이로써 결과적으로 5년간 재개되지 못한 한일 
간의 협의는 1957년 예비교섭에서 일본의 쿠보다 망언의 취소와 한국의 수
감 중인 어부 석방으로 제4차 협의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4차와 5차는 한

54) 브루스 커밍스, “1등(혹은 2등): 1894~2014년간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의 선호,” 『아시아리뷰』 4(2), (2015), pp. 133~163.

55) 빅터 차, “1965 한일수교협정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13, 1, 
(1997). 

56) 빅터 차, 1997, pp. 269. 
57) 당시 한일회담 수석대표였던 구보타의 망언은 식민사관의 전형으로 파급효과는 컸다. 

쿠보다는 한국의 보상요구에 대해 “일본 측도 한국지배기간동안 산업 및 교육시설, 정부
기구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삼림과 농업경작기술을 전수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자연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고 일본 치하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를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 한일 간의 회담은 결과적으로 5년이 
지연되었다. 출처: 빅터 차, 1997, p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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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내정치적 변수로 별 성과 없이 연기되었다.58) 

<표III-1>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과정(1951년~1963년)  

[출처: 윤덕민 외1.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 I: 1965~1979』 pp.36 한일회담 전개과
정 재구성] 

결국 한일 양국은 서로 첨예한 대립의 상황 하에서 각자에게 기대하
는 바를 조정할 경제 및 전략적인 근거가 부재한 채 지속적인 시도만을 하

58) 윤덕민 외,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 I: 1965~1979』 , (서울:오름, 2003).

회담 기간 토의의제
외부요인 및 결
과 

예비회담
1951.10.20.~
1952.2.27

공통
재일 한국인 국적문제, 법적지
위, 선박문제

이승만 라인 확정
일본의 불만표출

한국
일제 강점기 공식적 반성 및 
보상

일본
거부 및 이승만평화선 철폐, 재
일교포 법적지위 확정

제1차
1952.2.15.~
1952.4.

공통
기본관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
위, 어업문제, 청구권, 선박문
제

이승만 라인 침범 
日어부 억류 및 1
년간 회담 연기 통
보

한국 27억불 보상 요구

일본
7천만불 이상 불가(23억불 주
한 재산 포기 조건) 

제2차
1953.4.15.~
1953.7.23

1차와 동일

제3차
1953.10.6.~
1953.10.21

2차와 동일
쿠보다 망언으로 
향후 5년간 연기
됨

제4차 
예비교섭

1957.5.~
1957.12.31

일본의 對청구권
쿠보다 망언 취소
(日) 수감 중이던 
日 어부 석방(韓)

제4차 1958.4.15.~
1960.4.15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청구권문제, 
선박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문제 

4·19 혁명 발생으
로 중지

제5차
1960.10.25.~
1961.5.15

4차와 동일
5·16 군사정변 발
생으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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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또한 1951년부터 1963년까지의 한일회담의 정체기는 미국이 여
전히 한국과 일본의 연계에 대해 별다른 전략적인 인식을 하지 않은 결과, 
한일 간의 관계 발전은 미비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직접적인 개입은 없던 시기로 한국과 일본 역시 서로에 대해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편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비용면
에서도 더욱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로 기대하는 전략적인 이익
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 행위자들 간의 교류만으
로는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3. 국제상황변화와 미국의 조율(1964년 1월~1964년 12월)

1950년대 미국의 냉전 수행 전략과는 다르게 1960년대의 전략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미국이 그간 유지하던 세계 단일 패권적인 면모가 위
태로워졌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시작되는 한편, 유럽은 공동시장을 형
성하여 역외 자본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일관하였고, 일본의 1950년대 중
반부터의 빠른 경제 성장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였다. 이에 케네디 정부는 
고립주의적인 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국이 처한 냉전의 상황 내 적대게임 및 동맹게임의 구조가 
동시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50년대 미국이 소련과의 양극에서 갖고 있
던 군사 및 경제적 우위는 불확실해졌다. 특히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핵무기 등을 개발하게 되면서 그간 미소간의 핵 균형이 깨지고 미국은 이
에 대소련 전략을 대량보복전략에서 유연반응전략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
다.59) 동맹게임 내에서는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 및 1962년 쿠바미사일 
사건을 통해서 동맹관계 내 국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관계
로 진행될 여지가 있음이 학습되었다. 이는 프랑스 드골(de Gaulle) 행정부
의 독자노선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국제체제는 1964년부터 더욱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첫째, 중국 

59)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외교정책,” 『韓國
政治外交史論叢』 제26집 1호,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b)), p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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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위협이 증가한다.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단절 후, 북한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동남아국가들의 공산화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
하여 공산전선 형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야기했다. 둘째, 동남아시아 안
보상황에 대한 우려도 미국의 안보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64년 8월 
미 의회의 ‘통킹만 결의안’ 통과로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전에 대한 개입이 
합법화되고 1965년 2월 미국의 북부 베트남에 대한 구정공세 및 4월의 지
상군 투입으로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도는 더 높아진다. 

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의 연계로 태평양지역 반공주의권(필리
핀-인도차이나-대만-일본-한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대한 
원조 및 무역 관계 증진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초래하는 부담을 일본에게 나
눠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의 연계에 따라 한반
도의 안정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도 철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60) 

이와 같이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의 중심국 미국의 입장에서 두 동맹
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의 연계는 다방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협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바큇살 구조의 중심국으로써 대
한 및 대일 관계에서의 비대칭적 권력에 투사하여 다각도로 양국의 협력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이전 10년 넘게 이어온 한일협력의 지지부진함은 타
계되고 미국의 주도권 하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이룬다. 

1) 미국의 적극적 개입

미국은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일 협력에 따른 전략적 이
익이 인식되자 적극적으로 이들의 연계를 위해 개입 이상의 노력을 취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조를 보인다.

첫째, 한일 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 표명과 양국의 이익 증대 논리를 
양국 지도부에게 관철시킨다. 1964년 1월 말 러스크(Rusk) 국무장관은 차

60) 빅터 차, 1997, p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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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양국 순방길에 오히라 외상과 이케다 
수상을 차례로 만나 미국이 한일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한
다. 이는 한국문제를 미중관계, 자유무역 등의 사안보다 높은 중요도로 여
기고 있음을 알린 것이었다.61) 뒤이어 1월 29일에는 박정희를 방문하여 프
랑스의 중국 승인 등과 같은 변화들로 아시아 국가들의 유대 강화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한일 상호간의 갈등적 태도들을 버
릴 것을 권고한다.62) 그 다음 달에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사들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 

“장관은 일한 수교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타케우치 대사를 방문
하였다... 양측은 모두 미국이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교협상
이 가져올 이득이 너무도 커서 타결이 가시화될 쯤이면 모두가 그것을 ‘느낄 정도’이
다. 장관은 대사에게 가능하다면 이번 봄 안에 회담이 성사되도록 오히라장관을 설득해 
준다면 감사할 것이란 의사도 표명했다. (장관)은 김대사에게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63)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한국과 일본에게 국내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설득 논리는 단순히 한일의 교
류를 양자 관계 구축에 따른 이익을 넘어 양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
국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조한다.64) 이와 같이 바큇살 
구조 중심국인 미국은 두 동맹상대국인 한일에게 서로에 대한 갈등요소를 
제거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한미일 모두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 강하게 설
득했다. 구체적으로 1964년 7월과 8월에는 미국으로부터 전달된 의견이 주
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 이동원 장관에게 전달된다. 

61) Memorandum of conversation, 26 January 1964 (비밀해제 30 May 1991), 
“Japan, Volume I – Memos,” JCF, NSF, Box 250, LBJ Library, p.1; 빅터 차, 1997, 
pp. 275. 를 재인용. 

62) 빅터 차, 1997, pp. 275. 
63) 러스크와 마케우치 대화록, 29 February, 1964 (비밀해제 1991년 5월 29일), “Japan, 

Volume 1 – Memos,” JCF, NSF, Box 250, LBJ Library, p.1; 빅터 차. 1997. 
pp.275. 를 재인용.

64) 빅터 차는 그의 글에서 “존슨대통령이 한일 국교정상화에 최우선순위를 둔 것은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양국관계의 이득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공동의 강대국 동맹과의 관계에
서 파생되는 이득을 위해서라도 수교회담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빅터 차, 1997, p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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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러스크는 존슨 대통령과의 접견자리에서 브라운 한국대사를 
접견하여 한일 수교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부탁한다. 

 
“저는 각하께서 신임 한국대사로 내정되어 8.1. 임지로 부임하는 브라운 대사를 잠시 
접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은 브라운 대사로 하여금 한국정부에 대해 보다 강
력하게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교를 수립하도록 종용할 수 있게 할 것이
라고 믿습니다.... 저는 각하와 제가 한일수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브라운대
사가 부임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수교회담을 서두르도록 효과적인 압력을 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한일수교는 커다란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
다.”65) 

존슨은 개인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
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러스크의 의
중은 브라운 대사에게 전달되어 한국 이동원 장관에게도 다음과 같이 전달
된다. 

“존슨대통령 각하의 안부를 전합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한일 수교회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대통령께서는 박대통령 각하께서 일본과의 회담을 성사
시키고 국교를 조속히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한국이 현
재처럼 단 하나의 외부친구에게만 오래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보
다 광범위한 무역거리와 외국으로 부터의 폭넓은 지지층을 필요로 합니다. 회담의 타결
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커다란 이득을 안겨다 줄 것이고 한일 간의 회
담타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극동지역에서 자유세계의 입지에도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회담의 지연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수교회담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외교 
경제적 전망과 아시아지역에서의 자유세계의 입지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
다. 미합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회담의 타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회담타결이후
에도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정책이 지속될 것임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착성명에서 한
일수교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강조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66) 

둘째, 한일 관계적 갈등요소 제거 지원 등 한일 간의 갈등양상을 실

65) Memo, Dean Rusk to President, 27 July 1964 (비밀해제 2 July 1993), “Korea, 
Vol.II,” KCF, NSF, Box 254, LBJ Library; Memo, Dean Rusk to the President, 28 
July 1964 (비밀해제 2 July 1993), “Korea, Vol.II,” KCF, NSF, Box 254, LBJ 
Library; 빅터 차, 1997, pp. 282. 를 재인용.   

66) Septel 99 (Washington) Rusk to Embassy Seoul, 2 August 1964 (비밀해제 23 
June 1993), “Korea, Vol II,” KCF, NSF, Box 254, LBJ Library; 빅터 차, 1997, pp. 
283. 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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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적으로 양국의 국내정치적 안
정성을 위하여 한일 양자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한 완화를 촉구한다. 1964년 
초, 당시 한일 간의 어업협정에 기인한 갈등 현상에 대해 서로 간의 양보를 
촉구한다. 2월경, 국무장관 러스크는 바넷 차관보와 동행하여 일본대사 다
케우치를 만난 자리에서 어선 억류 관련 한국에 대한 보복을 삼가 할 것을 
부탁하며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요소가 아닌 그에 따른 이득에 집
중할 것으로 요구한다.67) 두 달 후 김종필-오히라 간의 조약 초안이 만들
어졌을 때는 한국의 일본 어선이 억류되어있던 상황으로 일본의 어선 및 
선원에 대한 반환 요구에 대해 한국이 거절하자 어업협상이 결렬되었다. 이
에 미국은 중간에 중재를 하여 한국에게 일본의 반대가 국제적으로 통상되
는 3마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 억류를 하고 있으면 60
마일의 이승만 라인을 공식화할 수 있는 일본과의 어업 회담의 기회를 잃
게 하는 것이라고 회유 했다.68) 

2)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변화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요소를 완화시키고 대미관계 일
변도인 두 국가에게 한일국교정상화가 실제적이고 보장되는 이득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앞서 본 미국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 진전과 함께 미국의 의지에 부흥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 제도적 결과물에서의 진전은 대표적으로 1964년 3월의 김종필
-오히라의 장관급 회의를 들 수 있다. 6차한일 협의 과정에 속한 본 회담
은 양국 간의 제도적인 진전을 이룩한다.  

67) Memcon, Rusk-Takeuchi, 29 February 1964 (비밀해제 29 May 1991), “Japan, 
Vol.1- Memos,” JCF, NSF, Box 250, LBJ Library; 빅터 차, 1997, pp. 278. 을 재인
용. 

68) 빅터 차, 1997, p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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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I-2>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과정(1964년 1월~1964년 12월)

[출처: 윤덕민 외,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 I: 1965~1979』 , pp. 36. 한일회담 전
개과정 재구성] 

둘째, 한국과 일본의 인식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동원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한일 수교의 조기 타결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리들이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월남전에 이미 개입하고 있던 미국은 중
국과 북한 등 공산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라 한국과 일본이 손잡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일본의 테두리 속에 한국의 안보가 조금이라도 저당 잡
힌다면 미국으로선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질 않는가. 때문에 미국은 그만큼 결사적이었
고 난 느긋하게 아쉬운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 주기를 노렸던 것이다...미국의 고집도 
알아줘야 했다. (64년) 9월 말이 되어... 라이샤워는 내 의향도 묻지 않은 채 불쑥 에머
슨 수석공사를 내게 비밀리에 보내왔다. 그것도 브라운이 저녁 초대를 해 미 대사관저
에 갔더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하루 빨리  한일회담이 성사되길 희망
하고 있고 그건 한일 양국도 마찬가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외상의 정치 스케줄을 
보면 무척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관께서 가는 게 더 빠를 듯합니다.”... 하나 난 
결코 굽히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내게 설득당해 돌아갔다. 그러자 더욱 몸이 단 미국은 
베네트 미 국무성 극동담당 부차관보를 비밀리에 내게 보낸다. 하나 그 역시 헛걸음. 
결국은 미국엣 아시아 문제의 최고 책임자인 윌리엄 번디가 그 해 10월 1일 김포공항
에 내린다. 이미 밝힌 대로 노련한 번디는 그때 순수한 박 대통령의 마음을 털게 해 
「한국군 월남 파병」이란 대어를 낚는다. 그러나 또 다른 「토끼」 한일회담만큼은 번디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는다.”69) 한일 각료들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 
선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70)

또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는 한국에게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해 주
었고,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한일 간의 그간 노력
이 결과 없는 노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일본에게도 안정이 되는 노력
이었다.

69)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 (서울: 고려원, 1992), pp. 190-191.
70) 이동원 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1992년 5월 19일 서울); 빅터 차, 1997, pp. 284. 를 

재인용.

회담 기간 토의의제 외부요인 및 결과

제6차
1961.10.20.~196
4.4.

5차와 동일
김-오히라 합의로 
청구권문제 정치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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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존슨 대통령과 러스크 국무장관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박정희 정부에게 
강한 정당성을 주는 것은 물론 한일협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하는 야당의 국내정치 동
학도 통제 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강하게 주었다.71)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원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
라는 윌리엄 번디의 약조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게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는 국내 야당의 반론을 종식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였다.72) 

미국의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일본의 우려도 잠식시켰다. 당시 
불안정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일본은 한국과의 수교가 성사되
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발 혹은 박 정권의 전복 등의 변수로 무용지물화 될 것
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는데 미국의 지지에 따라 이는 종식될 수 있었다.73)

결국 1964년 말 두 주변국 간의 연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 기대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

이동원-번디 공동성명(1964.10.3.)
 (증략) 2. 번디 차관보는 한국국민과 정부가 헌정 및 민주주의적 절차를 유지하는 노
력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자유국가의 단결을 위하여 공헌하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
다. 3...(중략) 두 사람(이동원, 번디)은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아세아의 평화에 중

71) 당시 라이샤워대사는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박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표명을 하는 것만이 국내정치상 반대 세력인 야당의 의견을 박정희 대통령
이 감수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미 정부에게 전달한다. 출처: Embtel 
1761 (Tokyo) Reschauer to Rusk, 16 November 1964 (비밀해제 23 December 
1975), “Asia and the Pacific),” NSF 1963-1969, Johnson Administration, 
microfilm reel 10, frame 226-230, 3; 빅터 차, 1997,  pp. 284. 를 재인용. 

72) 당시 제1야당인 민정당의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의 주요 명분이었다. 윤보선 대통령 대표
는 당시 한국의 경제적 존망을 미국이 일본의 ‘자비’ 맡긴다고 비난했었다. Kim, The 
Korea-Japan Treaty Crisis, pp.102-108; Mark Mobius, “The Japan-Korea 
Normalization Process and Korean Anti-Americanism,” Asian Survey, Vol 6, 
No.4 (April 1966), pp.241-242. 빅터 차, 1997,  pp. 284. 를 재인용. 

73) Ambtel 1761 (Tokyo) Reischauer to Rusk, 17 November 1964 (비밀해제 23 
December 1975), “Asia and the Pacific”에 따르면 라이샤워대사는 “(일본의 협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욱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국내적인 반수교 입
장에 대한 제어력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가 한국 내에서 거대
한(strong) 역할을 하고 한국정부가 협상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중추적 역할을 한다면 
일본도 한일 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
리가 (일본에) 더 (노력) 하도록 요구하고 우리도 더 노력할수록 일본도 더 노력할 것이
다.” 라며 한일 수교에 대한 일본의 적극성 유도를 위한 미국의 중대한 노력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조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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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공헌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의 여론이 
초당적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인식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번디 
차관보는 「오래 끌어온 이 한일문제를 성공적으로 타결시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표명한 바를 재확인했다. 4. 번디 차관보는 한일
국교정상화 후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기본정책이 계속된다고 이미 확언한 바를 재강조 했다. 또한 한미양국은 한국의 안정과 
독립을 유지하고, 자립경제와 균형 된 경제 발전 및 재정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
력할 것에 합의했다. 5. 이 장관과 번디 차관보는 군사원조문제에 관해서도...한국정부
의 입장과 견해를 계속 신중히 고려할 것에 합의했다.74)

본 공동성명은 위의 미국이 추구하고자 한 기능들을 많은 부분 내포
하고 있다. 2조와 3조는 한일의 연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좋다는 것을 
자유국가 진영과 아세아 평화에 좋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3조
의 경우는 한국의 국내정치 및 여론의 반발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의 미국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조와 4조는 일본에게 부담분담
을 부과하여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은 예전 그대로일 것이라는 한미동
맹의 공약을 재차 확인함을 통해 한일 연계가 미국의 공백을 일본이 매우
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 시킨다. 5조는 약한 동맹상대국이라고 해도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 한국이 한일국교에서 
일본 혹 미국과 같이 높은 수준의 참여자로 대해질 것임을 약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힘입어 196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요한 역할 비중
을 차지하는 삼국 간의 연계가 생긴 것이었다.

 
4. 한일 간 협력과 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1월~1965년 6월)

1)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기대 이익

한일국교정상화 협력 당시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기대하고 있던 전략적 이
익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안보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로 구분해 보면 다음

74) 윤덕민 외, “이동원-번디 공동성명 (1964.10.3.),” 2003, p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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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미국의 경우, 안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
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이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통해 
북·중·소 삼국관계에 대항하는 아시아 반공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
였다. 또한 당시 베트남 전 참전에 몰두하고 있던 미국은 아시아 역내에서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공
약 이행 부담을 강한 동맹상대국에게 원조 국가로써의 역할을 부여함으로
써 주변국에 대한 원조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또한 1960년대 미국은 케네
디-존슨의 대외 전략적 기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나친 개입주의를 표
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전 참전 이후 전쟁 자금 공수에 의한 과
도한 달러 방출을 초래하여 미국의 국내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반전 여론 및 개입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불개입 정책을 표
방하게 되고, 한국도 미국의 동맹상대국으로써 경제 원조 수준 수정은 불가
피했다. 미국의 원조액이 삭감된 것은 물론, 소비재 위주의 무상원조에서 
미국이 개발 지원을 하는 차관형 무상 원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슨 행정부에게 한일국교정상화는 미국이 불개입을 하면서도 일본에게 동
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한미일 관계에서 중심국 미국의 원조 역할을 어느 
정도 일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기존 중심국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시킴으로써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통해 베트남전의 향후 연속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약
한 동맹상대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에게 떠
넘기고자 한 것이다.75)

한국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안보 및 경제적 차원에서 기대하
는 이익이 존재했다. 안보적으로는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맞선 상황에서 
일본과의 연계를 통해 한미동맹 일변도의 한계에 한국의 안보적 역량을 고
취 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정권 초기의 
정권 정당성에 대한 국내적 합의의 맥락에서도 부합하는 경제 개발 추진에 
힘쓸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수혈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하였다. 결

75) 전재성, 2004(b), p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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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다량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이를 통해 베트남 파병을 하여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76) 

 한편, 일본의 경우 안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제지 및 봉쇄의 효과
가 존재했다. 일본은 예로부터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라는 인
식이 있었다.7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이 아닌 소련의 공산주의 진
영에 합류하면 일본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험해진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또한 경제적 맥락에서 한일 국교정상화는 이케다가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기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경제협력방식’을 고안하게 하
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맞춰주고 대신 사죄 및 
보상의 명목을 없애고 일본 공업 제품과 역수를 제공하여 향후 한국 시장
에 대한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표III-3>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한미일의 기대 이익

2)  한일국교정상화의 실제 협상과정

1964년부터 본격화 된 국제상황의 변화와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는 미국
에게 한국과 일본의 수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맥락

76) 전재성, 2004(b), pp. 84. 
77) 이원덕, 2007, pp. 107. 

안보적 기대 경제적 기대 

미국
反아시아 반공전선 구축
(필-인도차이나-대만-한-일)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경제 원
조 부담 분담 효과 기대

한국
일본과의 연계로 한미동맹 일변
도의 안보전략의 역량 강화 기대

최우선적인 경제 개발 목표에 대
한 자본 및 기술 획득 기대 

일본
한국과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위
협 요소의 제거 기대

‘경제협력방식’ 관철로 인한 장기
적 경제적 이익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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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개입은 2가지 노선으로 이루어졌다.78) 
우선적으로 국무성 관리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의 물밑작업을 하면서, 추가
적으로 양국 수교에 대한 한일 각국의 국내정치적인 반발을 완화할 수 있
게 백악관이 시기 적절하게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 번째 유형의 개입은 한국과 일본의 협상 조율 과정에서의 중재자
로써의 역할이다. 중국위협변수와 구정공세 등을 계기로 생긴 미국의 자유
주의 진영 전선의 견고한 구축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일 간의 연계의 중요
성을 한층 격상시켰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첫 사례는 시나 외상과 이동원장관의 서울 회동 조율과정에서였다. 

1965년 2월 시나 외상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일 간의 
회담 장소 결정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은 이전 한국 
외교 행태인 한국이 동경을 자동적으로 방문해 수교 요청하는 식의 정책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한일 간의 신경전은 미국의 노력에 의해 조정이 
되었다. 

“ ‘난 가지 않는다, 대신 일본 외상을 서울로 부르겠다.’... 브라운 대사의 눈은 아예 안
경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버거 후임으로 온 브라운은 ‘한국군 월남 파병’, ‘한
일회담 성사’ 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러니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터진 내 말에 그가 당황하는 건 당연한 일. ‘그럼..., 만에 하나 일본 
외상이 여길 오지 않는다면 한일회담은 어떻게 되죠?’ ‘그야 물론 애초부터 없었던 게 
될 겁니다.’ ”79)

당시 이동원장관의 입장 표명은 미국에게는 충격이었다. 동맹상대국
으로써 일본과 연계하여 자유주의 진영 전선의 한축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
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한 개입이 따르게 하였다. 
1964년 9월 미국 라이샤워 대사는 비밀 특사 애머슨을 서울로 파견하여 이
동원 장관 설득을 시도한다. 당시 이동원 장관, 브라운 대사, 애머슨 특사
는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 장관을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이 장관은 
여전히 시나 외상이 서울로 와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 하였다. 

1차 설득 실패 후, 미국은 번디 차관보를 파견하여 설득 재시도를 한

78) 빅터 차, 1997, pp. 285. 
79) 이동원, 1992, p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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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디 차관보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 머무르며 이동원 장관 설
득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만다. 

 “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의 아름다운 미일관계도 만일 일본이 패전후 미국에 사과하
지 않았다면 절대 이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집니다. 굽힐 건 굽히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동등한 관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번디도 고개를 끄덕였다. ‘옳습니
다. 처음 미국은 제3자라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장관 말이 
맞군요. 그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만 일본으로 가라 한 것도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엔 일본에서 나와야...’ 나로서는 일 차 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80) 

이동원 장관은 이와 같이 미국 번디 차관보를 일차적으로 설득한 후, 
미국이 일본 시나 외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에 더해 일본통 황종율과 
공화당 재정위원장인 김성곤을 일본에 밀사로 파견하여 시나 외상을 설득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한다.81) 

결국, 미국은 라이샤워, 애머슨, 브라운, 번디 등 인적 자원을 동원하
여 한일 수교 성사의 과정에 존재한 한국, 일본 양국의 갈등 요소를 통제하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개입을 한 것이다. 라이샤워는 자서전에서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오래 끈’ (most important and long-standing) 임
무였다고 한다.82) 

이러한 미국의 물밑작업의 도움으로 시나 외상은 1965년 2월 17일부
터 20일까지 방한을 하여 이동원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게 된다. 시나 외무
장관은 1965년 2월 김포공항을 들어서며 “우리는 양국 간의 긴 역사 중 일
정 부분 존재했던 불행했던 관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깊은 성찰 중에 있음도 아울러 피력합니다.” 라고 지난 과거에 
대한 잘못됨을 뉘우치는 발언을 한다.83) 이는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첫 유감 표시로, 이는 한국이 내건 관계정상화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이었다. 양국 외무장관의 회담으로 한일수교를 위한 초안 작성이 이루어

80) 이동원, 1992, pp. 191. 
81) 이동원, 1992, pp. 191. 
82)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p.206-207, p.281; 빅터 차, 

1997, pp. 287. 을 재인용.
83) Japan Times, 17, 18 February 1965; Asahi, 21 February 1965; 빅터 차, 1997, 

pp. 285. 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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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여전히 1) 재일교포들의 지위문제, 2) 일본이 제공할 보상금의 규
모, 3) 공동어로구역의 획정문제 등의 난관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동원장관은 1965년 3월15일부터 22일까지 방미로 향하는 길에 방일하며 
3월 11일부터 나흘간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하지만 미국 방문 동안
의 러스크 장관과의 회담 이후, 3월 24일 한일 간의 어업협상 소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했고, 보상금과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합의문이 3월 28일 발표
된다.84) 이동원장관의 미국방문이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당시 이동원이 방미 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압력을 받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동원 외무장관과 러스크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수립을 위한 협상의 최근 진
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러스크장관은 두 이웃국가간의 기본관계조약 협상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러
스크장관은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의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85)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위한 강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또 다
른 근거는 이동원장관의 방미 기간 중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동원 장관과 
존슨 대통령의 회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 장관의 방미 
당시보다 한 달 전인 1965년 2월 이 장관의 면담 요청에 대해 존슨 대통령
은 외무장관과의 면담을 의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거절한 것과 
비교해서 매우 이례적인 적인 것이었다.86) 따라서 1965년 3월 당시 미국의 
한일 간의 수교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이행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반수교시위에 대항하여 한일 수교를 밀어붙
일 수 있도록 박정희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 표
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87) 또한 약 한달 전 방한 한 시나 외상에 

84) Japan Times, March 25, 1965; Korea Times, March 25~26, 30, 1965.
85) 『외교연표: 1965 부주요문헌』, pp.108-109; Memoon, Lee-Rusk, 15 March 1965 

(비밀해제 10 August 1992), “Korea, Vol II,” KCF, NSF, Box 254, LBJ Library, 
pp.3; 빅터 차, 1997, pp. 289. 를 재인용.

86) Septal 738 (Washington) Rusk to Brown, 15 February 1965 (비밀해제 10 August 
1992), “Korea, Vol II,” KCF, NSF, Box 254, LBJ Library; Memoon, Ambassador 
Kim Hyun Chul and Chester Cooper, 4 March 1965, “Korea, Vol II,” KCF, NSF, 
Box 254, LBJ Library; 빅터 차, 1997, pp. 290. 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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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영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라이샤워와 시나, 기시 등의 환영회는 미국
이 한일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땅거미가 지는 초저녁 하네다에 나타난 불청객(?)을 맞는 일본의 인사는 이처럼 요란
했다. 물론 관장엔 태극기를 흔들며 날 환영하는 교포들도 있었지만, 역시 그날의 분위
기는 경찰의 방어선 밖에 있는 반대파의 몫이었다. ‘잘 오셨습니다.’ 시나의 손이 내 손
을 움켜쥐자 비로소 난 동지를 만난 듯 긴장이 풀렸다. 당시 내 마음을 헤아릴 사람이 
사실 시나 말고 일본 땅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어서 벌어진 식전행사는 한 달 전 김포
공황의 판박이었다... 특히 환영인사 중엔 나의 은사인 라이샤워 주일 미국 대사와 「이
동원 환영위원회」의 기시 노부스케, 가야 등 정계 거물들이 눈에 띄었다. 그만큼 그들 
역시 한일회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하나 무엇보다 난 하네다공항에 
애국가가 울려 퍼진 걸 잊을 수 없다.”88)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의 주도에 순응적으로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의도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3월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한국 국내 반응은 냉랭했다. ‘제2의 을사
조약’이라는 명목 하에 야당과 시위학생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
하여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하였다.89) 이러한 동
학을 미국은 한일 수교에서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은 대사관, 국무성, 국가안보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개입을 강
화했다. 

한국 국내의 역사적 적대감에 기인한 한일 수교에 대한 반대는 예견
된 것일 수도 있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승전국으로 회
의 참석이 의도적으로 거부된 한국은 대만과 함께 일본에 대한 어떠한 보
상 혹은 합의도 못 받았던 상황이라 급작스런 한일수교의 진전에 대해 국
내 반응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박정희 정권 및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 이득에 기인한 졸속 외교라고 생각하였다. 1964년 
전후 중국의 위협 부상 및 동남아시아 상황 변화가 커 미국의 대외전략변
화에 따른 한일 수교의 진전이라고 보지 못하고, 1961년 정치적 정당성이 

87) 빅터 차, 1997, pp. 290.
88) 이동원, 1992, pp. 247. 
89) 빅터 차, 1997, p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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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박정희 정권의 시작에 따른 변화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 성
향과는 대조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성향을 근거로 ‘제2의 을사조약’으
로 보였을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청구 
및 보상과 짧은 협상 기간은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적극적
인 외압이 존재함을 인지 못한 상황 하에서 피지배 당사자였던 일제 강점
기를 겪은 한국으로써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협상과정은 우방인 미국으로
부터의 방기되는 것으로부터의 위협과 그 공백을 일본이 채우는 것으로부
터 오는 일본에 대한 종속으로 돌아간다는 반일 감정이 동시에 자극되어 
국내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통제하고자 한미동맹의 공약 이행도
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한국 내 방기의 위협을 통제하고 한
일 수교를 진행하기 위해 전제된 한국 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이는 1965년 5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한
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당시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한일 수교를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즉, 한일 수교
는 아시아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은 물론 한미일 모두가 공통
적으로 속해있는 아시아 반공산주의 세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정희-존슨대통령 공동성명에 한국에 대한 1억5천만 
불의 지원을 약조함으로써 한일 수교 이후에도  대한원조는 지속적으로 유
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한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도 주고자 하였다.90) 

본 회담에서는 한국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65년 여름 추가 파병되었던 4천여 명과 그 이후 더 있을 파병 계획에 대
한 논의가 포함되었다.91)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의 연계를 위
해서는 각 국가의 국내정치적 안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여론 및 대중을 자극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에 당시 한국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90) American Foreign Policy: Current Documents, 1965 (Washington: GPO, 1968), 
pp. 779-781; 빅터 차, 1997. 재인용.  

91) Memo, Rusk to the President, 17 May 1965 (비밀해제 29 June 1992), “Park 
Visit Briefing Book,” KCF, NSF, Box 256, LBJ Library, 2; 빅터 차, 1997, pp. 293 
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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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파병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박정희-존슨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베트남 파병문제는 비공개회담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베트남 폭격을 위한 일본 공군기지 사용 
및 미국의 핵잠수함 일본 내 항구방문건과 관련해서는 각각 일본 내 미군
의 군사작전활동은 일본 안보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합리화를 시도하였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수교 비준 획득까지 잠수함들의 일본항구 방
문을 연기한다는 대안으로 대응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1965년 6월 22일 서명, 동년 12월 
18일 발효되었던 한일국교정상화가 수립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
본관계에 관한 조약’ 7개 조항과 다양한 부속조항을 통해 미국과의 바큇살 
구조에서 강한 동맹상대국으로써의 일본의 역할분담체제가 처음으로 구체
적인 제도로 현실화 되는 계기였다. 이는 한일 간의 기능적 교류가 활발히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향후 1968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양국 간의 관계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

<표III-4>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과정(1965년 1월~1965년 6월)  

[출처: 윤덕민 외,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 I: 1965~1979』 , pp. 36. 한일회담 전
개과정 재구성] 

5. 소결

1950년대에 걸친 일본의 성장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자립의 단계를 
거쳐 역내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에 적합한 구상을 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이러한 미국의 구상이 실현된 것으로, 미국은 자국의 동맹관
계에서의 공약이행 책임을 일부 일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한일 연계로 
추가적인 전략적 이득도 기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1년 이후, 

회담 기간 토의의제 외부요인 및 결과

제7차
1964.12.3.
~1965.6.22.

기본관계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어업협정,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문화재 및 
문화협정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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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지지부진하던  한일 간의 연계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혀 다
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는 일본에 대해 전략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박정희 
정권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런 면에서 만일 1960년대에도 
반일 감점이 강한 이승만 정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한미일 관계 속 
한일의 연계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 두 동맹상대국의 국교정상화는 미국의 강한 전
략적 필요에 의해 이전까지의 현실적 제약을 초강대국의 역량으로 극복하
며 협상을 체결한 사례라 볼 수 있다. 한미일 관계에서 한일국교정상화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우선 1951년 이후 한미일 관계 내에서 미국이 유
례없던 바큇살 구조의 중심국 입장에서 두 동맹상대국에 대해 상이한 전략
적 중요도를 양국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구체화한 사건이었다. 

또한 한일 간의 기능주의적인 연계는 결과론적으로 향후 강한 동맹상
대국 일본의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안보 제공자의 역할로 발전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결국, 한일국교정상화는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중심국의 입장에서 역내의 강한 동맹상대국의 경제 성장을 기회로 당
시 초강대국으로써의 상대적 국력 쇠퇴에 따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던 역
외 균형자의 역할을 해당 국가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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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기

1955년 이후 일본이 경험한 경제 성장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 변화에 큰 변
화를 준다. 미국이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에서 동맹상대국에 대해 기대 가능
한 발전적인 역할분담체제를 구상 가능하게 한 변화였다. 일본의 경제성장
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개입과 불개입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강한 동맹상대국에 기존 바큇살 구조의 중심국으로써 수행하던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경제 및 안보 제공국의 역할을 일부 부과한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강한 동맹상대국 일본과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 간의 연계
를 전 후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유일하게 연결
되지 않던 한 축이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연계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수립되어 처음으로 구체화된 사건이었다 할 수 있다. 오키
나와반환협정 이후 맺은 미국과 일본 간의 한국조항은 미국이 일본에게 한
국의 안보에 의사결정 행위자로써의 역할분담체제를 제도화하여 전가한 것
이었고, 일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고 한국 또한 동의한 최초의 제도
적 사건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각자가 기대하던 
이익은 상이할 수 있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한미일 간에 최초로 
안보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상호간 합의하고 상호간의 구체적인 역할분
담체제를 제도화했다는 면에서 삼국 간 안보협력체제가 발전된 모습을 보
인 것이었다. 
 

1. 외부 위협과 한미관계 그리고 일본

1968년은 남북한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유례없던 한반도의 위기였다. 한국
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가져온 군사적 공백을 기회 삼아 1.21 사태, 푸에블
로호사건, EC 121 사건 등을 통해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심화
시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시켰다. 한국은 북한의 연
이은 도발에 대해 미국의 안보수혜를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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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대한 반응이 즉각 나오지 않자, 미국은 이로써 심각한 신뢰의 손
상을 입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폐지를 의도한다는 담론까지 한국 내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당시 베트남전의 장기화라는 국내정치적
인 반응과 국내적으로 심한 반전 운동을 직면하여 역외 균형자로써 한반도 
위협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의 개입이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은 한미관계에서 미
국의 불개입으로 인한 한국의 방기의 위협에 공감하며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2. 오키나와반환협정과 미일관계 그리고 한국

오키나와반환협정은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사안
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대한 기억의 섬인 오키나와를 반환 받아야 한다는 
국내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했었고, 이에 맞추어 1969년 사토는 오키나와 
반환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예정
되어 있던 것이었다. 오키나와전을 통해 확립된 미군정은 ‘잠재주권’을 근
거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재주권이란 유엔이 미국을 오키나와의 
유일한 시정권자로 인정하여 신탁통치를 승인하기 전까지 일본에게 그 실
제적 주권은 남아있는 상태로 실제적인 통치권한은 미국에게 남아 있는 주
권 상태를 말한다.92) 따라서 미국은 오키나와 관련 하여 딜레마가 존재하
였기에 이에 대한 직접적 논의를 피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일본이 자율
성 고취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오키나와반
환으로 일본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1) 닉슨의 新극동정책  

 1969년 7월 닉슨은 동남아이사 5개국 순방 중 비공식 기자회견에서 신극
동정책을 표명한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공약을 향후에도 성

92) 소토카 히데토시 외,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 (파주: 한울, 2006), p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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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이행하고 동맹상대국의 보호에 힘쓸 것이지만 동맹상대국 방위의 일
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우리는 현재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아시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접근을 
알리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아시아 국가(동맹상대국)들과의 맺은 모든 공약을 존중
(honor)한다; 둘. 우리는 향후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약도 추가로 책임지지 않을 것이
다; 셋, 반란 사태에 대한 최고의 방위는 그 사태가 발생하는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애
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넷, 만일 반란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역할은 
미국 개입의 정도가 정제되고 필수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 아시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이고, 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의 관점과 정책 이행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아시아 계획 및 아시
아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93)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것이다. 이점은 미국이 원하는 바이며, 미국이 맡아야 할 역할
이다. [......]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베트남전과 같은 
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게 하는 정책들을 회피해야 한다.94) 

괌에서 발표한 닉슨의 새로운 미국의 극동정책은 미국이 아시아태평
양 국가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동맹상대국들에 대해 원조하는 형식으로 
개입을 제한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한 것이었다. 

닉슨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극동정책이 돌연 발표된 데에는 
일정한 배경이 존재했다. 첫째, 케네디-존슨 행정부를 거치면서 펼친 개입
정책의 국제주의는 미국 행정부에게 적지 않은 예산 제약을 가져왔고, 이는 
베트남전의 장기화로 국내 반전여론은 극대화 되고 존슨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닉슨 대통령
은 완벽한 불개입주의로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국내적 지
지 기반 또한 다지고자 하였다. 둘째, 미국의 더딘 성장과 맞물린 주변국들
의 성장이다. 1950년대 미국의 전 분야에서의 선구자적인 성장 및 유지는 
미국을 단독 패권국가로써의 위엄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였다. 하
지만 미국의 성장 속도의 완화에 더불어 일본 및 독일 등의 성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미국의 고비용 개입전략은 그 효율성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었다. 셋째, 닉슨 정권 발족 후,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 사안이 

9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FRUS) Vol.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No. 32, Editorial Note.

94) Nixon, Setting the Course, pp. 304; Victor Cha,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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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 된다. 닉슨은 1969년 1월 취임 직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대한 
타결을 주장하면서 결국 사토 정권과 동년 11월 반환 협정을 체결하게 된
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극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시기상 더욱 적실성 있다. 넷째, 중소 분쟁으로 균형(balancing) 전략의 구
사가 가능해진 냉전의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의 친선이 가능성
이 생기면서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 등에서의 깊은 개입의 
정도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한 미국은 이를 위해 동아시아 불개입
정책을 구사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2)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 오키나와 반환과 한국조항

오키나와반환협정은 1969년 6월부터 1971년 6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 미
국과 일본 간의 협정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닉슨 대
통령이 취임한 이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시기와 중첩되는 시기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다. 특히 미국이 실질 운영을 하고 
있던 오키나와 섬을 일본에게 반환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이전 존슨 행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태도였고, 이는 케네디-존슨 행정부가 지향하던 
국제주의와는 다른 고립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쉬운 정책 이행 중 하나
였다. 

본 글의 입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키나와반환협정을 미국과 일본 명
목 상 양자 간의 합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타협점이 되었던 한
국 조항(korea clause)과 과정상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철의 과
정 분석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한미일 간의 높은 수준의 연계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 동북아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과 일본 만큼 미국의 개입-불개
입 딜레마95)에 대해 긴밀하게 의식하고 반응하는 국가도 없을 것이다. 이
와 같이 한국과 일본 간 미국에 대한 방기 위협의 민감성 공유가 이루어짐

95) 미국의 예산 제약 및 반전 여론 등 여러 국내정치적 요인에 따른 역외 균형자로서 역할
에 대한 배제로서의 불개입 전략과 공격적 현실주의적인 대외전략의 기조로써 미국 초강
대국의 지위에 맞는 역외 전략적 이익에 대한 개입 전략 간의 딜레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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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단기적이지만 독특한 형태의 한일협력체제가 구축되었으며 한일 
협력체제는 미일간의 오니카와 반환협정과 한국조항을 통한 양국 간의 타
협점 도출을 통해 나타난다. 

<표IV-1> 닉슨독트린에 대한 기타 동맹상대국들과 상이한 한일의 반응

오키나와 반환 협정은 당시 일본 국내정치 상의 요구와 미국의 오키
나와에 대한 미군의 전진 기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미군 철수로 인한 유인
이 증대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미국이 이전과는 달리 오키나와 사용에 
대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서 유명무실하던 사전협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
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과 일본 간의 변화가 생긴 사건이다. 즉, 일본
에게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반환하면서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일본 기
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에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방위에 대해 일본의 의사결정이 매개 변수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었다. 즉,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방위를 허용한다면 미국은 이전과 
같이 효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를 오키나와 전진기기 철수를 하더라도 
이행 가능했지만,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방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일본의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방위
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키나와반환협정 후,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반환협정에서 한국의 방
위에 대해서만 사전 협의의 예외를 둔다고 선언하고,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를 위해 일본 기지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한미일 간의 안
보협력체제가 최초로 구체적인 모습을 띠며 제도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조항(korea clause)은 한미일 간의 최초의 제도적 발전을 대표하는 것
이다. 

기타 동맹상대국 한국과 일본 

미군 감축-> 작전 능력 훼손 차원 
(미국의 방위 공략 유지에 대한) 
1단계: 능력 의심
2단계: 의미 및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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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일본 간 오키나와반환협정의 전개과정

미일 간 민감한 문제들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됨. 지난 몇 년 간 미국
은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였음. 국제적 책임들에는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 일본이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 오키나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과 협력 하는 것,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늘리는 것, 
남베트남, 라오스, 사이프러스에 특별지원을 하는 것, 쿠바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정책에 동참하는 것, 케네디 라운드에 참가하는 것, 수입규제와 외국투자에 대한 자유
화에 동참하는 것, 일본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연하고 관대한 입장을 택하는 것들을 
언급함.96) 

본 행동 각서는 1964년 11월 9일  극동문제 차관보 번디(Bundy)가 미 국
무차관 볼(Ball)에게 보낸 것으로 미일관계 전반 각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오키나와 관련 미국 태도에 대한 언급 또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는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1945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지속된 오키나와 전투를 기점으로 미군
은 현지에 군정을 확립하였다. 이후 미군정에게 오키나와는 ‘잠재주권’이라
는 명목 하,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갖은 채 ‘언젠가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다.’는 잠재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태도’는 오키나와 전투 이후 미국이 유지하던 통치권한을 유지한다
는 입장으로 이는 실제적으로 존슨 대통령 때까지 잘 이행되고 있었다.97) 
예컨대 1965년 1월 10일 사토 방미 및 존슨-사토 정상회담에서 사토는 (오
키나와) ‘반환에 대한 열망’을 언급했지만, 존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 문
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과 연관이 있다. 당시 미국
의 본격적인 베트남전 개입으로 오키나와 기지의 기능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었다. 2월 7일 미군이 구정공세를 시작에 이어 3월 7일에는 오키나
와 주둔 해병대를 남베트남으로 본격 투입함에 따라 오키나와 기지의 활용 

9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IX, Part 2, Japan, 
No. 33, Action Memorandum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Bundy)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Ball), pp. 41.  

97) 소토카 히데토시 외, 2006, p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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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까닭으로 오키나와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미국은 자국의 잠재주원 지위를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싶었
다.98) 

  미일 간 오키나와반환협정에서 일본의 주요 요청 사항은 세 가지였
다. 첫째, 핵무기를 제거한 상태로 반환할 것, 둘째,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미국의 사용에 대해 타 주일미군기지에 적용되는 제약을 동일하게 부과할 
것, 셋째, 반환 이후 군사력 배치 및 기지 사용 및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사전 협의를 받을 것 등이었다.99) 

미국과 일본 간의 오키나와협정은 1969년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미일간의 해당 사안에 대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번디 차관보와 볼 국무차관 간의 논의와 같은 
미국 관료들 간의 논의 사항 이후, 1965년 사토-존슨 회담 결과 발표된 미
일 간의 공동성명은 미일 안보조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오키나와 오가사
와라에 대한 미군시설이 ‘극동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계기
로 일본 스스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중요성을 확인한 최초의 성명이었
다.100)

1967년 11월 15일 미일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합의된 오키
나와 시정권 논의에 대한 향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총리는 오키나와 시정권의 일본 반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국민의 강한 바람을 
강조하고 미일 양국 정부 및 양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다양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총리는 양
국 정부가 앞으로 3년 내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반환 시기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101)

추가적으로 공동성명 하루 전인 1967년 11월 14일 워싱턴 대화 각서
에서는 일본 사토 수상이 오키나와반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실
제적으로 기존 관련 조항들의 모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사항을 이끌

98) 소토카 히데토시 외, 2006, pp. 225.  
99) Victor Cha, 1997. 참조.
100) 소토카 히데토시 외, 2006, pp. 225. 
101) 소토카 히데토시 외, 2006, pp. 233. 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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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도 있다. 

1967년 11월 14일 워싱턴 대화 각서: 사토 수상은 미일이 1970년 혹은 1973년에 합의
를 도출하여야 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함. 또한, 이러한 합의는 애매모호하고 불명
확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에 안보
를 의존하는 국가들은 미국 간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102)

한편, 미일 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서 주요한 의제는 앞서 본 세 
가지 이외에서 실질적인 방어력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B-52 
철수와 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오키나와의 상황은 2월부터 가네다 기지
에 B-52가 상주하게 되면서 일본 내 오키나와 반환 요구는 매우 강력해졌
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일본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여
유가 있지 않았다.

1968년 6월 14일 Under Secretary of the Army가 Deputy Secretary of Defence
에게 보낸 각서: 오키나와 반환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의 만일의 사태가 해결되
고 오키나와 반환이 미일 간 주요이슈가 아니었다면 B-52를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는 것
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103) 

미국 관료들 간의 각서교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한국의 ‘만일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유지된 것을 전제로 B-52가 오키나와에
서 철수해도 무방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반도 통일 등과 같
이 영구평화에 가까운 현상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기존 통제권
한에 대한 양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해당 논의가 있던 시기는 
존슨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68년도로 실질적인 협상력을 잃은 미 대
통령의 정치적 근간으로 인해 이는 다음 정권에서 해결할 사안으로 넘어갔
다.  

한편, 오키나와 포괄적용과 사전협의제 요청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
는 이를 수용하게 되면 향후 일본 해안 주변 해상 항로 방위, 정보 수집, 

102) Memorandum of Conversation, November 14, 196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IX, Part 2, Japan, No. 104, pp. 227.  

103) Memorandum From the Under Secretary of the Army(McGiffert) to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Vance), June 14, 19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IX, Part 2, Japan, No, 125, p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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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참 작전 등의 수행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
했다. 즉, 이전의 미군에게 확보되었던 일본 전역에 대한 군사적 자원 활용
이 불가하게 되는 변화였다. 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
라 아시아 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상대국 모두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
안이었다. 주지하듯 오키나와 기지는 미군에게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오키
나와 반환 협정 조율 당시에도 베트남 참전 등 미군의 군사전략적 사항들
을 지원하는 기지로의 운영이 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는 다른 여타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2)　한국의 방기 위협과 대응 외교  

미국과 일본 간의 일본 내 기지 활용에 대한 현상 변경 합의에 대한 소식
을 접한 한국은 잠재적 방기 위협이 강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오
키나와반환 의도를 ‘미국이 한국 방위를 일본의 승인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1969년 4월초 정일권 국무총리, 이후락 비
서실장, 김동조 주 일본대사 간의 대화를 기록한 담화 각서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한국 총리 정일권은 오키나와 반환에 대해 큰 걱정을 표현하였음. 오키나와는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하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열망에 대해 공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한국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막강해지는 동안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였기에 일본 또한 이 부분을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말함.104)

미국의 오키나와반환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국민 모두 일본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진영과 경계선을 맞닿아 있는 전장국가
로써 일본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방어선 역할을 한 것을 일본이 
고려하여 미국과의 협정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 
정일권 국무총리는 김동조 주일본대사, 이후락 비서실장, 홍송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과 함께 미국 대표단 브라운 차관보 및 레오나드 한국 지부장

104) Memorandum of Conversation, April 1,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2, Vol. XIX, Part 1, Korea, No. 5, 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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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회동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한다. 

1969년 4월 2일 워싱턴 회담 각서: 한국 총리 정일권은 오키나와에 대한 또 다른 문제
는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라고 언급함. 일본의 안보 문제는 이게 외부적이
든 내부적이든 만약 한국이 현재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
었을 것이라고 말함. 일본과 미국 간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만 일본은 누가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음. 미국과 오키나와에 대한 협상
을 시도하고 일본은 상호 방위 조약이 일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
음. 오키나와는 공산권에 대한 주요 저항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이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권리와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은 오
키나와를 반환함으로써 방위선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차
선책으로 한국의 해군기지를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말함...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였
다고 담함. 일본도 이에 대해 한국과는 정반 된 입장을 미국 측에 간청하였음. 하지만, 
미국은 한국 총리가 말한 주요 요소들을 자각하여 일본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명
시되어 있음.105)

한편, 최규하 외무장관 또한 같은 달 일본대사관 및 미국대사관에 오
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될 시 국내 안보가 우려되는 한국의 입장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서신에 나온 한국의 요구 사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협상의 진행에 대해 한국에게 정기적인 통지를 해 줄 것과 기지 반환 이후 
일본이 사전 협의권을 포기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06) 이밖
에도 한국은 베트남전 동맹국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오키나와가 일본에게 
반환될 경우, 이는 한국에게 커다란 안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잠재력이 존재하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최규하 외무장관의 서신은 실제로 4
개월 후 미국 국무부에 전달된다. 

1969년 8월 1일 국무장관 로저스가 국무부에게 보낸 서신: 외무장관 최규하는 국무장
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태도, 미국의 지원에 대한 요청과 미국이 
현재 한국에 갖는 기여도를 유지해줄 것을 논의함.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그의 방문과 
55000명의 미군부대가 한국이 현재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답함. 또한, 회담 막판 최규하가 로저스에게 건넨 메모에 적힌 9가지 이슈 중 
오키나와 반환에 대해 Green Assistant Secreatry는 일본 정부와 미국이 한국 정부가 

105) Memorandum of Conversation, April 2,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2, Vol. XIX, Part 1, Korea, No. 6, pp. 13. 

106) Victor Cha,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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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반환에 갖는 반감에 대해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함.107) 

이러한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의 오키나와반환에 따른 방기 위협에 대
한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일본의 이례적으로 수용적 입장도 
표명하였다. 사토 정부는 반환협상에 대해 한국과 비공식적으로 상의한 것
은 물론 오키나와의 전략적인 가치가 한일 양국 모두의 방위가 연계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1969년 초 한일협력위원
회 및 한일의원회담에서 닉슨의 신극동정책에 대한 한일 간의 방기의 위협
에 대한 공유와 함께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도 함께 논의가 된 적이 있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같은 해 8월 제3차 한일각료회의 당시, 최종 
공동성명에서 양국 대표단이 오키나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을 밝히고 
있는 조항이 기술되게 된다. 이는 일본이 기존에 오키나와 반환에 대해 ‘미
일 양국의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던 것과 비교한다면 한국 입장에서 매
우 긍정적인 변화였다.108) 또한 일본은 아이치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키나와
가 잠재주권의 모호성을 벗고 일본의 주권 영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동아
시아 내의 전략적 가치는 손상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대응과는 다르게 닉슨-박정희 정상회담을 통해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의 방기의 위협을 완화 시키고자 한다. 박정희는 
1969년 8월 21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닉슨과의 회담에서 부드럽지만 명
확하게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의사를 전달한다. 

(1969년 8월 21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닉슨 대통령과 박정희 간 회담 각서 내용)
[...] 박정희: 나는 아시아에 대한 닉슨 독트린에 대한 당신의 설명을 수용하며 그 이론
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미
국이 아시아에 대해 불개입 하고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새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
면 이러한 의심은 씻어 버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공유가 되어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각각 분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떤 국가들은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수준

107)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Robert M. Beh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August 2,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2, Vol. XIX, Part 1, Korea, No. 32, pp. 81.

108) Victor Cha,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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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예인데,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개발
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또한 경제적 부국이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진 부담을 
분담하는 것에 있어 힘든 실정입니다. 일본은 오키나와가 일본에게 반환되더라도 일본
군을 파병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는 아시아 결속력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
장은 만약 오키나와가 일본에게 반환된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분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09)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아시아 동맹상대국들이 갖는 방

기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닉슨독트린의 의도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게 지우는 책임의 상승 정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표현하
며 미국의 1960년대 들어서의 역할분담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키나와반환협정도 일본의 책임감이 더 상승하고 그에 
따른 일본의 행태가 확보된 후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의 성공적인 역할재
분배 경험을 비추어 현재 1% 방위비만을 지출하는 일본이 향후 더 많은 
군비 지출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역할전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다. 

(1969년 8월 21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닉슨 대통령과 박정희 간 회담 각서 내용)
[...] 닉슨 대통령: 지난 긴 시간 동안 나는 일본이 안보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경제적 분야에서 이러한 일본의 역할 증
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 수상이 11월에 부임하면서 우리는 사
토 수상이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은 자
유 일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현재 GNP의 1%만을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나는 이 비용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110)

본 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 수행의 미비함에 대해 지적한다. 일본의 실질적인 무능함에 대해 불만
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의 방법으로 미국의 충고를 제안 요청한다. 후
반부에는 한국의 또 다른 방기의 위협 유발 요인인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109)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21,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No. 35, pp. 99.  

110)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21,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No. 35, p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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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현재 베트남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주한미군 감
축에 대한 일축의 공약을 회답 받는다.111)  

3)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사전협의제 논쟁과 한국조항

미국은 통상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을 위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이다. 그에 유사시 일본의 국내 기지를 활용 한국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물론 일본도 한국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항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본연의 입장 차이는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무제한적인 일본의 기지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길 바랐다. 결국 일본의 자국 기지에 대한 외부 세력
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의지는 1960년 안보조약 개정 시 허
터 국무장관과 기시 총리 간의 「조약 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을 통해 
실현된다.112)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간 형식의 공
문은 사전협의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서간으로 인사 올립니다. (중략) 합중국 군대의 일본 배치에 관한 중요 변경, 합중국 군
대의 장비에 대한 중요 변경 및 일본이 실시하는 전투작전행동(전기 조약 제5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제외)을 위한 기지로서 일본 내 설치 및 구역 사용은 일본 정부와

111) 박정희-닉슨 정상회담에서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박정희: 일본은 한국의 방
위와 안보가 일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실천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다...닉슨: 맞습니다...박정희: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앞에 있고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 미국의 충고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게릴라전에 투입되어 실제 한국을 
침입하는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일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이익을 위한 것입
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철수에 따라 다른 연합군 또한 철수한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의 생각은 남베트남과 미국에서 철수 요청이 없는 한 한국은 베트남에 지속적으
로 군을 배치할 생각입니다...닉슨: ...비록 국내 적으로 군 감축에 대한 여론이 많지만 
나는 한국에 있어서는 군 감축에 대한 의견을 거절할 것이며 김일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서라도 이를 공공히 할 것입니다.” 출처: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21,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No. 35, pp. 99.   

112) 윤덕민 외, 2003, pp. 101.



84

의 사전협의 주제입니다. 본 대신은 각하께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미합중국 정부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임을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해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대신은 
이상의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각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113)

공문의 주요 내용은 주일미군의 배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육군 1
개 사단, 해군 1개 기동함대, 공군 1개전투비행단 규모 이상), 장비에 대한 
중요 변경은 주로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전투작전행동에 대해
서는 사전에 일본에게 협의를 구할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미국 
또한 오키나와에 대한 ‘잠재주권’ 상태의 불안정성을 인지하는 입장에서 사
전협의제 등과 같은 일본의 자율성 추구에 대한 제안 및 요구에 대해 대체
로 적극 수용하게 된다.114) 

하지만 문제는 이전까지 미국과 일본 간의 사전협의제에 대한 합의의 
모호성이었다. 오키나와반환 문제가 1960년대 말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면
서 이전에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던 ‘사전협의제’의 효력이 미군의 일본 내
에서의 자유로운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 기존에 ‘사전협의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군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활동 자율성이 보장되는 오키나와 기지로 미군 병력을 집중 시키는 것이었
기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오키나와반환협정에 대한 미일 
간의 협의 당시는 얼마 전 한반도 위기 사태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EC 
121기 격추 사건 등이 있던 시기라 주일미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115) 이는 당시 베트남전의 전개와 맞물려 당
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데에 작동하였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의 결과로 미국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용이 일본
의 사전협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갖게 된 방기
의 위협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일권 총리 및 최규하 외무장관은 
미일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박충훈 부총
리를 워싱턴에 급히 파견하여 한국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의 수뇌부에 알릴 
것을 주문한다. 

113) 소토카 히데토시 외, “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2006, pp. 556. 
114) 소토카 히데토시 외. 2006. pp. 556. 
115) 윤덕민 외, 2003, p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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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미국과의 오키나와반환
협정에서 ‘오키나와 기지는 물론 일본 내의 기지 및 시설들이 한반도의 유
사시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한 조건부 협정을 하게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1969년 사토-닉슨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있어 긴요하다’라는 한국조항이 발표되어 한반도 외교에서 한국 일
변도를 취하게 된다. 사토 정권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사전협의에 있어 
태도를 정할 것임을 한국과 미국에게 공약화하여 선언한다. 즉, 일본은 한
국조항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의 안정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대응을 위해 일본 내 기지 및 시설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한일안보협력관계 구축이 최초로 제도화 되고 구체
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 11월에 있던 닉슨-사토 정상회담에서 양 국가 정상은 취임과 
함께 모두 필요하다고 여긴 오키나와 반환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
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미국은 10년 자동 개정이라는 1960년의 미일안
보조약의 개정내용에 따라 일본이 그간의 총체적인 성장에 근거하여 오키
나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
지만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중대함을 알고 있었던 미국은 
일본과의 반환협정의 목표를 오키나와 반환을 하더라고 해당 미군기지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사전협의를 해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용을 보장받는 것이 목표였다. 

반면 일본은 ‘패전의 기억의 상징’인 오키나와를 핵무기 철수를 전제
로 미국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국가의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 당시 한국과의 가까워진 관계와 한국의 오키나와 반환 
및 사전협의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방기의 위협을 갖는 것을 공감할 수 있
었으므로 한국조항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타국
가의 안보에 대한 적극성은 일본 국민들도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 일본이 
내어주는 것이라는 교환관계(trade-off)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일본은 
이에 대해 수용적이고 관대했다. 

닉슨-사토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두 가지 였다. 
첫 번째는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한국에게 가져오는 방기의 위협의 증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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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한국의 강한 우려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일본에게 반환되어 미국의 사용에 대해 일본의 사전협의가 이
루어져야 함이 있었지만, 해당 기지가 미국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양국은 함께 인지하여 양국 정상은 상호 간 적극적 협조를 한
다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았다.116)

<표IV-2>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한국조항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한 양
국의 인식과 행태

[출처: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s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1997. 내용 재구성]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상대국 모두를 만족시키면
서 미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자유로운 사용도 이전과 같이 유지되어 
전략적 이익도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즉, 미국은 
닉슨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불개입을 전략을 필 수밖에 

116) Victor Cha, 1997. 참조.
117) 한국조항이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 구성이었다. 사토의 공식적 언급으로 한국조항이 효

력이 있는 조항으로 한미일 삼국에게 인식이 되고 공식화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
가 일본에 긴요하다’는 의미로 한국의 안보 위기 시, 실질적으로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미국의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118) 사토의 발언이 공동성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 Victor Cha,  
1997. 참조.

첫 번째 합의:
‘한국조항’

닉슨 대통령과 사토 수상은 특히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
음에 주목했다. 사토 수상은 이 지역에서 유엔의 평화 유지 노력
에 깊은 사의를 표시했으며, 한국의 안보가 일본 자체의 안보에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합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
한 인식

1. 미일 공동성명,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지역 국가들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국제적 의무이행에 방해가 되어서
는 안된다”

2. 내셔널 프레스 클럽 사토 연설의 ‘적극적이고 신속하
게’의  의미117)

3. 사토 연설 직전, 존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사토의 언급
에 대한 주문을 요청118) 

4. 오키나와 반환협정 의회 송부 시, 닉슨은 사토의 연설
문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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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함께 진행된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일본의 자율성 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전협의제에 대한 양국의 타협
점을 찾아 협의되었고, 이는 한국 조항이라는 결론으로 일본도 설득이 되었
던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 방위에 대한 군사 및 경제적인 
부담을 지움과 동시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은 것
이었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 반환협정과 한국조항은 미국이 일본에 새로운 역
할분담체제를 제시하고 일본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이 직면한 동아시아
에 대한 개입-불개입의 딜레마를 해결한 것이었다. 

오키나와반환협정과 한국조항 이전에는 미국이 국내정치적 요인 혹은 
위협인식의 변화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불개입 정책을 이행하면 가장 주요
한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방기의 위협을 강하게 갖고 있
었다. 이는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의 작동과 같이 미국의 개입 정책이 역
내에 심하게 있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안보적 수혜에 대한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가 발생하여 한일 간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치부한다는 것
이다. 미국에 대해 편승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한일 양국 간의 서로에 대
한 갈등 요소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불개입을 하는 경우 한국과 일본 간에는 방기의 위협이 공유
되어 안보적 공백에 대한 높은 불안으로 인해 양국 간의 역사적 적대감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작동하여 일시적인 협력이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119)

그러나 본 글은 빅터 차의 유사 동맹 모델이 오키나와반환협정과 한
국조항 이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오키나와반환협정과 한
국조항은 유사 동맹 모델에서의 부작용인 미국의 불개입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를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즉,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불개
입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강한 방기의 위협을 공유할 것에 대해 오키나
와 반환에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한국 조항을 새롭
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방기의 위협을 통제 완화 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
우 자율성 획득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방기에 대한 위협을 일본 자구

119) Victor Cha,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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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었다. 일본의 방기의 위
협을 안정화 시킨 면 또한 뒤따른 결과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실질적으로 
역외 균형자로써 부담되는 예산 지출을 성장한 일본에게 역할분담을 시키
면서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오키나와 기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사토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력에 대한 공약을 확보
하여 최소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조항은 미국 중심의 바큇살 구조에서 중심국이 전적
으로 담당하던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안보 제공 역할을 일부 강한 동맹
상대국에게 할당하여 중심국의 재정적 부담분담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강한 동맹상대국은 중심국의 구상에서 ‘자립의 단계’를 넘어 ‘역
내의 동반자’의 역할과 지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강한 동맹상대
국은 중심국의 구상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역내의 다른 주변국들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 및 자율성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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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변화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안정된 제도화 구축 후, 미중 데탕트라는 큰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변화를 겪는다. 동북아시아 내 북·중·소 북방 삼각에 대응하
는 남방 삼각에 대한 안보 일변도를 유지하던 한국 및 일본 등 미국의 동
맹상대국들은 미국의 적대게임에서의 단독적인 위협인식 변화 및 대외전략 
변화에 적지 않은 오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
은 자력으로 중심국의 행보에 부합하는 방향의 대외전략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적 조류에 순응 및 대응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자주적 역
량이 부족했던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은 중심국의 변화에 따라 방기의 위
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심국 미국과 약한 동맹상대국 간 관
계에서의 일방적으로 방기 위협이 증가된 상황에서 한국은 강한 동맹상대
국의 안보적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도에 따라 상대적인 방기 위협은 
등락을 경험하게 된다. 

본 장은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의 중심국인 미국의 위협인식변화 및 
대외전략변화의 단독적인 정책 이행이 가져온 체제변화가 강한 동맹상대국
-약한 동맹상대국에게 어떠한 정책 적 기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맥
락에서 약한 동맹상대국의 방기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데탕트 시
기 일본의 한국조항에 대한 태도 변화 및 한국의 반응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1. 미중데탕트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관계가 지배적이었다. 미중은 한
국전쟁에서 무력으로 충돌했던 당사국으로써, 미국은 대체적으로 소련보다 
중국을 더 교조적인 국가로 인식하였다.120)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역량 변화 및 국제질서 변화에 대해 양국 간의 연계를 통해 대응하였고 양
국은 데탕트를 이룩하게 된다.  

120) 하영선 외,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 (서울: (재) 동아시아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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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탕트의 시작은 미국의 달라진 위상에서 비롯되었다. 전후 
1950년대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인 패권력은 독보적이었다. 모든 면에서 
다른 강대국을 앞지르는 국력은 미국을 자연히 국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및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도 적절한 역외 균형자로써 냉전 
초기 자유 민주주의 진영 구축에 힘쓸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상대적 쇠퇴기에 들어섰다. 
1969년 1월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던 당시 미국은 더딘 성장을 이어갔고, 
이전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개입의 장기화로 국내외적인 부담이 가중되
고 있었다. 금 해외 유출 문제와 심한 국내적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특히 1968년 미국의 북베트남에 대한 구정공세를 계
기로 미국 내 청년층의 반감 및 저항 표출이 담론화되고 미 정부는 심각한 
반전 여론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V-1> 1968년 기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비용

[출처: John W. Young,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1945: A Global 
History, 2004. 내용 재구성] 121)

당시는 국제질서 또한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던 시기였다.  서유럽
국가 및 일본의 경제적 부상이 두드러졌고, 프랑스 드골(de Gaulle) 대통령
은 외교 독자노선을 택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하였다. 독일의 브란트
(Brandt) 수상은 자체적으로 동방정책을 취하며 독일의 통일에 대한 자주
적인 행보를 취함에 따라 미국은 서방 세력의 단결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소련은 내재적 군사력 강화로 이전 미국이 단독으
로 보유하던 미·소 간 서로에 대한 2차 공격 능력이 양국 간에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1950년대 미국의 군사 전략적 우위마저 상

121) John W. Young and John Kent,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1945: A Global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미국 

베트남전으로 인한 비용
병력 폭탄 예산 
536,000 참가 중 
30,500 전사 

165만 톤 연 200억 달러
(GDP대비 7.9%(66)->9.0(67)->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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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소련간의 분쟁이 존재하였다. 1953년 스탈린 사

망함에 따라 중·소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갈등을 겪었었다. 이는 1958년 
이후 후르시초프에 대한 중국의 비판 및 중소 간 경제적 관계의 단절 등으
로 심화되었고, 1965년 모택동은 스노우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과 중국...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을 개인적으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 이 사태가 전쟁 혹은 역사상 커다
란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표현하여 소련과의 분쟁의 해결책을 
미국과의 연계에서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122) 하지만 미국은 그때까지
만 해도 중국을 북베트남의 최우선 지원국, 아시아 공산혁명 전파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의 
등장으로 바뀌게 된다. 현실주의자 및 국제주의자적인 면모를 공유하던 이
들은 1960년대 미국의 쇠퇴에도 불구,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써의 영향력 
유지를 목표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국제적 변화 및 미국의 위상 변화에 대
해서는 취임 이전 1967년 7월 29일 보헤미안 클럽 연설에서 밝힌바 있다. 
그는 국제적 세력균형이 변화하고 있고,  소련이 미국과의 핵 균형에서 우
위를 점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또한 핵 운반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
들과의 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닉슨 대통령의 입장은 주지하듯 취임 후, 괌독트린 공표를 통해 공
식화 되었다. 이에 키신저는 1968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쟁점들”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는 미국은 이전의 지위에서 
벗어나 기타 국가들의 정치적 협조를 이끌 수 있는 국제정치 구조를 만들
기 위해 미국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123) 닉슨 대통령 또한 ‘1970

122) 중소간의 분열의 본격화는 1960년대 말 ‘프라하의 봄’에 대한 소련의 무력진압 과정을 
지켜본 중국으로써는 소련의 군사 위협이 우려할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중소 국경
선에서는 실제로 잦은 무력충돌(1969년 3월)이 있었다. 이에 소련은 미국에게 지원 요청
을 할 정도였고, 중국은 대외정책 특별보고서에서 대미관계에 대한 이전과는 새로운 조
건을 제안하였다. 출처: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중국이야기』 , (서울: 민음사, 
2012).; 하영선 외, 2015. 를 재인용.

123) US Department of State, 200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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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미국 외교정책: 평화를 위한 새 전략’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파
트너십을 위한 개방된 자세 유지가 중요하며 그들과 협상하려는 의지가 중
요하다고 주장했다.124) 결국 이러한 노력은 소련과의 경쟁완화 및 국내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미중 데탕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
관은 중국과의 연계를 모색하였고, 닉슨 행정부는 1970년 1월과 2월 두 차
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대사급 회담을 열었다.125) 
물론 미국과 중국 간 요구 사항이 대립하여 합일점은 찾지 못했지만, 미국
의 지속적인 노력은 1971년 봄 중국과의 핑퐁외교로 이어졌고, 주은래는 
주미 파키스탄 대사를 통해 키신저를 중국에 초대하게 된다.126)

미국의 이러한 대외전략 변화를 강한 동맹상대국 일본은 재빨리 수용 
및 합류한다. 일본은 키신저의 방중과 닉슨 쇼크 후 대중국 수교를 적극 추
진하였다. 이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
본은 ‘복교 3원칙’과 같은 중국 수교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에도 불
구하고 미중관계 개선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와 자체적으로 대중 및 대소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일본의 안보를 재보
장 하였다. 

2. 한국조항 존폐와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

미중 간의 급작스러운 데탕트로 인해 강한 동맹상대국 일본과 약한 동맹상
대국 한국은 미국에 대한 방기의 위협이 증가한 것은 물론 앞으로의 냉전

1969-1976, Vol. 1: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Washington: 
United Stats Government Printing Office. Document 4; 하영선 외, 2015, 재인용. 

124) US Department of State, 200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1: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Washington: 
United Stats Government Printing Office. Document 60; 하영선 외, 2015, 재인용. 

125) 하영선 외, 2015. 참조. 
126) 1970년 초, 두 차례 미중 간의 회담에서 미국은 베트남전 조기 종결을 위한 중국의 협

력을 요구하였고, 중국은 주대만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후 미국의 캄보디아 쿠데
타 지원(1970.3)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닉슨대통령과 키신저의 지속적인 노력은 1972
년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971년 4월 주은래는 주미 파키스탄 대사를 통해 키신저의 
방중 초대 편지를 보내게 되고, 키신저는 이를 수락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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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도에 대해 불명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키나와 반환 및 한국조항
으로 보다 명확해진 ‘자립의 단계’의 약한 동맹상대국 한국과 한국을 경제 
및 안보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내의 동반자’ 역할의 일본의 역할분담체제
에도 변화를 주는 변화였다. 이전까지 구축한 한미일 간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중심국-강한 동맹상대국-약한 동맹상대국의 위계적 관계가 깨진 
만큼 일본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 및 이행하게 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에 
따라 방기 위협의 등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게 한국조항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초기부터 뒤이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미키 다케오(三木 武夫)-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부
의 한국조항에 대한 입장 변화 과정을 추적해보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반환협정 및 한국조항 합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인 역할분담체제의 위계성과 긴밀한 연계
로 인해 미국의 위협인식변화 및 정책 이행으로 인한 역내 및 지구적 변화
가 한국과 일본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미국의 약한 동맹상
대국인 한국에게 중심국 미국의 변화에 따른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의 한
국조항에 대한 입장과 정책 변화는 긴밀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하에서 
한국에게 안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1)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 전기 (1964년 11월 9일~1965년 6월 3일) 

미국의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동아시아 불개입정책은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
한 동맹상대국 간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위협을 공유하게 하였고, 미국이 
중간에서 즉각적인(ad hoc) 한국조항을 통해 일본에게 ‘역내 동반자’ 역할
을 주어 자국의 불개입으로 인한 권력 공백을 대응한 것이다. 

한편, 한국조항이 논의되었던 1969년 11월 닉슨-사토 정상회담 이전 
북한의 도발이 강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여전히 인접 국가들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 이후, 북한
의 기존 지하당 공작 등을 위주로 움직인 온건 대남 노선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급진적 무력 적화 노선으로 전환된 것은 우연한 변화만은 아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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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대게임에서의 상황전개와 맞물려, 앞서 논의되었듯이 미일 
간의 오키나와반환협정에 대한 한국의 방기 위협 급증으로 인해 적극적 외
교 노력은 미일 간의 협조 사안인 오키나와반환협정에 대한 합의점으로써
의 한국조항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 및 다른 일본 내의 
기지와 시설들이 한반도 유사시 실질적인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을 미일 간에 약속한 합의점이었다. 1969년 11월 21일 사토 총리와 닉슨 
대통령 강의 미일공동성명 제4조와 뒤이은 사토 총리의 내셔널 프레스 클
럽에서의 연설에서 한국 조항이 등장한다. 

4. 총리대신과 대통령은, 특히 조선반도에 여전히 긴장상태가 존재하는 것에 주목...한
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다...127) 
특히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일 한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 일
본 국내의 시설·구역을 전투작전행동의 발진기지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서서, 사전 협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그리
고 신속히 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128)

또한 같은 날, 아이치 외무대신은 한국조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상
세히 밝힌다. 

제4항은 ... 한반도, 대만, 인도차이나반도의 각 지역 정세에 관한 양 수뇌의 견해를 기
록... 한국 및 대만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현재 극동정세 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국 
및 대만의 안전을 일본의 안전 확보와의 관련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를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총리가 이미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특히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만일 발생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
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만약 미국에 의
해 안보조약상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이 일반적 인식을 판단의 중요한 요
인으로서 해서,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국익 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129)

이와 같이 1969년 11월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이 일

127) 윤덕민 외, “사토 총리와 닉슨 대통령 간의 일미공동성명(1969.11.21.),” 2003, pp. 
103. 

128) 윤덕민 외, “사토 총리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1969.11.21.),” 2003, pp. 
109.

129) 윤덕민 외, “공동성명에 관한 아이치 외무대신 설명요지(1969.11.21.),” 2003, pp. 
114. 



95

본의 안전에 있어 긴요하다’ 항목이 별도로 생기고,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이었다.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중심국-강한 동맹상대국-약한 동맹상대국 사이에 최초의 구체적 
제도 기반 역할 분담이 정립된 것이었다.   

한국조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수행하던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안보 제공자의 역할을 강한 동맹상대국에게 일정 수준 이양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면서 약한 동맹상대국의 방기 위협을 안정적 수준에서 통제
하는 동시에 바큇살 구조 내에서 중심국으로써의 평판도 유지하는 방책이
었던 것이다. 

오키나와반환협정과 한국조항에 대한 미일의 합의는 한국에게 방기 
위협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였다. 이는 협정 2년 후,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한국 외무부의 입장 표명을 통해 알 수 있다. 

1. 미국과 일본 간의 오키나와 시정권 반화문제에 관련... 미국의 군사기지가 우리나라
를 포함한 자유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시정권이 반환된 후에도 극동의 안보를 위한 오키나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미일 양국정부에 분명히 하여왔다... 2. 6월 17일 미일 양국정부 대표에 의
하여 서명된 류큐 및 다이토 열도에 관한 미일협정을 보건데... 1969년 11월 21일자 
닉슨 미국 대통령과 사토 일본 수상 간의 공동성명을 기초로 하여 이들 영토의 반환이 
실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오키나와 기지의 
군사적 지위와 역할이 종래와 같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
다.130)

결국,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은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역
내 안보 우산에 대한 불개입 정책에도 강한 동맹상대국에게 안보 공약에 
대한 확약을 받음으로써 급증한 방기의 위협을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일 삼각관계의 안정적 협력을 위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2)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 후기 (1967년 2월 17일~1972년 7월 5일)

130) 윤덕민 외,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1.6.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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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에이사쿠 총리 후기 및 말기는 닉슨독트린과 미중데탕트를 거치며 미
일 간의 한국의 안보에 대한 제도적인 합의가 미국의 위협 인식 변화와 그
에 따른 대외전략 변화에 실효가 없게 된 시기이다. 본 장의 첫 부분에 기
술된 중소분열에 따른 미중데탕트라는 국제차원에서의 새로운 국면은 일본
에게 미일동맹 일변도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였고, 미국의 동맹상대국 간
에 공유된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위협에 대해 일본이 자력의 외교적 독자 
노선을 택하게 하였다.131) 

일본은 미중데탕트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
제에 갇혀 북방 소삼각인 북한, 중국, 소련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
였다. 특히 중심국인 미국이 중국과 관계 발전을 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강
한 동맹상대국으로써 미국의 전략 및 정책적인 기조와 상이한 방향으로 정
책을 추진할 때의 대내외적인 부담을 갖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
었다. 일본은 이전부터 북한 및 중국과의 연계를 모색하고자 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의 데탕트 이전 기존 위협인식 및 대외 전략적 기조에 따라 북·중
과 갈등적 양상을 고수하며 미국의 안보수혜를 입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미중데탕트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닉
슨쇼크가 있던 1971년 7월 15일 이후, 일본은 1972년 9월 25일 중국을 방
문하여 중일교섭을 발전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32)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이전 1969년 ‘사토 총리의 내셔널 프세스 클럽
에서의 연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는 연설 중반부에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70년대는... 여러 강대국이 각각 보다 커다란 책임을 수행해야 할 시대이기도 하다... 
일본으로서는 미소 간에 있어서 평화 유지의 노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중소 중간에도 평화적인 공존관계가 실현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 또한 중공이... 국
제사회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미 양국은 이를 위한 문호를 중공에 대해 
항상 개방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33) 
 

131) Victor Cha, 1997. 참조.  
132) 하영선 외, 2015. 참조. 
133) 윤덕민 외, “사토 총리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1969.11.21.),” 2003, p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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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미국보다 앞서가는 적대게임에서의 운영원
리 변화를 미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부합하는 일
본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 대한 안보적 공약 이행도를 높이
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134)

한편, 미중데탕트의 변화 국면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동변화의 논리에
는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 첫째, 연루의 위협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미
중 데탕트로 한미일 남방 삼각에서 북방 삼각과의 갈등의 시작은 미국이 
아닌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의 입장 표명에 따라 달라졌다. 즉, 만일 일본
이 이전 미국이 구상한 한국 안보 수혜자로써의 ‘역내의 동반자’ 역할을 고
수한다면, 이는 새로운 적대게임 변화에서 미국과는 상이한 전략적 노선을 
타는 것으로 적대게임의 대적국가에게 일본이 의도치 않은 신호를 주어 행
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의도치 않은 불필요한 갈등에 연루될 우려가 있
었다. 둘째, 미국의 정책 노선에 부합한 방향으로 가면서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중심국으로부터의 방기될 위협을 줄인 것이다. 강한 동맹상대국으로써 
약한 동맹상대국에 비해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을 월등히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완전한 주권성은 
미국에 대한 안보적 의존도를 여전히 높은 편으로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한다. 강한 동맹상대국으로써의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이 유지해
야 하는 안보 전략의 최우선적인 관계 변수였다. 데탕트 이전까지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중심국과 강한 동맹상대국으로써 미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
해 온 일본이었기에 닉슨대통령이 일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중국을 방문했
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충격(shock)으로 다가올 정도였지만, 일본은 이를 
냉정하게 수용하여 미국의 변화된 외교 노선을 일본의 내적 역량을 통해 
구현해 나감과 동시에 그간 단절되었던 북한, 중국, 소련과의 독자적인 외
교 노선을 모색 및 발전 시켜 나아갔다. 

134) 라이샤워는 이러한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다. “마침내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항
상 원했던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우리가 중국 정부
화 관계를 개선하게 된 데 대해 다소간 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본적으
로 우리의 새로운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출처: Testimony of Edwin 
Reichauer in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The New 
China Policy, 17, pp. 9; Maruyama, pp. 266~272; Meyer, pp. 134; Victor Cha, 
1997, pp. 107. 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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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를 승인하고 정부 간 접촉을 하지 않겠다던 사토 정권의 입
장은 변화되어, 일본과 북한은 1971년 11월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을 체결
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도 없었던 형태의 협력 연맹으로 한국에게 일본의 
새로운 대북전략 기조를 신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135)

이러한 적대게임에서의 새로운 국면에서 한국조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일본은 미중 접근에 따라 연루 위협의 기제로 전락한 한국조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1972년 1월 사토 총리는 1969년 이후 줄곧 이어오던 
한국조항 관련된 언급을 빼기 시작했다. 한일 간의 안보 연계를 폐기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7개월 후, 1972년 8월 미일정상회담 후 기자회
견에서 사토는 “1969년 공동성명 소위 ‘한국조항’ 및 ‘대만조항’은 없어졌
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1969년은 1969년이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이다. 한국 조항을 불변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969년의 발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을 반영했던 것이
다. 그것은 조약이 아니었다.136)

이와 같이 한국은 안보협력체제에서 방기 위협이 일방적으로 급증하
게 된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양자 간의 공약 이행도가 떨어지거
나 그에 대한 신호를 서로에게 주는 차원이 아닌 제3의 국가의 의사결정 
결과 실질적인 방기의 위협이 강하게 증가한 사례이다. 즉, 이는 미국이 일
본에게 역내의 동반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갖게 된 
약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안보 제공자의 자율성을 발휘한 사례로, 중심국의 
변화가 가져온 체제 변화의 움직임에 유동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결국,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은 일본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한미 양
자 모두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2차 상대적 방기가 강하게 작동하
게 된 것이다.   

 

135) 윤덕민 외, 2003, pp. 228.
136) Korea Heralds, 12 Jan. 1972(“Sato Weakened Defense for Taiwan, Korea: 

Asahi”) ; 『뉴욕 타임스』의 사토 면담, 1972년 3월 10일; FEER, 4 Mar, 1972; Korea 
Herald, 7 Jan. 1972(“Security in the Far East”); Victor Cha,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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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총리 시기 (1972년 7월 7일~1974년 12월 9
일)

1972년부터 시작된 다나카 총리 기간 역시 사토 후기와 유사한 입장이었
다. 다나카 정권은 이어진 미중데탕트에 맞춰 북한과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노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다나카 정
권의 오히라 외상은 1972년 제6회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일본이 향후 북
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할 것을 천명하게 된다.

다나카 총리 시절 한국조항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서는 기무라 
외상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74년 8월 12일 참의원 결산위
원회, 8월 29일 참의원 외무위원회, 9월 5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여야당 질
의 답변에서 북한 위협 부재, 「한국조항」 이탈 발언,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는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제3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한국의 한일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한 것은 물론, 당시 일본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높여온 한국의 입장에서 상
대적 방기 위협이 증가하게 하는 기폭제로 기능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조항에 대한 다나카 총리의 입장은 이전 사토 총리 
후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졌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한국 및 미국
과 상이한 입장이라는 점과 이전에 ‘한국’으로 표기되었던 관련 조항들이 
‘한반도’로 표기 및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불만은 매우 컸다는 차이
점이 있다.

한국의 이러한 반응은 기무라 발언이 1974년 8월 15일 문세광 사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였다.137) 문세광 사건 나흘 후, 기무라 외
상은 참의원 결산위원회 질의 중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호시노 의원: 일본정부의 대한외교는 1969년의 미일공동성명, 그 중에 한국문제에 관한 

137) 문세광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8·15 경축행사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옆에 있던 육영수 여사
를 저력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한국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배후에 조총련과 북한이 
연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게 통보 했던 만큼 일본의 남북관계에서 균형 외교
적 입장은 한국으로써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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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간의 양해사항,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다.’ 고 한 소위 
「한국조항」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같이 이해해도 좋습니까? 
기무라 외상: 당시 미일공동성명에 표명된 소위 한국조항,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의 미
리 쌍방 정부 정상의 인식을 표명한 것입니다... 2년 전 7·4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남북
한 사이의 대화도 매우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시노 의원: 외상의 답변은 1969년 미일공동성명의 소위 한국조항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의 정세인식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고, 그 후의 정세변화 중에 한국조항이라는 
것은 퇴색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이 즉 일본의 안전이다,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
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 있어서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해
도 좋습니까? 
기무라 외상: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안전은 물론 현재에 있어서도 일본으로서는 극히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있어서의 남북 간의 격한 대립상
태, 그 당시의 인식을 미일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그 후 남북한 대화의 진전, 
또는 한반도 있어서 현재 상태로부터 생각해보면, 오히려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의 안정
과 평화라는 것이 목하 우리 정부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 긴요하다.138) 
다마키 카즈오: 대신, 당신이 사토-닉슨 공동성명에 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
다...44년(1969년)의 일이지요, 사토-닉슨 공동성명은 한국의 긴장이라는 것이 즉시 일
본에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인지?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변화했습니까? 
기무라 외상: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라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당시의 현상인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환경, 또 그 당시의 국제
적 현상에 입각한 인식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 후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변하고 긴장완
화가 이루어진 현재에 있어서의 인식과는 어느 정도 변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마키 카즈오 : 대신, 어디에 긴장완화가 있습니까? 
기무라 외상: 최근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대립관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
로는 2년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그 성명에 의해 한반도에는 대화가 행해지고 있다
라는 정세의 변화는 최소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139)

이와 같이 일본은 사토-닉슨 공동성명 당시 ‘한국’에 대한 별도의 입
장 표명에 대해 ‘한반도’로 회귀하여 기술하였다. 기무라 외상의 논리는 
1969년 당시와 1974년의 남북관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맞춰 ‘한국’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일본이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또 다른 주요 사안이었던 ‘북한에 대
한 국가로서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자유 민주주의 

138) 윤덕민 외, “참의원 결산위원회 질의 중 기무라 외상 발언(1974.8.19.),” 2003, pp. 
206~215.

139) 윤덕민 외, “참의원 결산위원회 질의 중 기무라 외상 발언(1974.8.29.),” 2003, pp.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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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국가들이 북한을 승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
여 북한을 아직 승인 할 수는 없다는 조심한 입장을 표한다.140)  

하지만 이는 문세광 사건 이후 나온 입장이었기에 한국은 일본에 대
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망언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정당들과 언론이었다.  

이해원 대변인(공화당): 공화당북괴 김일성의 침략야욕은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무라 외상이 그같이 말한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일본지도
자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북괴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이종식 대변인(유정회): 이웃나라인 일본이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그렇게 어둡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기무라 외상의 발언이 사회당의원의 질문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소신이라면 우리가 우방으로서의 일본에 대해 기
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것이다. 
오세응 부총무(신민당): 일본외상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전쟁이 있다 없다 말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 분단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북괴와 접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
가안보에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지난 815 저격사건으로 미묘해
진 한일관계를 의식하면 정상적인 일본외상으로서는 이 같은 자극을 피했어야 할 것이
다.
「조선일보」 사설: ‘장탄불금(長歎不禁)의 일 외상 발언: 한일 양국 간에 풍파가 잦아질 
날은 언제인가’ 1. 일본 기무라 외상이 20일 참의원외교 위에서... 유엔군의 주둔도 있
어서 남북 간의 군사력 면에서 균형이 보지(保持)되고 있으니 가까운 장래에 북괴로부
터 무력에 의한 침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정녕 북
괴에 침략의 야욕이 없다면 가장 기뻐할 것은 일본도 미국도 아니 한국일 것이다. 어째
서 유독 일본과 일본인은 한국민의 안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근거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중시하려 하지 않는가. 피맺힌 체험과 확실한 근거에서 「북괴
의 위협」을 말하고 그에 대한 안보태세의 강화를 역설하면, 「국내정치 긴장을 위한 명
분」이라는 것이 입버릇이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한국민에 대한 더 없는 모멸인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실없는 명분에 스스로 묶인다면 그것은 미친놈이 
아니면 더없이 어리석은 존재일 것이니까 말이다. 우리는 또 한 번 일본 및 일본인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벽을 통탄하면서 기무라 외상의 발언은 아주 신중치 못하며 오해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보아 유감이상의 국민적 불만을 표명한
다.14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균형외교적인 변화된 접근에 대해 한국은 이와 

같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여야와 언론의 입장에 이어 한국 정부도 외무부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이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140) 윤덕민 외, 2003. 참조.  
141) 윤덕민 외, “한국의 정당 및 언론의 반응,” 2003, pp. 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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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9 기무라 일본외상이... 일본정부로서는 한국에 대하여 북한의 위협이 없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로 놀라운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수사당
국의 조사결과 8·15 저격사건의 배후에 조총련과 북한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정부에 통보되었으므로 일본정부도 이번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입
장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령과 재일조총련의 배후공작에 의하여 아국 국가원수를 저
격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흉계보다 더한 위협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현실을 
외면한 일본 기무라 외상의 발언은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진정한 견해가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다.142)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이와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한 역사적 적대감에 유래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한국과는 다른 위협인식을 넘어 북일 양국 
간의 균형외교적인 발언 등이 한국에게 안보의 위협으로 직결되게 다가온 
것은 북한 자체가 한국에게는 주적(main threat)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조항의 맥락 상 미국이 한반도 긴급 사태에 대해 실질적 사전협의제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한미 간에 공동 위협이 대부분 북한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남북에 대한 균형외교적인 입
장에 있다면 명목상 사전협의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하여 미군의 자유로
운 기지 활용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이러한 강한 반발에 대해 기무라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
원회 질의 자리를 통해 자신의 이전 발언은 오해라고 입장을 표명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발언이었다.  

다나카 에이이치 위원: (중략)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들어보니 
물론 전면적 전쟁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1만7천여 건의 여러 가지 불법사건에 대한 위
협이라는 것은 역시 상당히 퍼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에 대신이 
북으로부터 위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대신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전
문적인 평가가 아니라, 한국민 전체는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한국이 하는 경계체제 그
리고 국민에 대한 지도방침이라는 것이 결국 박대통령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
고 있는 것입니다.143)... 우려하는 것은 조선동란(한국전쟁) 전에 미군이 주둔군을 철수

142) 윤덕민 외, “기무라 발언에 대한 한국외무부 대변일 발표문,” 2003, pp. 220. 
143) 여기에서 ‘박대통령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표명한 것은 당시 

일본 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군사 쿠테타 결과 생긴 정권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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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애치슨국무장관이 미국은 남은 대만, 류큐, 일본이라는 
아치형의 방위선에 따라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한
국으로서는 매우 분개했었습니다... 김일성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여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대신이 한국에는 북의 위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의해 북선측에 어떠한 계획을 줄 것 같은 찬스를 주는 것이 아
닌가 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무라 외상: 1969년... 한국조항,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미일 정상 간의 현상인식
입니다.... 새로운 전개를 보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르나 한국의 안전이라
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긴요한 것,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세의 신전개라는 것은... 세계적인 한반도에 있어서의 현상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인
식에 입각하면, 저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또 극동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극히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중략) 한국조
항을 포함한 공동성명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공동성명이라는 것의 성격상의 언급으로, 그 후에 있어서의 현상이 변하
면 인식에도 새로운 전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의 다나카·닉슨 정상회
담 공동성명에 나타나 있듯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 양국이 여하히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자는 성명의 자구가 있습니다.144)

이와 같이 그의 입장 표명은 한 달 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적 기조가 높아지는 지금, 1969년도에 미일간의 공
유된 인식 하 체결한 내용은 현재 시대에서는 시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 기무라 외상이 9월 5일 일본국회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 합법 정부
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은 한일 기본조약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으
로서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일 기본조약 제3조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한반
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저의
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최근에 있었던 “북괴 위협이 없다”는 등 일련의 발언에 뒤이어 이와 같은 발언을 계
속하고 있는 일본 측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145)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거리두기 및 남북한 간의 균형외교 모색

짓된 민주주의 정권이기에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연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
다는 것을 볼 때, ‘거짓된 것 아니냐’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무방하다. 

144) 윤덕민 외, “중의원 외무위원회 질의 중 기무라 외상 발언(1974.9.5.),” 2003, pp. 
222~223. 

145)  윤덕민 외, “한국 외무부 대변인 담화(1974.9.6.),” 2003, p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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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켜본 북한은 기무라 외상의 최근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
힘으로써 한국과의 갈등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진다.146)

결국 다나카 정부의 한국 국내정치 및 미국과의 동일한 입장에 대한 
거리두기 및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 및 한
국조항에 대한 거부 입장은 한미일 관계 내 상대적 방기가 강하게 작동하
게 하였다. 1969년 11월 21일 이후, 한국조항 신설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
존도를 일본에게 전가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제도의 맥락에서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이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의 데탕
트 국면에서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과는 또 다른 약한 동맹상대국으로써 
추가적인 방기 위협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강한 비판 등의 입장 
표명을 하였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본의 실효 있는 입장 변경을 이끄
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4) 미키 다케오(三木 武夫) 총리 시기 (1974년 12월 9일~1976년 12월 24
일)

초강대국 미국의 1975년 월남전 패전은 일본, 한국, 대만 등 강·약 동맹상
대국 모두에게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충격적인 사
건이었다. 이에 따른 방기의 위협 증가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미군 철수 
기조에 대해 미군 주둔을 최대한으로 잡아두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
였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유사 사태에 대비 미일방위
협력지침을 마련하고 연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1975년 4월 미야자와 외
상 방미를 통해 한국 방위에 대한 확실한 공약이행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
였고, 카터 정권의 주한 미군 철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일본의 한국조항에 대한 입장은 월남의 패망 이후 도미노 이론
의 적용으로, ‘월남의 패망으로 이어 한국 그리고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전
선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자구책을 펼친 것이다. 

146) 북한 정준기 부수상은 일본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다나카 내각의 공화국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태도와 비교하여 적대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
다... 기무라 외상의 최근발언은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잘 발언했다고 생각한다.” 
출처:  윤덕민 외, “북한 정준기 부수상의 대 일본기자단 발언 요지(1974.9.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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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전까지 미국이 일본의 역내 동반자로써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일본이 수용하고 이행해 온 한국조항 운영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즉, 
1969년 닉슨-사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조항이 발효되고 난 후, 한국조항 역
시 일본이 미국의 대일본,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
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키 총리의 이런 
노력은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한편, 북일 관계는 경색해 진다. 북일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북한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북한의 무역채무가 해결이 되지 않아 일본 재계의 불
만이 많았고, 일본 정부는 결국 1974년 12월 경공업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입 은행융자를 중지시켰다. 또한 1975년 월남전 패전 직후, 북경을 방
문한 김일성은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
다.”라며 전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일본에게 북한의 무력 통일을 암시하
는 것으로 보였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는 크게 증가하였다.147)  

한일관계는 김대중 사건, 문세광 사건, 기무라 발언 등으로 경색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키 정부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
도 미키 정부의 남북한 모두를 고려한 균형 외교적 면모를 보인다. 이로 인
해 미키 정부의 한일관계는 이전 사토 총리 시기 한국조항의 완전한 회복
까지는 못 미쳤다. 1975년 포드-미키 공동성명은 과거 닉슨-사토의 한국조
항에서 후퇴하여 「신한국조항」에서 ‘한국의 안전은 한반도의 안전이며 한반
도의 안전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 으로 바뀌었다. 즉, 한반도에
서 한국만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
체의 안전을 유념하는 단어 선택으로 남북 간의 균형적인 거리를 유지하겠
다는 미국과의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일본의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다나
카 정부 시절 발전되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깨기 싫었던 미키 정부는 이전 
사토 초기 정부와 같은 정도의 한일관계 회복은 어려웠다. 이런 면에서 「신
한국조항」은 한국의 안전을 고려하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면서도 북한과
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일본의 노력이 반영되었던 것이다.148) 

147) 윤덕민 외, 2003, pp. 237. 
148) 윤덕민 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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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패망과 주한미군철수의 본격화라는 상황은 미국의 아시아 주
둔에 대해 일본이 강한 필요성을 갖게 하였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조항을 
활용하게 만들었다. 1975년 4월 미야자와 외상의 방미를 통해 미국의 아시
아 주변국들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게 한데 이어 미키 총리는 포드 대통령
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조항에 대한 일본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3. (중략) 양자는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유지에 있어 긴요하며,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에 있
어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149) (후략)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에서 이전 사토-닉슨의 한국조항으로의 회복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긴요하게 연
결된다는 입장이었다. 미키-포드 정상회담에 뒤이은 기자회견에서도 미키 
총리는 한국조항의 회복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1969년과
는 차별적인 일본의 자율성이 존재함 또한 표명하였다. 

기자: 사토-닉슨 공동성명의 한국조항은 확인한 것인가?
총리: 재확인이라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눈을 뜨고 한반도를 볼 경우, 한국은 한반도로부터 떨어
져 있지 않다. 이 현실을 본다면, 그 공동성명이 된다.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도 질문
이 나왔지만, 일본과 한국의 지리적 조건을 알고 있는지 반문했다. 부산과 대마도는 30
해리밖에 되지 않는다. 보인다. 그런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솔직하게 한반도를 본다면 공동신문발표의 내용이 된다. (중략)
기자: 공동신문발표 제3항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의 안
전보장상의 제 조치가 갖는 중요성에 유의한다」 고 했는데, 이 조치에는 미일안보조약
을 포함하는가?
총리: 일차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에는 「극동조항」도 
있고,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마면(주일미군의 행동에 관해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답변
에서 말한 대로이다. 안보조약은 이 점에서 관련이 있다.(중략)
기자: 이 부분은 한국조항을 재확인 한 것이 되는 것인가? 
총리: 그렇게 받아들여도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안전이 긴요하다는 점은 변함없기 때문이다.150)    

149) 윤덕민 외, “미키 총리와 포드 대통령에 의한 공동신문발표(1975.8.7.),” 2003, p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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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전 사토-닉슨과 차이가 나는 점은 ‘한국’이라는 표시가 역
시 다나카 정부 때에 이어 ‘한반도’라고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
동성명에서 미국에 의해 수정되어 ‘한국’으로 수정하여 표기는 하게 되나 
일본의 실제 의중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기자: (공동신문발표 중) 한반도와 관련, 「한국」이라는 표현은 당초 일본 측 원안에는 
없었던 것 아닌가? 
미야자와 외상: 확실히 그랬다. 상대편(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한국」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왔다. 이쪽도 그것에는 별로 문제
가 없이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여 넣게 되었다.151)

 이러한 미키 정부의 남북 간의 균형 외교적 입장은 다른 문헌을 통
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8월 7일 포드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발표한 공동신
문에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에 이어, 기자회견에
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표명한
다.  

 (중략) 양자는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의 안전보장상의 제 결정이 갖는 중
요성에 유의하였다. 동시에 양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
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진척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와 관련하여, 양자는 모든 당사자가 현재의 휴전을 지속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중
요성을 인식하기를 희망하였다.152)

기자: 한국문제에 관해서 미일의 장래 어프로치는 다른가? 
총리: 미일 모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시간을 요한
다. 그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미일 간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자: 미일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인가? 
총리: 다르다는 것보다 유효,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략)
기자: 미측은 대북한 정책에서 장기, 단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외상: 역시 미국은 단기다. 우리들은 장래의 일도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뉘앙스의 차
이가 있었다. 

150) 윤덕민 외, “미키 총리의 일본기자회견 중 한반도 관련부분(1975.8.7.),” 2003, pp. 
235. 

151) 윤덕민 외, “미야자와 외상 기자회견 요지(1975.8.7.),” 2003, pp. 236.
152) 윤덕민 외, “미키 총리와 포드 대통령에 의한 공동신문발표(1975.8.7.),” 2003, p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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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미북 회담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가?
외상: 그러한 일은 전혀 없는 듯했다.153)

이와 같이 미키 정부의 「신한국조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적극적
인 공약이행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의 경색한 국면
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일본 지도부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면서도 미
중 데탕트를 시작으로 활발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도가 동
시에 투사되어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합의를 이루나 한반도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 등거리 외교 유지는 합일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은 탄
력적으로 작용한다. 강한 동맹상대국 일본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내의 역
할인 약한 동맹상대국에게 제공하는 안보 수혜 시행과 원만한 북일 관계는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지
만, 이 둘은 제로섬 관계에 있으므로 당시 회복된 「신한국조항」은 기존의 
한국조항만큼 한국에게 상대적 방기 위협 극복 효과를 주지 못했다.   

5) 후쿠다 다케오(福田康夫) 총리 시기 (1976년 12월 24일~1978년 12월 7
일) 

미키 정권에서 기존 한국조항에서 한 단계 후퇴한 「신한국조항」 은 후쿠다 
정권에서 일본의 대북관계 존중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반도조항」으로 수정
된다. 「한반도조항」은 ‘일본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에 있
어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계속하여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했다’라고 표
기하여 이전 신한국조항에 별도로 한국이라는 언급 자체가 사라지고 전체
적인 입장에서 남북의 중간에서 등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154) 

후쿠다 정권은 이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조항에 대한 준수 의지
는 유지한다. 그는 1977년 3월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의

153) 윤덕민 외, 2003, pp. 236.
154) 윤덕민 외, “후쿠다 총리와 카터 대통령 간 일미 공동성명(1977.3.22.),” 2003, p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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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산위원회 총괄질의 중 한국조항에 대해 준수하지만, 신중한 모습을 보
인다.

나라자키 위원: 한국조항은 이번 미일회담에서 어떻게 되는가? 
후쿠다 총리: 그 점은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안전은 반도의 안전에 필요하고 
반도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변함없다. 만나서 토론해 보아야지, 
미리 단정은 할 수 없다.155) 

이러한 그의 태도는 카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반영이 된다. 
1977년 3월 22일 미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국조
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뒤이은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다. 

총리대신과 대통령은, 일본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계속하여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했다. 양자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봄과 동
시에, 남북 간 대화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다. 대통령은, 미국이 의도하는 주
한 미지상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과 또한 일본과도 협의 후에 동 반도의 평
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추진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관한 약속을 계속하여 지킬 것을 확인했다.156) 
(중략) 기자: 공동성명 중에 아시아 정세에 관한 부분은 소위 「한국조항」과는 다른가? 
또,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해인가? 
총리: 한국에 대한 인식은 미키-포드 회담시의 인식과 그리 변한 것은 아니다. 개인저
그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남북의 평화통일을 바라지만, 그것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시
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깨지지 않도록 균형(balance) 유지가 중요하다. 긴
장 중에도 남북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157) 

이와 같이 후쿠다 정권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강한 동맹상대국
으로써 한미와의 강한 연계를 유지해 온 것과는 달리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토-닉슨 공동성명 이전의 일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간 어렵게 구축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155) 윤덕민 외,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총괄질의 중 주한미군문제 부분(1977.3.17.),” 
2003, pp. 240. 

156) 윤덕민 외, “후쿠다 총리와 카터 대통령 간 일미공동성명(1977.8.22.),” 2003, pp. 
243. 

157) 윤덕민 외, “주한미군 철수관련 후쿠다 총리의 일본기자단 회견(1977.3.22.),” 2003, 
p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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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었다. 
후쿠다 정권은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 관련 크게 두 가지 기조를 

보였다. 첫째, 대북관계를 염두 한 남북관계 중간에서의 균형외교이다. 한
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 작동과도 강한 연관이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다나
카-미키 정권에 이어 후쿠다 정권에서도 중시한다. 「한반도조항」 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의 정
치적 교류 또한 개시하여 북한 정치단체의 일본 방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
였다. 이러한 점은 1977년 카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보인다. 

기자: 남북 간의 대화에 관해서 미측이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하여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총리: 미측에는 없다.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미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아닌가.158)

둘째, 한미일 관계에서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1969년 닉슨-사토 오키나와반환협정 이후 한국과 미국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같은 동맹상대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적지 않은 의견 
표명과 개입의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약 7년~8년 정도에 걸친 이러한 
적극성은 후쿠다 정권에 들어서 신냉전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사라진다. 대
표적으로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관
련한 입장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자: 주한미군 철수문제
몬데일 미부통령: 후쿠다 수상과는 극히 일반적인 토론을 했을 뿐이다. 철수의 구체적
인 일정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159) (후략)
나라자키 위원: 미 지상군의 철수로 휴전협정에 입각한 유엔군으로서의 미군은 어떻게 
되는가? 
나카에 외무성 아시아국장: 미군철수의 전망은 아직 서 있지 않다. 추상적으로는 유엔
군은 유엔결의에 의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
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다. 
나라자키 위원: 휴전협정과의 관련은 어떠한가?

158) 윤덕민 외, 2003, pp. 244. 
159) 윤덕민 외, “몬데일 미부통령의 기자회견 중 한국관련 내용(1977.2.1.),” 2003, p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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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외상: 육상부대의 철수가 있더라도 공군 등은 남긴다는 구상인 것 같다. 유엔 
등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 쪽에서 말할 수는 없다. 
나라자키 위원: 미군철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틀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것이 아닌
가? 
하토야마 외상: 당장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단 할 수 없다.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자키 위원: 미군철수로 작전 지휘권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되는가?
미히라 방위청장관: 철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160) (후략)

기자: 미국은 철수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도 협의하기로 되었는가?
총리: 기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문제이고, 어떠한 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일은 
한미 간에 협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가 되면, 높고, 넓은 
입장에서 일본에도 상담한다라는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협의한다. 또한 일본과
도 상담한다’ 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취지의 것이다. 
기자: 금후 협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 한국에의 경제 원조를 요구하지
는 않을까? 
총리: 그러한 일은 예단할 수 없다. 없다고 생각한다.161) 

이와 같이 1969년 오키나와반환협정에 관한 닉슨-사토의 공동성명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용된 강한 동맹상대국의 역
할분담체제에 대해 일본은 각 정권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입장
에서 데탕트라는 시기적 변화를 맞이하여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미일
관계, 한반도 정책 등을 전략적으로 변경 및 유지를 했지만, 이는 약한 동
맹상대국인 한국에게는 의도치 않은 방기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국
조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북일 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속에서 이 둘에 대한 사토, 다
나카, 미키, 후쿠다 정권의 입장은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래의 표는 이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160) 윤덕민 외,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총괄질의 중 주한미군문제 부분(1977.3.17.),” 
2003, pp. 240. 

161) 윤덕민 외, “주한미군 철수 관련 후쿠다 총리의 일본기자단 회견(1977.3.22.),” 2003, 
p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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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2> 일본의 각 행정부 별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의 증감 추세

* 자/역/국: 각각 자립의 단계, 역내 동반자, 국제 수준 동반자

사토 정권의 한국조항에 대한 태도는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달라지
는데 초기에는 오키나와반환협정의 타협점인 한국조항으로 인한 일본의 역
내 안보 관련 역할 증대를 환영한다. 하지만 닉슨 독트린 이후 미중데탕트
에 따라 사토는 한국조항이 북한 및 중국 등과의 진영 간 교류에서 의도치 
않은 갈등에 대한 연루를 야기 할 것이라는 위협에 한국조항에 대한 전면
적인 폐기를 선언한다.

다나카 정권에서는 한국조항에 대한 폐기는 물론 대북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직 후, 다
나카 정권은 1972년 남북한 간의 7·4 공동성명을 명목으로 남북 간의 평화
적인 변화에 맞춰 균형외교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은 급증하였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만을 심각한 수준이
었다.

미키 정권의 경우, 미국의 월남전 패전으로 중심국 미국의 바큇살 구
조 내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에 의구심이 들게 하였다. 이에 미키 
총리는 한미일 간의 공약인 한국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

사토(64-72)
다나카(72-74) 미키(74-76) 후쿠다(76-78) 

초기 후기

미 행정부 LBJ – 닉슨 닉슨 포드 포드-카터

미국의 전략
괌

독트린
데탕트 데탕트 데탕트 데탕트

미일관계에서
일본의 역할

자 역 국 자 역 국 자 역 국 자 역 국 자 역 국
o o o o o

균 형 외 교 ( 남
북) x o o o o

한국의 상대
적 방기 위협 소 대 대 중 중



113

한 공약 이행도를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조항을 지킬 
용의를 보이며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이 감소되는 것을 효과를 냈다. 하
지만 남북 간의 균형외교를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여 상대적 방기 위협이 
크게 감소하지는 못했다. 

후쿠다 정권은 전체적으로 미키 정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
나 또 한 번 국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일본은 한미일 관계에 이전만큼 
개입하기를 거부한 채 거리두기 전략으로 회귀하였다. 이는 한국에게 상대
적 방기 위협의 지속으로 다가왔다. 

이와 같이 한국조항은 한국의 안보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항
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약한 동맹상대국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동
맹관계에서 발생하는 방기 위협, 초강대국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일
방적 방기 되는 위험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강한 동맹상대국에 대한 역할분
담체제와 일본의 수용 정도에 따른 방기 위협까지 함께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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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한국의 방기 위협의 정치적 매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기, 발전기, 변
환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 삼국간의 안보협력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한
국의 방기의 위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
존 한미동맹의 비대칭 양자관계에 기인한 약소국의 방기 위협의 요인 분석
이 아닌 한미일 관계와 같은 삼국관계에서 미국 혹은 일본 등과 같은 초강
대국 및 강대국과는 별개로 약소국인 한국이 갖게 되는 추가적인 방기 위
협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 양자관계와는 별개로 갖는 한미일 삼자관계에
서 비롯된 상대적 방기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일동맹관계가 호전되
거나 경색해짐에 따라 한국의 방기 위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권력게임(powerplay)로 운영된 바큇살 구
조(hub-and-spoke)에 존재하는 구조적 위계성에 집중하였다. 국제정치의 
형식적 무정부성보다는 실질적 위계성이 강하게 투사되는 동아시아 국제정
치의 특성에 기인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 내에도 존재하는 한국, 미국, 일
본 간의 구조적 위계성과 그를 기반으로 한 각자에게 기대하는 역할분담체
제의 변형과 발전을 과정 추적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중심
의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미국이 동맹상대국들에 기
대하는 역할분담체제의 단계별 발전되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기는 1950년대부터 1965년 한일국교정상
화를 수립했을 때까지를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한
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최초로 수립된다. 1950년대 갈등의 연속을 이어오던 
한국과 일본의 협상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당시 변화된 국제사회 
변화 및 자국의 위상 변화 등을 고려, 두 동맹상대국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구체적으로 기대되자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1963년부터 본격적이었던 미국의 참여는 1965년 한일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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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로 이어졌고, 이는 당시 국제주의 지속으로 국내외적인 부담을 지던 
미국의 동맹관계 공약이행을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에게 부담분담을 가능
하게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일본이 자립의 단
계에서 벗어나 미국의 역내의 동반자로 지위 상승을 의미했다. 이로써 미국
의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은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한미일 안보협력체
제의 일본의 구체적 역할 상승에 의한 상대적인 방기의 위협을 갖게 되는 
변화였다. 자립의 단계를 벗어나 역내의 동반자로 역할분담체제가 상승한 
일본은 아직 자립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전략
적 기대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방기 위협을 받게 된 변화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기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긴밀
해진 한미일 삼국이 1968년 한반도위기 사태와 1969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을 겪으며 긴밀해진 시기를 가리킨다. 한국군 베트남 파병으로 군사적 공백 
상태를 틈타 북한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군자산을 공
격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많은 지출로 또 다른 열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갖은 미국은 한국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수준의 대응으로 일
련의 사건들을 마무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이 이례적으로 미국에게 한국
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한미 간의 안보 문제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러한 일본의 태도는 1969년 닉슨 대통령과 사토 수상 간의 오키나와반환협
정 조정과정에도 유지되어 한국의 방기 위협에 대한 심각한 안보적 위기의
식을 적극 수용 미일 간의 한국조항 합의를 통해 양국 간의 오키나와 잠재
주권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 및 안보 지원국으로서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당부분 전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일본은 주어진 역할분담체제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한국 
또한 환영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전보다 각자의 역할분담체제에 대
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합의 및 제도화 되면서 그간 꾸준히 발전해 온 삼국
관계가 한국조항을 제도적 근간으로 하여 발전된 시기로 보았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변환기를 통해 1972년부터 본격화 된 미중데
탕트를 맞아 미국의 위협인식변화 및 대전략 변화가 미국 당사국에게만 영
향을 주는 것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상당 부분 변화를 주었고, 결
국 약소국 한국의 방기 위협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자하였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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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불개입 딜레마에 대해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은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써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지하고자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의 의
사와는 관계없이 적대게임 상대국인 중국과 독자적인 연계를 이행한다. 이
에 일본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및 중국 등과 교류를 하는 한편 자구
적 노력도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안보 대안을 구
상하고 이행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전 한미일 간 제도적 합의였
던 한국조항이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 및 국제정치의 커다란 전환을 맞아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된다. 한국조항 합의 당시였던 사토 수상 초
기와는 달리 데탕트를 겪은 후기에 들어 사토 정권은 한국조항이 북한 및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한국조항 전면 폐기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은 다나카 정권은 한국조항 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정책적 기조도 크게 변화한다. 남북 7·4 공동성명을 명분
으로 당시 악화된 남북관계를 경시한 채 남북 간의 균형외교를 일본의 공
식적 입장으로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은 급증하였다. 미
키 정권의 경우, 이전 두 정권과는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내 한국조항
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베트남전에서 패한 초강대국 미국에 대해 
한국조항에 대한 공약이행을 활용하여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를 촉구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은 다소 감소하였다. 후쿠
다 정권 역시 미키 정권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지만 주목할 점은 한미일 안
보협력체제 자체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입장 표명을 거듭 밝히면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의 일본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후쿠다 
정권 당시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의 지속적인 유지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결과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기, 발전기, 변환기를 따라 한일국교정상
화, 오키나와반환협정 및 한국조항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 관계의 변화 및 
관계의 제도적 근간의 시작 및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각 시기별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협의 과정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역할
분담체제의 증가되는 중요도와 그에 따른 일본의 수용 및 이행에 따라 안
보협력체제 내에서 한국의 방기의 위협이 어떠한 등락을 거듭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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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오키나와반환협정 및 한국조항 합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는 유례없던 구체적인 역할분담체제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협의하였고 
관계가 더욱 발전될수록 더욱 구체화되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구조적 위
계성은 한국이 삼국관계에서 상대적 방기 위협을 더욱 갖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전까지 한미동맹 내 한국의 방기의 위협에 
대해 미일동맹과는 별개로 양자 간 비대칭 동맹의 특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연구에 새로운 접근을 해 본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일국교정상화, 오키나와 반환협정과 한국조항 협정과정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과정을 살핌으로써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국, 미국, 일본의 관계가 경제 및 안보가 보통 인식 이상으로 높은 정도의 
연계를 맺고 있음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갖는 안보적인 의존성은 
‘한국조항’으로 성문화 된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을 경우 미국
에게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 행위자로도 한국의 입장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에 대한 전략적인 유인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한국이 한미일 관계 속에서 
일본에 대해 기존에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현재와 같은 한일 간의 불화는 한국에게 더욱 큰 전략
적 손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보다 한일관계 개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더욱 강한 동기가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본 논문이 하고자 
하는 역할 중의 하나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함의가 있을 수 있다.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동아시아 등 지구적으로 가장 관심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2012
년 미국과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신형대국관계로 규정한 시진핑 국가 주
석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깊은 상호의존성은 유지하며 이익을 
취하고, 안보적으로는 급속한 자구노력을 통한 내재적인 균형을 취하는 양
자노선(two-track)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중반 미국이 구상하고 
이행한 연속적 양자관계의 연속의 역사를 따르는 경향으로 보여 진다. 동아
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자국의 부상으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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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되는 타국가와의 비대칭성을 살려 그들과의 관계 속의 잉여통제력에 
자국의 국력을 투사하며 나름의 관리구조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에서 주목하는 미국의 20세기 중반부터 현재
까지 형성, 발전, 지속되어온 바큇살 구조를 중심으로 한 동맹상대국들 간
의 구조적 위계성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게 중국의 향후 국가 발전 전략 분
석에 대한 관점 및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는 맺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강한 안보적 연계
와 중국과의 강한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써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구축되어 가는 중국판 바큇살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경험
적 연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본 논문을 기점으로 향후 진행 되어야 할 연구는 적지 않다. 
공유된 적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한국
의 방기의 위협 발생, 증대, 지속의 동학은 복잡 다양한데에 비해 현재 그 
연구는 아주 미비하다. 특히,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안보-자율성 동학에 기인한 비대칭성, 역사적 적대감 등을 독립변수로 상정
하여 종속변수인 관계 발전과 저하를 가늠하는 연구의 일변도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해왔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 및 한미일 관계 등의 특수성 
부분을 분석에 적용하지 못한 연구들로 안보적 기능의 협력 관계를 다른 
차원과 통합하여 분석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이 한미일 관계 속에서 
미국의 대일정책의 변화 및 미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이 갖게 되는 방
기의 위협을 안보적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살핌으로써 한미일 관계의 구조
적 연원에 대해 살피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중첩된 양자관계들의 길흉에 따라 삼국관계의 연루-방기 
동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한미일 삼국관계에서 미국이 권력게임을 통해 강한 개입정책을 구
사하여 한국 및 일본 각국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갈 경우, 한미일 삼
국관계 내 연루-방기 동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는 연구가 보다 더 
진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바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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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강한 동맹상대국과 약한 동맹상대국 간의 관계가 미국 중심의 어
떠한 동학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 등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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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structural factors influencing the 
fluctuation of South Korea’s abandonment threat from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Moreover, South 
Korea also faces the abandonment threat from the changes in 
the U.S. and other alliance partner such as Japan. Focusing on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dditional abandonment threat South Korea has 
been experienced from other United States’ allianc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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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lore such underlying factors, this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structural hierarchy resulted from the different 
roles that United States have allotted to each and one of alliance 
partners in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has planned a certain role for each of alliance 
partners in order to maintain its offshore balancer position based 
on the asymmetric relationship with its partners. This research 
attempted to trace the different roles for each of the United 
States’ alliance partner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and 
examined the structural hierarchy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strategic importance that U.S. has to each other and how it 
causes a relative abandonment among the alliance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The roles allotted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more specified along with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as the hierarchy 
inside of the East Asia hub-and-spoke security system has been 
specified.

Founding stage of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1950-1965) is a stage when South Korea and Japan 
has started to form their relations as the United States intervened. 
During the most of the early period, South Korea and Japan could 
not reach to effective improvement on their relationship and 
rather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generates conflict between each 
other.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change 
in 1960s, the United States tried to make use of the relationship 
with its alliance partners in order to maintain its intervening 
policy on East Asia such as by using their resources etc. In this 
context, institutional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came 
necessary, and the United States’ active intervention, which 
actually started from 1963 between these two, resu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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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ation of South Korea and Japan’s relationship. Making use 
of these new generated ties, the United States partially shifted its 
responsibility of offshore balancer to Japan, strong alliance 
partner, so the United States could maintain its intervening policy 
while reducing the cost. As a result, Japan’s role as an alliance 
partner has upgraded from ‘self relying stage’ to ‘regional level 
partner’ and also to ‘international level partner.’ Hence, the role 
amo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partners differentiated as the 
structural hierarchy was founded that generates relative 
abandonment threat to weak alliance partners such as South 
Korea.

Developing stage of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in 1968 and 1969 is when three nations activ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more than before. During the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was involved 
unprecedentedly on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how to deal with military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Japan as another alliance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empathized South Koreas abandonment threat and 
supported South Korea’s position of requesting more active 
counterattack to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whil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negotiating over Okinawa Reversion Agreement 
(1969-1971), it was hard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over 
many difficult issues such as residual sovereignty, prio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and so on. One of the 
agreements was settling with Korea Clause, which considered 
South Korea’s abandonment threat and showed South Korea as a 
commitment for them to act as an alliance partner. From then, 
Japan’s role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specified even 
partially covering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the tr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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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relationship, and consequently South Korea’s 
abandonment threat has increased.

Changing stage of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is when South Korea’s abandonment threat fluctuated 
as the amicable relationship among three changed. For South 
Korea and Japan who mostly relied on the alliance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faced with increasing threat of abandonment as 
the United States’ threat perception changed and Sino-American 
Détente occurred. Faced with abandonment threat, Japan started 
to approach North Korea and China while acting independently 
with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As a result, 
Korea Clause lost its actual effectiveness in the context that it 
may irritate Japan’s improve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China. In this respect, Japan’s role of providing security support 
to South Korea by following the commitment of Korea Clause was 
not implemented properly. It shows that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has developed and Japan’s strategic 
decision started to effect South Korea’s security despite the fact 
that they do not have alliance pact such as the one with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e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has been developed while specifying each others role 
by cooperating over main issue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Normalization, Okinawa Reversion Agreement and Korea Clause 
and so on. As the role of each other became specified as the 
relationship developed, the structural hierarchy among alliance 
partners of the East Asia hub and spoke security system also has 
been specified. The structural hierarchy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strategic importance that U.S. has to each other is one of 
the attribute of hub and spoke structure that can caus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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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 weak alliance partner positioned at lower class spoke 
group of the hub and spoke security system, a relative 
abandonment threat. Therefore, the diversity of th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the each of alliance partners can cause a relative 
abandonment threat when each partner gets the impression that 
others are being treated more important in the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by the United States.

Keywords: ROK-U.S. alliance, U.S.-Japan alliance, 
U.S.-Japan-R.O.K. trilateral relationship, hub-and-spoke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structural hierarchy, United States allotted 
roles, entrapment and abandonment, relative abandonment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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