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PIN 677호 발령의 배경과 

그 과정:
행정권 분리의 정치적 의미와 독도 문제에 대한 함의*

장박진｜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전후 연합국이 독도를 직접 명시하고 관련 대응을 일본 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한 첫 번째 지령인 

SCAPIN 677호에 대해서는 영토의 최종 처분을 규정한 포츠담선언 제8항에 의거한 조치로 보는 

담론이나 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처리와 관련된 중간 조치로 보는 담론들이 있다. 그러나 

최종 조치로 보는 담론은 영토의 최종 처리가 아님을 명시한 677호의 명문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

다. ‘중간’ 조치로 보는 시각 또한 677호에 명시된 지역에 관해 연합국이 그 지역들을 향후 영토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677호를 영토 처분과 

무관한 행정권의 잠정 분리에 관한 지령으로 보는 담론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677호의 최종 조문

을 해석했을 뿐, 677호가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도출된 것인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677호를 수용한 일본 측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선거 실시 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도 나

왔으나, 이 역시 677호를 발령한 미국 정부나 점령 당국의 움직임을 규명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SCAP이 왜 일부 지역에 대해 일부러 행정권을 분리했는지, 왜 그 지역은 향후의 영토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도서들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될 것이 결정되었었던 

지역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왜 그 지령은 1946년 1월 말쯤에 나왔는지 등을 풀어보고, 

독도 문제에 관한 677호의 함의를 둘러싼 국내 담론들의 ‘혼미’를 해소하고자 한다.

주제어: SCAPIN 677, 독도, 영토, 행정권 분리, 총선거

* 이 글은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2016년 연구과제에 따른 연
구비 지원을 받아 집필한 것이다.

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2017 봄 pp. 27-68                                  



28   장 박진

I. 문제제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전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합국이 독도를 직접 명시하고 관련 대응을 일본 정부에게 공

식으로 요구한 첫 번째 지령이 1946년 1월 29일에 나온 SCAPIN 677호(이

하 677호로 약기)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으로부터 어떤 외곽 지역을 

통치적 · 행정적으로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하기 위한 것으로 내려진 677호는 기

타 지역들과 함께 독도로부터 일본 정부의 통치 · 행정권(이하 행정권으로 약

기)을 분리했다.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SCAPIN은 전후 연합국군최고사

령관(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이하 SCAP으로 약기)인 맥아

더(Douglas MacArthur) 총사령부가 점령 정책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실시

해야 할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하달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령이었다. SCAPIN

의 이런 성격에 따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내 담론들은 

지금까지 677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에 관

심을 가진 국내 담론들은 677호가 도출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

석도 없이 677호가 과연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했다고 볼 수 있는가

를 주로 논의해 왔다. 

먼저 677호를 영토의 최종 처분권을 규정한 포츠담선언 제8항에 의거한 

영토 영유권의 분리 조치를 실제 실행으로 옮긴 것으로 보는 담론이 있다(예

컨대 나홍주, 2009). 그러나 강조할 필요도 없이 독도를 일본 정부의 행정권

으로부터 분리한 677호 자체는 아울러 “이 지령의 어느 조항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제(諸)소도의 최종적(ultimate)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정책의 지표로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일부러 명시했다. 따라서 677호로 

인해 독도에 대한 영토 영유권이 ‘최종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문에 명시된 명문(明文)에 명백히 어긋나는 주장임은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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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CAP 자신이 그것이 ‘최종’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듯이, 677호를 장

래의 영토 분리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 역시 생길 수 있다. 실제 예컨

대 김태기(2010)는 SCAP에 주어진 역할이나 지위 등을 기본적인 근거로 

677호를 평화조약에 앞서 연합국이 영토 처리와 관련해 취한 ‘중간 조치’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런 시각 역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남긴다. 즉, 만약 

677호가 장래의 영토 처분과 관련된 방침을 드러낸 ‘중간 조치’였다면 677호

는 왜 이즈(伊豆) 제도와 같이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영락없는 일본 고

유의 도서들까지 그 행정권 분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또한 거꾸로 677호는 

왜 한반도나 타이완과 같이 카이로선언 이후 이미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까지 아울러 행정권 분리 대상으로 지정했는지, 

무엇보다 왜 677호는 비록 잠정적인 것이었다고 한들, 그것을 영토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일부러 행정권의 분리 조치로서 발

령했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는다. 또한 그것이 영토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677호는 예컨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왜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한반도(Korea)’를 일부러 구별해 각각 제3항, 제4항에서 나누어 규정했는지

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그것을 ‘최종적인 조치’로 보든, ‘중간 조치’로 보든 677호를 영

토 처리와 관련된 지령으로 보는 담론들은 677호 발령 당시까지 영토 처리

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연합국 정부나 점령 당국 사이에서 677호의 지정 내

용에 부합하는 영토 처리 구상이 이미 존재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근거는 일절 제시되지

도 않았다.1 무엇보다 본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677호를 발령한 SCAP 자

신이 포츠담선언 제8항이 제시한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와 관련해 그 영토 

처리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늘 염두에 두면서 677호를 기초함에 

즈음해서는 그와 무관한 점을 밝힐 필요성을 오히려 본국 정부에 계속 건의

 1. 이는 단지 선행 연구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저자가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한, 영토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평화조약을 주도한 미국이 그에 대
한 준비를 개시한 것은 1946년 8월쯤부터이다. 이에 관해서는 장박진(2014: 209)에
서 논했다. 즉, 677호가 기초된 1946년 초까지 미국 정부 자신이 영토 처리에 관한 
준비를 이미 개시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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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된 담론 속에는 677호가 단지 행정권의 분리를 지시한 

것임을 강조한 것도 존재한다. 예컨대 김명기(2012)는 677호의 제목이나 조

문의 표현들을 국제적 교전점령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그것이 단지 행정

권(imperium)의 분리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며 영토(dominium) 처리의 문제

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물론 이 해석은 677호의 이해로서 옳

다. 그러나 이런 담론은 행정권의 분리가 왜 일부러 명시되어야 했는지, 또 

그 지령이 왜 1946년 1월 말 즈음에 나왔는지 등, 그것을 심층적으로 추구하

면 보다 명확해지는 677호 발령의 배경이나 그 의미를 밝히지 않았다. 실제 

후술하듯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은 국가의 통치 권한이 SCAP에 종속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행정권이 적어도 ‘제한’되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SCAP은 왜 1946년 1월 말 즈음에 

다시 일부 지역만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을 분리했는가? 

677호의 최종조문만 분석하고 그것을 단지 행정권 분리 지령으로만 논하는 

담론 역시 677호 도출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그 의미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표된 정영미(2016)의 연구는 677호가 일본에서 어떻

게 수용되었는가를 주로 다루면서 선행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중의원 선거와

의 관계 등 677호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했다. 그러나 이 역시 677호를 그것

을 발령한 미국 정부나 점령 당국의 시각에서 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하 제기하는 것과 같은 677호 관련의 의문들을 규명한 것은 아니다. 

즉, 이 글은 지금까지 국내 담론들이 밝히지 않았던 이하 숙제들을 풀어보

고자 한다. SCAP이 왜 일부 지역에 대해 일부러 행정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왜 그 지역은 향후의 영토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도서들뿐

만 아니라 이미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한반도와 같

은 지역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왜 그 지령은 1946년 1월 말쯤에 

나왔는지 등을 밝힘과 더불어, 677호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그려냄

으로써 독도 문제에 관한 677호의 함의를 둘러싼 국내 담론들의 ‘혼미’를 해

소하고자 한다. 

주지의 지령이나 읽기의 편의상 전 8항으로 구성된 677호 조항을 여기서 



 SCAPIN 677호 발령의 배경과 그 과정   31

다시 제시해둔다.

l.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ver persons within such areas. (일본 제국 정부는 일

본 국외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혹은 그 지역 내의 공무원 및 그 고용자 기

타의 자들에 대하여 정치적 혹은 행정적인 권한의 행사 혹은 그것을 행사

하려는 것을 중지하도록 지령된다.) 

2. Exce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이 사령부에 의해 허가된 것을 제

외하고 일본 제국 정부는 일본국외에 소재하는 공무원 및 그 고용자 혹은 

기타의 자들과 허가된 해운, 통신, 기상서비스 등의 일상적인 활동 이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l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l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l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네 가지 주된 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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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및 북위 30도선 이북의 오키나와(남세이) 제도(구치노 섬을 제외

함)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 인접 제소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만, (a) 울릉도, 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오키나와(남세이) 

제도(구치노 섬을 포함), 이즈, 남포, 오가사와라, 이오 군도, 및 다이토 군

도, 오키노토리 섬, 미나미토리 섬, 나카노토리 섬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태평양의 외곽도서들, (c) 지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스이쇼, 유리, 아키

유리, 시보쓰, 다라쿠 섬들을 포함), 시코탄 섬은 제외한다.)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 

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더욱 일본 제국 정부의 정치적 ․ 행정적 관할권에서 특히 제외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a) 1914년의 세계대전 개시 이래 일본이 위임통치 기타의 

방법으로 약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제도, (b) 만주, 타이완, 펑후 열

도, (c) 한반도 및, (d) 가라후토.)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이 지령에 포함되는 일본의 정의는 특히 다른 

명시가 없는 한, 장래 이 사령부에서 나올 모든 지령, 각서 및 명령들에 적

용된다.)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이 지령의 어느 조

항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제소도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정책의 지표로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7.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oi Japan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of the agencies concerned. (일본 제

국 정부는 이 지령에서 일본으로 정의된 이외의 영역에 관계하는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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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일본 내 모든 정부 기관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사령부에 제출한다. 

그 보고서에는 각 당해 기관 당국의 직무, 조직 및 직원의 진술을 포함한

다.)

8. A11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상기 

제7항에서 언급된 기관의 모든 기록은 이 사령부에 의한 검열을 위해 보존

되고 이용된다.) 

II. 677호의 구성, 내용과 그 함의

지금껏 국내 담론들은 677호에서 독도가 명기된 것에 관해서는 지대한 관

심을 보여왔으나 독도와 함께 같이 행정권에서 분리된 다른 지역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관해서는 그다지 섬세한 분석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SCAP은 

독도에 대한 관심 때문에 677호를 발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발령의 구

체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677호가 행정권 분리 지역과 관련해 

갖추고 있는 구성이나 표기 내용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같은 고찰에

서 추출할 수 있는 677호의 함의부터 다시금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

시하다시피 677호는 행정권을 분리하는 해당 지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나

누어 명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즉 677호는 행정권을 같이 분리하는 지역과 

관련해 일부러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을 구별해서 지정한 것이다.

두 가지 범주 중 제3항은 해당 지역을 나열하기에 앞서 일본의 행정권 행

사가 계속 가능한 일본의 범위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그 범위로서 제3항이 

명시한 해당 지역은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

개가량의 인접 제소도, 기타 구치노 섬(口之島)을 제외한 북위 30도 이북의 

남세이(南西) 제도 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포츠담선언은 전후 연합국이 일

본의 영토 범위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한 제8항에서 전후 일본 

영토의 범위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이외에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

(minor islands)’로 할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677호 제3항은 비록 영토 결정 



34   장 박진

문제가 아니라 행정권 분리 수준의 지령으로서 발령된 것이었으나 포츠담선

언이 명시한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라는 주된 네 가지 지역들 이외에 

포츠담선언이 애매하게 규정한 ‘제소도’를 일부 구체화시킨 측면을 가졌다. 

즉, 포츠담선언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던 쓰시마 및 현재 가고시마, 오키

나와 현으로 구성된 남세이 제도와 관련해 북위 30도선을 경계선으로 그 이

북 지역에 소재하는 도서들은 일본이 계속 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물론 677호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약 ‘1,000개가

량의 인접 제소도’로 규정하는 등 여전히 애매함도 남겼다. 그러나 677호 도

출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1,000개’라는 숫자가 

직접 명시된 점 등은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즉, 이들 표현은 677호가 후술

하는 ‘기본지령’에서 이미 공식화된 미국 정부의 지령을 그대로 답습한 것임

을 드러낸 하나의 흔적이다.

제3항은 일본이 그대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거꾸로 분리하는 지역을 명시했다. 이들 분리 지역과 관련해 제3항은 한반도 

관련인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세부항목 (a)항으로,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

의 남세이 제도나 오키나와에 속하는 다이토(大東) 제도, 그리고 행정적으로

는 도쿄에 속하는 이오(硫黄) 섬 등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를 (b)항으로 

분류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혼슈 등 일본을 구성하는 주된 지역으로부터 볼 

때 꽤 외곽에 위치하는 도서들이었다. 그러나 677호 발령의 배경을 규명하는 

과제와 관련해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그 677호 (b)항에 이즈 제도가 아울러 

명기된 점이다.2 이즈 제도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북위 30도 이남의 남세

이, 다이토,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등과는 달리, 비록 섬이라 할지라도 혼

슈를 구성하는 이즈반도 남단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사실상 혼슈에 붙어 있는 

이즈오시마 섬(伊豆大島)을 비롯해 비교적 혼슈에 인접한 일본의 고유 영토

 2. 677호 (b)항에는 기타 ‘Nanpo’라는 지명도 표기되었다. 그러나 한자로 ‘南方’으로 표
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 ‘Nanpo’는 기타 일본의 행정 영역을 실제로 가리키는 정
식 호칭이 아니며 간혹 사용되는 관습적인 개념이다. 즉, 그것은 통상 혼슈를 기준으
로 그보다 남쪽, 즉 이즈 제도 남부의 도서들이나 오가사와라 제도를 호칭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즈’나 ‘오가사와라’라는 지명을 이미 명시한 677호가 왜 사실상 중복
이 되는 ‘Nanpo’를 따로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아무튼 677호 도출의 정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제와 관련해 유의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SCAPIN 677호 발령의 배경과 그 과정   35

였다. 그럼에도 677호는 기타 외곽 도서들과 같이 이 이즈 제도에 대한 행정

권 역시 분리했다. 후술하듯이 결국 이즈 제도는 그 발령 후 두 달도 채 되

지 않는 사이에 분리 지역에서 해제되고 일본의 행정권 행사가 그대로 가능

한 지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실은 이런 ‘혼란’은 제IV장에서 자세히 논하듯이 

677호가 전후 처음으로 치러지게 된 중의원 선거 실시 지역 문제와 직접 얽

혀서 도출되었다는 점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이어 제3항은 일본의 북쪽 

지역과 관련해 지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歯舞) 군도, 시코탄(色丹)을 (c)

항으로 담았다. 이 역시 이하 제III, IV장에서 논하듯이 677호가 전후 일본의 

점령 구조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령되었음을 헤아리게 하는 중요한 하나

의 근거가 된다. 

677호는 제3항에 이어 일부러 항을 바꾸고 일본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하

는 지역을 또 하나의 범주로서 제4항에 규정했다. 두 번째 범주로서 구성된 

그 제4항은 분리하는 지역을 (a) 1914년의 세계대전 개시 이래 일본이 위임

통치 기타의 방법으로 약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제도, (b) 만주, 타이

완, 펑후(澎湖) 열도, (c) 한반도, (d) 가라후토로 명시했다. 이 구성 지역으

로 볼 때 제4항이 카이로선언이나 얄타합의에 따라 일본의 영토에서 정식으

로 제외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구성된 것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은 일본의 영토 질서를 변경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연합국이 전후에 일본의 영토 범위를 재결정하는 권한을 가지

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 그 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와 관련해 태평양 도서

들의 박탈(stripped), 만주나 타이완, 펑후 같은 중국 관련 영토의 반환

(restored), 폭력이나 탐욕으로 약탈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추방

(expelled), 그리고 한반도 독립(independent)을 공약했다. 가라후토를 빼고 

제4항이 카이로선언이 천명한 이들 지역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그 표기의 유

사성으로 봐도 틀림없다.

물론 제4항은 카이로선언에서 그 해당 지역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닌 일본이 추방될 폭력이나 탐욕으로 약탈한 기타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권 분리 지역으로 차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4항이 마지막으로 제

시한 가라후토, 즉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은 사실상 그런 약탈 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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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이로선언 규정 등을 염두에 두면서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이루어

진 미소 합의를 반영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원래 사할린은 1875년 당시 러

시아제국과 일본 간에 지시마 열도와의 교환조약으로 모두 러시아 영토가 되

었다. 즉, 사할린은 당시 러일 간에서 평화적으로 그 귀속이 결정된 지역이었

다. 그러나 그 후 일어난 러일전쟁의 결과 남사할린은 일본 영토로 할양되었

다. 따라서 그 지역은 일본이 전쟁이라는 ‘폭력이나 탐욕으로 약탈’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니만큼 남사할린은 카이로선언에 따라 거기서 추방됨이 마땅한 

지역이었다. 바로 그런 성격이 얄타회담에서 전후 소련으로 ‘반환(return)’하

게 하는 지역으로 합의된 배경이 된 것이다. 아직 소련이 대일 참전국도 아

닌 카이로선언 시점에서는 비록 직접 선포된 것은 아니었으나 남사할린이 한

반도 등과 같이 이미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될 지역을 모은 제4항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결과였음은 틀림없다. 실제 얄타회담에서

는 남사할린의 ‘반환’과 더불어 지시마 열도의 ‘인도(hand over)’도 아울러 

합의되었다.3 그러나 지시마 열도는 제4항이 아닌 제3항에서 규정되었다. 조

약을 통해 사할린과의 교환으로 평화적으로 일본 영토가 된 지시마 열도는 

같이 소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한들 그 정치적인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바로 ‘반환’과 ‘인도’라는 표현의 차이는 그런 성격 차이를 이미 비춰

냈었다. 비록 얄타에서는 소련의 대일 참전을 유도하는 대가로서 일단 ‘인도’

라는 형식으로 소련으로 귀속될 것이 약속되었으나 그 지시마 열도에 속하는 

도서들의 범위 문제도 작용해 지시마 열도는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3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실제 그 후 지시마의 ‘인도’ 문제

는 애초 그 ‘인도’의 타당성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특

히 전후 동서냉전의 격화가 겹침으로써 결국 오늘 날까지 북방 4도의 귀속 

문제로서 남게 되었다.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항을 바꾸고 기술하는 이런 677호의 특징

 3. 소련의 대일 참전과 관련해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간에 합의된 내용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greement Regarding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Washington: GPO, 1955), p. 98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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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련 관련의 도서들만도 아니었다. 실제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677호는 제

4항에서 ‘한반도’라고 명시했으나 그에 앞서 한반도 관련의 도서인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이미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이 결정된 지역을 명시한 제

4항이 아닌 제3항에 규정되었다. 그 이유 역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전후 

한반도 독립을 공약한 카이로선언은 그 대상 지역을 단지 ‘한반도’로만 선포

했을 뿐, 그에 속하는 도서들까지 다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카이로

선언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 한반도와 같이 일본의 영토에서 반드시 제

외될 것을 즉시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4 677호 제3항과 제4항은 이렇게 아직 

일본의 영토에서 정식으로 제외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던 지역과 카이로선언 

이후 이미 제외할 것 자체는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을 구별한 것이다. 

677호가 일본의 행정권에서 같이 분리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영토 처

리 방침의 유무에 따라 제3항과 제4항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은 그 표현의 

유사성으로 볼 때 포츠담선언 제8항의 규정 방식을 직접 답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 포츠담선언 제8항은 전후 영토 처리의 원칙과 관련해 

먼저 카이로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다음에 상술했듯이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로 할 것을 천명했었다. 

677호의 구성 및 그 내용은 이 포츠담선언 제8항의 조문 내용에 바로 부합

하고 있다. 즉 비록 그 직접적인 순서는 반대가 되었으나 제4항은 포츠담선

언 제8항의 전반부, 즉 카이로선언 이행 부분에 부합하고 있다. 물론 카이로

선언 자체는 남사할린의 처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술했듯이 얄타합

의를 통해 소련에 반환하게 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한편 제3항은 후반부, 즉 연합국이 아직 그 영토 처분을 결정하지 않았던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 가운데 그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로 남길 것을 당연시

할 수 없는 지역들을 모은 것이다. 실제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도서

 4. 이러한 점은 독도와 달리 평화조약에서 한반도에 귀속될 것이 직접 명시된 제주도조
차 평화조약 기초 막판까지 일본에 남길 가능성이 논의되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 영국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6월 한반도 공산화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주도
를 일본에 그대로 남길 것을 타진하기도 했다. “Summary record of a meeting with 
Mr. Dulles at the Foreign Office, at 10.30 a.m, 5th June, 1951”, FJ1022/518.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941~1945, YD-127, 1951, Reel No. 
5(일본국회도서관 소장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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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4항에 명시된 주된 지역들과 비교해도 기본적으로 ‘작은 섬’들이다. 

무엇보다 SCAP은 후술하듯이 677호 기초로 이어질 검토 과정에서 행정권 

분리 문제와 겹친 선거 실시 허가 지역을 결정하는 데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들’인가 하는 조건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3항과 제4항이 카이로선언이나, 얄타합의, 그리고 직접적으로

는 포츠담선언 제8항의 조문 내용에 맞춰 꾸며졌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677

호가 전후 영토 처리의 원칙을 의식하면서 도출된 것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이 점은 SCAP이 677호 제6항에서 동 지령이 포츠담선언 제8항에 있는 제

소도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정책과 무관함을 강조한 까닭에 여실히 

드러났다. 즉 SCAP 자신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일부러 강조한 것은 행

정권 분리 조치가 그 성격상 영토 처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도 아님을 시인하기에 필요한 추가 보완이었다. 그러나 행정권 분리와 영토 

분리 조치가 연관되기 쉽다는 일반적인 성격은 677호가 ‘최종’이 아닌 것은 

물론, 그 발령 당시의 연합국 측 영토 처리 방침을 드러낸 근거가 꼭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그렇게 평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

긴다. 보았다시피 677호 제3항은 포츠담선언 제8항이 천명한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와 관련된 지역이었다. 즉 그들 지역은 아직 영토 처리의 방침이 결정

된 바가 없는 도서들이었다. 따라서 그 지역들에 대한 행정권을 분리한 조치

는 포츠담선언 제8항이 말한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의 첫 번째 ‘포석’으로 볼 

여지는 있다. 향후 그들 제소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정식으로 제외하기 위해

서도 먼저 그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행정권을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정책적 합리성을 가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677호는 일본의 영토에서 정식으로 제외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

었던 지역까지 아울러 제4항에 명시하고 그들에 대한 행정권 역시 분리했다. 

다시 말해 677호는 그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인가에 관한 결

정의 존재 여하와 상관없이 일괄 행정권을 분리한 셈이다. 이는 적어도 제4

항에 명시된 지역에 관해서는 모순된 측면을 가졌다. 영토에서 제외, 즉 행정

권뿐만 아니라 영토의 소유 · 처분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주권을 차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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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했었던 지역에 대해 일부러 행정권의 분리를 명령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

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677호를 단순히 전후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초

기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그럼 SCAP은 왜 그 

영토 처리가 결정되지 않았던 제소도와 함께 이미 일본의 영토에서 정식으로 

제외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까지 그 행정권을 분리했는가?

III. 종전의 구조와 행정권 분리의 필요성

1. 677호 발령을 유도한 직접적인 지시

SCAP이 일본의 영토에서 이미 제외할 것으로 결정했었던 한반도 등에 대

해서까지 그 행정권을 분리한 것은 그 문안의 유사성이나 지시 내용으로 보

아 통합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이하 참모본부)의 지령에 따른 조치

였음은 확실하다. 참모본부는 전후 미국 정부의 점령 방침이나 정책들을 

SCAP에게 직접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참모본부는 1945년 11월 3일 

JCS1380/5 “항복 후 일본 본토에서의 군사정부에 대한 기보지령”(이하 ‘기본

지령’으로 약기)을 SCAP에 보냈다.5 ‘기본지령’은 본국 정부가 결정한 점령 

통치의 실시와 관련해 SCAP의 권한이나 통치 원칙, 그리고 이행해야 할 초

기의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지령이었다. 

그 ‘기본지령’ 첫째 항 ‘이 지령의 목적과 범위’에서 참모본부는 ‘기본지령’

이 말하는 일본의 범위를 먼저 정의했다. ‘기본지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범

위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라는 네 개의 주된 지역과 쓰시마를 포함

한 약 1,000개가량의 인접 제소도였다. 앞서 보았다시피 이 표현은 677호 제

3항이 명시한 일본의 범위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일치한 것은 이 부

 5. “Basic Directive For Post-Surrender Military Government In Japan Proper,”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 1: 1942~45, The Pacific Theater, YE-45, Reel No. 
4(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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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 아니다. ‘기본지령’은 이어 제시한 둘째 항 ‘일본에 대한 군사정권의 

확립’ 부분에서 SCAP이 일본의 행정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그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부터 일본

이 위임통치 등의 방법으로 획득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도서들, 만주 · 타

이완 · 펑후, 한반도, 그리고 가라후토로부터 일본의 행정권을 완전히 분리하

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기본지령’이 내건 이 네 가지 지

역은 물론, 677호 제4항을 구성한 지역들과 일치한다. 

즉 677호는 참모본부가 ‘기본지령’을 통해 SCAP에 명령한 본국 훈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일본 정부에 내려진 지령이었다. 물론 677호는 

그 한편으로 ‘기본지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제소도를 제3항에 

추가 명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677호가 ‘기본지령’에 따른 조치였다는 성격

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참모본부가 내린 ‘기본지령’은 상기 네 가지 

지역에 이어, 그 다음 다섯 번째로서 “장래의 지령에서 특정할 수도 있는 기

타 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행정권을 분리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이 ‘기본지령’ 이후 677호가 실제 나온 1946년 1월 29일까지 참모본부가 예

고한 해당 지역을 다른 지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한 사실은 없

다. 이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677호 제3항은 참모본부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

지 않고 오히려 ‘기본지령’이 애매하게 밝혔었던 ‘장래의 지령에서 특정할 수

도 있는 기타 영토’ 부분을 보다 구체화시킨 측면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후술하듯이 선거 실시 문제와 관련해 참모본부가 SCAP에 아울러 요청했었

던 ‘추천’ 사항의 일환으로 SCAP이 일부 지역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추가 사항도 포함해 677호가 일본 정부의 행정권을 분리하

도록 지시한 ‘기본지령’을 실제 실행으로 옮긴 조치였음에 변함은 없다. 

그런데 677호 발령의 직접적인 지시였던 그 ‘기본지령’ 역시 행정권을 분

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을 뿐, 그것이 왜 필요한지까지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결국 종전 과정에서 정착된 연합국의 

영토 처리의 원칙이나 실제 종전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점령 구

조에서 유래되었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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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영토 처리 공약의 실태

참모본부가 아직 그 영토 처리를 결정하지 않았던 제소도와 함께 이미 일

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한반도 등에 대해서도 행정권 

분리 조치를 일부러 취하도록 SCAP에 명해야 했던 이유 중의 첫째는 전시 

중 연합국이 취한 전후의 영토 처리 방침과 관련된 공약에 이미 숨어 있었

다. 상술했듯이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천명한 첫 

번째 큰 계기는 카이로선언이었다. 그러나 카이로선언은 거기서 약속한 영토 

처분과 관련해 그들 영토에 대한 일본의 최종적인 주권 상실이 일본의 항복 

수락 즉시 완료될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그 지배권을 확립한 태평양 도서들 중에는 1

차 대전의 결과 일본이 당시 국제연맹으로부터 정식으로 그 통치를 위임 받

은 위임통치령 이외에 2차 대전의 전선 확대에 따라 일본이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이 그냥 군사 점령한 지역들도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카이로선언

에서 세 번째 지역으로 지정된 폭력이나 탐욕으로 약탈한 지역 역시 상기한 

태평양 도서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선언은 그 대상 지역명을 구체적으

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 등, 전선 확대에 따라 일본이 군

사 점령한 지역들 역시 세계가 승인하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일본이 그

냥 ‘약탈’한 지역이었다. 그러니만큼 그들 지역은 전황에 따른 일본군의 후퇴

에 따라 저절로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는 전후 일부러 행정권의 분리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었다. 실제 677호도 그

들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차 대전의 결과로 일본이 통치의 위임을 받은 태평양 도서들은 

당시 국제연맹으로부터 일단 그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은 지역이었다. 타이

완, 펑후 역시 청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청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영토 

할양으로 획득한 곳이었다. 만주를 지배한 만주국 역시 비록 연합국은 중국

으로부터의 법적 독립을 완전히 승인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만의정서 등을 통

해 일본이 만주국의 국방이나 행정 통치와 관련해 획득한 특수권익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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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그리고 ‘자발적인’ 조약 형식을 통해 병합된 한반도는 바로 연합국 

자신이 정식 일본 영토로 줄곧 인정해온 지역이었다. 남사할린 역시 포츠머

스조약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일본 영토로 정식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후 각 조치를 무효화하는 의미를 지닌 법적 절차를 따로 

취하면서 일본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하는 조치가 따로 필요해졌다. 

물론 전후 영토 처리의 원칙은 카이로선언이 아니라 일본이 직접 수락한 

포츠담선언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포츠담선언 역시 단지 카이로선언을 그

대로 이행할 것만을 요구했을 뿐, 일본의 항복 확정 즉시 그들 지역이 완전

히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될 것을 추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포

츠담선언 수락으로 인해 실제 일본의 항복이 확정되며 ‘전후’가 개시되는 시

점이 되어서도 카이로선언 등으로 인해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이 확정

된 지역들 역시 적어도 법적상으로는 전후에도 당분간 일본의 주권 하에 머

물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주권 차단 역시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실현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물론 그 절차가 국제정치의 관례상 

교전 관계를 법적으로 최종 처리하는 평화조약이 될 것은 자명했다. 실제 일

본의 경우도 결국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서 상기 

지역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즉, 전시 중에 연합국이 제시한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방침에 따라 비록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었던 지역들이라 할지라도 그

들에 대한 주권 역시 평화조약까지는 적어도 형식상으로 일본에 남게 되었

다. ‘기본지령’이, 또 그 지령을 받아 677호가 그 제4항에서 전후 일본의 영

토에서 제외하거나 그 위임통치 권한을 박탈할 것을 결정했었던 지역들까지 

일부러 거론하고 일본의 행정권을 분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영토 제외 지역까지 그 행정권을 분리한 것은 그들 지역이 평

화조약까지 잠재적으로 일본의 주권 하에 남는 이상, 전후에도 일본이 그들 

지역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SCAP 자신 전후 일본 정부가 해외 재류 중인 문관을 활용하면서 행정적인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1946년 1월 29일 그것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직접 증언하고 있다(連合国最高司令官総司令部編纂, 1996: 



 SCAPIN 677호 발령의 배경과 그 과정   43

116-117). 바로 이 점은 후술하듯이 특히 남한, 타이완 등에서의 상황을 염

두에 두면서 결국 677호 제1항, 제2항으로 구현되었다.

일본의 영토 등에서 제외할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조차 

일부러 그 행정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 정부에게 포

츠담선언이 애매하게 남긴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

에 없었다. 행정권 분리와 관련해 ‘기본지령’이 향후 특정할 수 있다고 예고

함에 따라 677호 제3항이 실제 그것을 일부 구체화한 제소도는 모두 1차 대

전 이전부터 일본이 이미 자국 영토로서 편입했었고, 국제사회 역시 그것을 

승인해온 지역이었다. 그에 따라 연합국조차 그 제소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연합국은 그 제소도에 대해서 전후에도 일본이 그대로 주권을 보

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들 지역은 최종적으로도 

그대로 일본 영토로 남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실제 그렇게 된 도서

들도 많았다. 후술하듯이 포츠담선언이나 항복문서에 따라 일본 정부는 비록 

그 행정권이 SCAP 아래에 종속될 것은 인정했으나 그 경우도 행정권 자체

가 모두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차단은커녕 SCAP은 전후에도 일본 정

부를 존속시켜 그 행정을 통해 점령 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풀리지 않는 추가적인 의문이 거꾸로 생긴다. 

즉 677호 제4항이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될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에 

대해 일부러 행정권을 분리한 것은 결국 평화조약까지 그들 지역 역시 적어

도 법적으로는 일본의 주권 하에 남을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

렇기 때문에 평화조약에 따른 완전한 주권 상실까지 행정권 분리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해졌다. 그러나 SCAP은 점령 통치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의 

행정을 오히려 활용하려 했다. 그런 SCAP이 왜 제3항을 통해 일본의 영토

에서 제외할 것을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닌 일부 도서들에 대해 그 행정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일부러 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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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중국, 소련, SCAP으로 인한 ‘분할’ 점령이라는 현실

일본 정부에 의한 행정을 통해 점령 통치를 실시하게 된 SCAP이 그럼에

도 일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행정권을 분리한 까닭은 결국 종전으

로 이어진 전투 과정에서 정착된 점령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6 그것은 

결코 이미 정해져 있었던 영토 제외 방침 여하에 따른 조치가 아니다. 실제 

이 시기까지 제3항에 나열된 지역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방침이 결정되

어 있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실제로 오키나와 등 일본의 영토로 남게 된 지

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항은 심지어 영락없는 일본 영토인 이즈 

제도까지 분리했다. 

통상적으로 전후 일본에 대한 점령 통치는 미국 단독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도 베를린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으로 인한 분할 통치를 받게 된 독일과 비교해 일본의 점령 통치가 사

실상 미국 단독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러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러한 이해는 꼭 생산적인 것만은 아니며 

특히 677호 발령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는 정정되어야 

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일본이 당시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으로 그 지배권

을 행사한 마리아나, 파라오, 마셜 군도 등으로 구성된 태평양 도서들은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태평양전쟁 중 일찍이 미일 간의 공방전의 무대가 되

었다. 1944년 여름에는 사이판이나 티니안 섬 등이 함락됐다. 미국의 공세로 

인해 태평양 도서들에 대한 일본의 통치 기능은 종전 이전에 이미 그 실태를 

상실했다. 물론 그 후 그들 지역에 대한 행정은 종전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미국에 의한 군정 통치의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1945년에 들어서면서는 주된 전투는 한층 더 일본 본토에 가까운 지역에

 6. 677호 제3항에서 일본의 행정권에서 제외된 세 가지 지역과 관할 구역의 문제를 지
적한 글로서 박병섭(2014: 142-144)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지 그 사실관계만을 
언급했을 뿐, SCAP 관할 이외의 지역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677호가 필요해졌다는 
지적은 없으며, 또한 제4항도 같은 문맥에서 이해되는 것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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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어지게 되었다. 1945년 3월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하는 이오 섬이 함락, 

사실상 미군정 하에 들어갔다. 이어 3월 26일 오키나와 본도 남서에 위치한 

게라마(慶良間) 제도에 상륙한 미 해군 부대는 같은 날 미국 태평양함대사령

장관(Commander in Chief, United States Pacific Fleet) 니미츠(Chester 

W. Nimitz)의 명의로 해군군정부포고령 제1호, 즉 이른바 ‘니미츠포고’를 선

포하고 전시 교전 법규에 따른 점령군의 권한으로서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시

켜 미군에 의한 군정 통치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4월부터는 이 니미츠 지휘 

부대가 오키나와 본도에 상륙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그 전역이 6월에 함락되

었다. 이로써 ‘니미츠포고’는 남세이 제도 전역으로 효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결국 이것이 다음 장에서 확인하는 북위 30도 이남의 도서들에 대한 

행정권 분리 조치의 기본 요인으로 이어졌다. 8월 9일 얄타합의에 따라 소련

이 대일 참전하고 같은 날에는 만주, 북한 지역을 침공했다. 그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통치권 역시 종전 전후에 사실상 무너졌다. 만주 지역에

서는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이 8월 18일에 자진 해산, 카이로선언의 취지

에 따라 그 후 중국이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에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내고 실제 통치권을 계승하게 된 것은 10

월 25일의 일이었으나 타이완 역시 ‘기본지령’이나 677호가 발령되는 시기까

지에는 이미 일본의 행정권으로부터 사실상 이탈되었다. 한반도에서도 사정

은 마찬가지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8도선 이북은 그들 지역에 침공한 소

련군의 영향 하에서 각지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소련 영향 하의 ‘자치 통

치’가 시작되는 등, 일본의 통치권은 사실상 기능 부전으로 빠졌다. 남한에서

는 9월 7일부터 제10군(army) 산하 24군단(corps)의 지휘관이었던 하지

(John R. Hodge)에 의해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대일 참전에 따라 

소련은 남사할린이나 지시마 열도에도 진군했다. 결국 소련은 포츠담선언 수

락으로 인한 일본 항복 후에도 그 진군을 멈추지 않았고, 9월 초에는 하보마

이, 시코탄을 포함한 전 북방 지역에서 그 지배권을 확립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8월 13일 정식으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

고 일본을 점령 통치하게 된 맥아더 사령부의 관할 대상 지역은 가령 일본을 

구성하는 주된 지역이었다고 한들, 이와 같이 이미 분할되고 찢어진 ‘일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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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SCAP이 담당한 지역 이외의 일본 지배 지역

들에서는 미국, 중국, 소련에 의한 직접적인 군정 통치가 이미 실시되거나, 

혹은 그들 한 나라의 영향 하에서 일본 정부의 통치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었다. 물론 맥아더가 ‘SCAP’으로 임명된 이상, 미군이 직접 통치하게 된 

오키나와나 남한 지역 등은 물론, 중국, 소련이 각각 그 통치를 계승한 지역

에 대해서도 일단 그 권한을 해제하고 SCAP 통치에 같이 통합하는 것이 형

식적으로는 맞았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늘 주권 국가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에 따라 

움직여왔으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는 늘 법이나 형식이라는 원칙을 억눌러왔

다. 종전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미 그 지배권이 확립된 지역에 대해 중국이

나 소련이 일부러 그 통치를 해제하고 SCAP에 이양할 이유는 없었다. 더구

나 그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소련이나 중국의 영토가 될 것이 이미 확

실시된 지역들이었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점은 미국 역시 마

찬가지였다. 아무리 맥아더가 미 태평양 방면 육군의 사령관이었다고 하더라

도 일본을 점령 통치하게 된 법적 지위는 ‘연합국군최고사령관’이었다. 즉 맥

아더의 지위는 형식상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기타 연합국을 대표하는 사령

관이었으며, 따라서 그 통치 역시 형식적으로는 기타 연합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했다. 

바로 이런 성격을 직접 상징한 것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에서 합의된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ttee)의 설치였다. 원래 미국은 

SCAP 통치에 대한 소련 등의 영향력을 가급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연합

국으로 구성되는 일본 점령 관련 기관은 순수 자문기관의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었다. 소련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1945년 10월에 출범시킨 극동

자문위원회(Far Eastern Advisory Committee)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동유럽 지역에 대한 소련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당시 미

국은 그들 지역에 대한 연합국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에 따라 미국은 결국 일본 점령 통치 권한에 대한 소련 등의 요구

를 받아들여 단순한 자문 기관이 아닌 형식상 최고 의사결정 기관을 설치하

는 것에 합의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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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역시 종전 전후에 이미 단독으로 군정 통치하게 

됨에 따라 극동위원회의 간섭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 오키나와나 남한 등

에 대한 행정권을 포기하고 SCAP 통치의 범위에 통합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았다. 특히 군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일각은 전시 중부터 군사 기지의 

설치 등, 종전 후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태평양 도서

들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있었다. 소련은 얄타합의 등을 근거로 일본 북측 지

역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확립해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오키나와, 오가사

와라 등 이미 미군이 단독으로 군정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나 38도선

을 경계로 소련과 경쟁 관계에 들어섰던 남한 지역의 군정 통치를 미국만이 

포기할 필요성은 전략적으로 후퇴하기만 했다.

4. 간접 통치의 실시와 행정권 분리의 또 하나의 의미

이렇듯 전후 일본은 정확히 말해 미국, 중국, 소련, 그리고 SCAP으로 인

한 분할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677호 발령이나 그 직접적인 지시가 된 

‘기본지령’ 전달 당시 미국, 중국, 소련이 각각 단독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 지역에서는 일본의 행정권은 사실상 이미 ‘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고 

SCAP의 통치를 받게 된 주된 일본 본토에서만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존속

된다는 2중의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SCAP이 677호 제3항에서 사실상 이미 

일본의 통치권이 기능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 소련 단독 지배 하의 외곽 지

역에 대해서만 그 행정권의 분리를 공식화한 반면 스스로가 통치하는 일본 

본토에서는 일본 정부의 행정권을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

다. 즉, 미국 등이 직접 군정 통치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일본의 행정권은 

단독 통치를 실시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 반면, 전후에 이른바 ‘간접 

통치’ 방식을 택한 SCAP에게는 일본 정부의 행정권을 정지하는 조치 등은 

어불성설이었다. 

 7. 이런 움직임에 관해서는 豊下楢彦(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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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은 이른바 ‘블랙리스트(blacklist) 계획’ 등에 따라 오키나와 함락 

후에 일본 본토로 진격하고 지상전을 벌인 끝에 일본을 항복으로 몰아가는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붕괴에 대비하여 미국은 당초 

일본 본토 역시 직접 군정 통치 하에 둘 구상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결국 전쟁은 두 번에 걸친 원폭 투하, 그리고 소련의 참전 등으로 인해 

본토 침공 전에 끝났다. 이로써 일본은 천황이나 일본 정부 기구가 그대로 

존속하는 구조 하에서 전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유도한 것은 포츠담선언의 내용이기도 했다. 즉 포츠담선언은 제6항, 

제7항 등을 통해 군국주의의 제거와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의 분쇄 실현이라

는 목적 달성까지 일본을 점령 통치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해

체시킨다거나 더 나아가 민족국가로서의 주권을 박탈한다고 선언한 것은 아

니었다. 

이런 성격은 포츠담선언 수락 과정에서 실제 벌어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실증했다. 8월 9일 일본은 포츠담선언 수락 의사를 처음으로 미

국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그 때 일본은 주권 통치자(a sovereign ruler)로서

의 천황 대권(prerogatives)에 변경을 가하려는 어떠한 요구도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물론 이는 대일본제국헌법에 기초한 

이른바 천황 대권 체제 존속의 희망을 뜻했다. 일본 정부는 포츠담선언 수락

과 관련해 국가로서의 최고 권한인 ‘주권’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선언이 

주권자로서의 천황의 권한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하려는 것이 아님을 마지막

으로 확인하려 한 것이었다. 이 요구에 대해 미국은 8월 11일자로 유명한 번

즈(James F. Byrnes) 회답을 보냈다. 그러나 국무장관 명의로 나온 그 회답

은 패전 후, 천황 및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

(authority to rule the state)’이 SCAP 밑에 종속된다(be subject to)고만 답

했을 뿐이었다. 결국 일본은 이 번즈 회답을 받아들여 8월 14일에 최종적으

로 포츠담선언 수락으로 인한 항복조건이 확정되었다.8

 8. 포츠담선언 수락을 둘러싼 미일 간의 이러한 막판 교신 문서는 ポツダム宣言受諾

関係一件(第三巻)(終戦関係調書), A-0113(일본외교사료관 소장 기호)에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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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정된 그 ‘조건’은 천황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이 

SCAP에 종속된다는 것만이었다. 즉, 천황이 가지는 국가로서의 주권에 변경

이 없음을 확인한 일본에 대해 미국은 ‘주권’ 자체를 박탈한다고는 답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SCAP에 종속될 범위가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에만 한정될 

것을 명시했다. 더구나 그것은 통치권을 몽땅 ‘박탈’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종속’이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비록 SCAP의 지휘 감독 하에서 행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행정권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존속과 행정 권한의 유지라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 점은 9월 2일에 조인된 

항복문서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실제 항복문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상기 

번즈 회답의 취지를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었다. 

SCAP에 의한 점령 통치는 바로 이런 조건 하에서 개시된 것이다. 물론 

미국이 종전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해체나 주권의 박탈, 그리고 직접 군정의 

실시라는 극약을 통해 점령 통치를 실시하려 하지 않았던 까닭은 일본 본토 

침공에 따른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찾았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일본은 지상전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 붕괴 전에 항복을 수락했

다. 그 결과 미국은 멀쩡하게 남은 일본 정부 기구의 존재를 전제로 가능한 

한 원활한 전후 점령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존속시켜 통치하는 

방안의 효율성을 보다 중요시했다. 

바로 이 방침은 전후 초기에 대일 점령 방침을 수립한 3군조정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문서 SWNCC 150/3 “항복 후

의 일본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초기 정책”(이하 ‘초기 정책’)에서 이미 확립

되었다. 실제 8월 22일에 정리된 그 ‘초기 정책’은 일본 사회의 성격과, 최소

한의 관여와 자원으로 점령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는 미국의 희망을 고려해 

점령 통치를 천황을 포함한 일본의 정부 기구를 통해 실행할 방침을 일찍이 

정했다. 물론 일본 정부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 ‘초기 정책’ 자체가 바로 

지적했듯이 일본 정부를 지원(support)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본 

정부 기구를 활용(use)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방침은 참모본부로부터 

군사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에 확립된 SWNCC 150/4에서도 그대로 승인되

었으며 초기 대일 점령 통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이 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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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전후 일본에 대한 점령 통치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이상, 일본 정부의 행정권 상실은 극동위원회→ 미국 정부→ SCAP → 일본 

정부로 이어진 통치 구조와 모순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677호가 혼슈 등의 

주된 네 가지 지역이나 쓰시마를 포함한 기타 약 1,000개의 인접 도서들에 

대해 그 행정권 분리를 실시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간접통치 

실시에 따른 정책적 요청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 일본 지배 지역에 대한 

전후 점령 통치가 모두 SCAP 통치 지역에 흡수되었었더라면 애초에 677호

는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전후 일본의 지배 지역은 이미 미국, 소련, 중국으로 

인한 분할 통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들 지역은 각 나라가 직접 군정 통

치 등을 실시함에 따라 극동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일종의 ‘기득권’ 

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남한 역시 ‘독립’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영

토에서 제외될 것이 결정되어 있었고, 또 해방된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해도 

전후 그대로 일본의 행정권을 통해 점령 통치를 실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물론 남한과 사정이 다른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등에 대한 

미군정 통치는 정지하여 SCAP에 통합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았다시피 당초 단순한 자문 기관으로 그치도록 구상한 극동위원회가 미국

의 양보로 형식적으로나마 연합국에 의한 대일 점령 정책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설치되게 된 이상, 미국에도 단독으로 인한 통치가 가능한 ‘기득권’ 

지역을 일부러 포기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즉 그것을 영토 처리 문제로 이해하든, 혹은 그냥 행정권의 분리로만 이해

하든 677호에 관심을 가져온 국내 담론들은 그것을 단지 일본 정부의 권한

을 ‘새롭게’ 축소하기 위한 지령으로 봐왔다. 그러나 677호는 적어도 현실적

으로는 ‘새롭게’ 축소시킨 것은 아니며 단지 종전 전후의 점령 구조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던 일본의 행정권 상실이라는 상황을 형식적으로 추인한 것

에 불과했다. 바로 이 점은 677호 발령 후의 1946년 2월 13일에 진행된 

 9. SWNCC 150/3 및 SWNCC 150/4는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and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 Files, 1944~1949, SWN-1, Reel 
No. 14(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기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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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 측과 일본 정부 간의 회담 내용이 직접 증언하고 있다. 그 회담 석상

에서 SCAP 측은 677호가 연합국 행정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종래 

진행되어온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677호가 일본의 행정권을 제외

한 지역은 SCAP 행정의 범위 이외에 해당하는 것임을 직접 설명했다.10 물

론 현실적으로 일본의 행정권이 상실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 분리를 

일부러 지령한 것은 그런 현실과 형식의 괴리를 메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항복 후 즉시 그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치주의로서 행정권의 분리를 법적으로 확정해둘 과제는 따로 제기되지 않

을 수 없었다. 또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과제만도 아니었다. 실제 전후 일본

은 특히 남한에서 행정적인 관여를 계속하려 했다. 그러자 미국은 1945년 10

월 2일 677호에 앞서 SCAPIN 88호를 발령해 남한에서의 일본의 행정권 행

사를 일절 금지했다. 법적으로 일본에 주권이 남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의 행정적인 관여가 계속되는 현실적인 담보가 되고 있었

다.11

그러나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분할 통치라는 현실

을 추인하게 된 677호의 숨은 정치적인 의미일 것이다. 즉, 그 조치에는 소

련 등이 실제 단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미국 역시 직

접 군정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오키나와 등의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방위하

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미국에 의한 단독 통치라는 구조

를 풀어, SCAP 통치에 통합시키지 않도록 결정했기에 필요해진 조치였다. 

언급했듯이 SCAP 통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극동위원회→ 미국 정부→

SCAP → 일본 정부라는 지휘 경로를 통해 움직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행

정권 분리는 동시에 극동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

는 조치이기도 했다.

10. ｢行政ノ分離ニ関スル第一回会談録(終戦第一部第一課)｣, 旧日本外地情況雑件, 
A-0121(일본외교사료관 소장 기호).

11. SCAPIN 88호가 677호와 같이 본론에서 후술하는 행정권 분리 관계의 문서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가리키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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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46년 1월 발령의 배경

1. 중의원 선거 실시라는 정치 과제의 대두

그러나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도 아직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그

것은 비록 ‘29일’이어야 하는 이유까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677호는 왜 1946

년 1월 하순 즈음에 발령되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이즈 제도를 

677호 제3항이 왜 일본 정부의 행정권 분리 지역에 넣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677호가 도출된 또 하나의 정치적인 배경을 직접 푸는 열쇠가 된다.

패전국이 된 일본 정부에게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과제가 새 정권 창출의 

기반이 되는 중의원선거(이하 선거로 약기) 실시 문제였다. 패전에 따라 구 

헌법 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구 헌법 하의 선거법에서 뽑힌 국

회의원들이 전후 새로운 국가 체제 속에서 국민의 대표를 계속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추어 이듬 해 1월의 선거 실시에 관한 

허가를 SCAP에 요청했다. 그러나 SCAP은 1월의 선거 실시를 허가하지 않

고 연기하도록 하였다.12

물론 SCAP은 선거 실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입법부에 의한 법률 제정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행정을 통해 점령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SCAP에게 입법부의 민주적인 재구성은 전후 민

주적인 평화국가 건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제였다. 실제 참모본부는 상

술한 ‘기본지령’에서 대표 정부를 뽑는 자유선거는 실천 가능한 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즉 참모본부는 오히려 선거 조

기 실시를 SCAP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지정한 셈이었다. 특히 ‘기본지령’

은 선거 실시의 결정 자체는 참모본부가 직접 내릴 것을 명시하면서도 그 결

정은 “당신의 추천을 고려한 후(after consideration of your recommendation)”

에 진행할 것을 밝혔다. 사실상 선거 실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SCAP의 건의

12. 이런 선거 준비를 둘러싼 움직임에 관해서는 竹前栄治(1992: 233-2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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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명시했었던 것이다. 이로써 선거 실시 문제에 관해서

는 SCAP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가급적으로 빨리 실시하도록 지시를 받은 SCAP이 1월의 선거 실시를 연

기시킨 이유는 ‘기본지령’이 직접 지시했듯이 선거가 궁극적진 점령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기본지령’은 선거가 ‘궁극

적인 점령 목적’, 즉 평화 지향적이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일본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해 확립되도록 지령했었다. 그러나 점령 통치 초기 SCAP에게는 

아직 그것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

황은 아니었다. 물론 ‘평화 지향적이며 책임이 있는 정부’ 구성을 위한 일차

적인 과제는 군국주의를 선도한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를 통해 다시 입법부에 

입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패전했다고 하더라도 전후 

직후의 당시 오랜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선거 기반 등으로 인해 초기 선거 실

시는 오히려 일본 국민이 ‘자유의사’로 인해 군국주의 지도자들을 국민의 대

표로 선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 

SCAP은 선거 실시에 앞서 이러한 조건을 가급적으로 제거해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때문에 1월의 선거 실시를 잠시 연기하도록 명령한 SCAP

은 이른바 ‘공직 추방’을 단행했다. 1월 4일 SCAP은 먼저 SCAPIN 548호 

“어떤 종류의 정당, 협회, 결사 기타 단체의 폐지”를 내려, 전시 중 해외 침

략을 주도하거나 그것을 부추긴 조직의 해산을 명령했다. 물론 이는 선거 실

시를 전망하면서 그들 유력한 국가주의 기관이 다시금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꾸민 조치였다. 또 같은 날 4일, SCAP은 

SCAPIN 550호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의 공직으로부터의 제거 및 배제”를 

발령하고 군국주의나 침략 전쟁을 이끈 인물들을 일절 공직에 관여하지 못하

게 했다. 특히 550호는 직접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 등을 명시함으로써 

종전 전 국회의원으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한 자의 추방을 공식화함으로

써 이들 인물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 즉, 개인 차원에서도 군국주의 

지도자가 정계에 재입성하려는 길을 직접 차단한 셈이었다. 

그러나 선거 실시를 미루도록 SCAP가 지시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선거 실시 지역 확정의 문제였다. 일본의 주권이 존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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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법부의 민주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본 전(全) 영토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 분

리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지역들이 존재했고, 또한 일본 영토에서 분

리될 가능성이 있는 외곽 도서들 역시 많았다. 무엇보다 그 도서들을 중심으

로 미국, 소련 등이 현실적으로 단독 통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귀추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들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

적인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는 허가

하기 어려웠다. 한편 일본은 향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

급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SCAP은 선거 실시 지역에 관한 조정에 나서고 있

었다. 548호, 550호가 선거 실시를 위해 필요한 공직 추방과 관련해서 발령

되었듯이 677호는 또 하나의 과제인 선거 실시 지역 확정 문제를 배경으로 

도출된 것이다. 

2. 선거 실시 지역 확정 과제와 677호의 발령

이듬 해 1월에 선거를 실시할 구상에 따라 일본 정부는 10월 29일 SCAP

에 대해 선거 실시 지역에 관한 탄원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1946년 1월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나 점령군의 정책에 따라 해상교통이 금지되어 있는 지

역에서의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지역에서의 선거 

준비를 허가하도록 요청했다. 물론 이는 단지 ‘준비’뿐만 아니라 그들 지역에

서의 선거 실시 자체의 허락을 요청한 셈이었다. 그리고 이 때 이즈 제도가 

직접 교섭 대상이 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탄원이 결국 677호 발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 탄원에서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지역은 ‘7도’라고 명시한 도

쿄도 소속의 이즈 제도,13 가고시마 현 오시마군 소속의 아마미(奄美) 군도, 

13. 실제 이즈 제도에는 7도 이상 존재하나 ‘7도’는 과거 사람이 거주한 대표적인 섬들을 
부르는 관습적인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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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청 네무로(根室) 소관의 하보마이 군도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 실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시인하면서 오키나와나,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섬 등에서의 실시는 포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

부가 언급한 ‘현 상황’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는 탄원에 밝혀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나 소련이 이미 직접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한 것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같은 탄원에서 기

타 오가사와라 제도나 지시마 열도를 언급하면서 이들 섬은 현행 선거법에서

도 적용 지역이 아니므로 1월의 선거에서도 실시할 예정이 애초에 없다고 덧

붙였다.14 그들 지역 역시 미국이나 소련의 단독 통치 하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등 선거를 포기한 상기 지역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 지역

은 그 이전에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주민이 원래 없거나 매

우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실시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지역들이었다.

탄원을 받은 SCAP은 관련 산하 기관들에 대해 상기 요청 내용에 대한 의

견을 11월 16일까지 보내오도록 지시하는 등15 그 허가 여부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것을 계기로 참모본부가 요청했었던 선거 실시와 관련된 SCAP 

측의 일련의 ‘추천’이 꾸며지게 되었다. SCAP 측 ‘추천’을 주로 입안한 것은 

민정국(Government Section)이었다. 677호는 민정국이 담당한 과제 중, 선

거 실시 지역 확정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나, 그 점은 이하 보는 검

토 내용 이전에 677호가 민정국 자신이 선거 실시 지역 확정 문제와 관련해 

정리한 자료군 “일본의 외곽 지역 및 선거가 실시될 지역 파일(Outlying 

Areas of Japan & Areas File Under Wherein Elections May Be Held)” 

안에 같이 소장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선거 실시 지역의 확정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민정국은 11월 11일 677

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식을 이미 드러냈다. 민정국은 그 문제와 

14. “Election of Members of the Lower House of the Diet in Areas Where 
Navigation of Vessels is Prohibited,” Outlying Areas of Japan & Areas File Under 
Wherein Elections May Be Held. GHQ/SCAP Records, Government Section, 
GS(A) 00040-00041(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기호).

15. “Japanese request for permission to circulate elections materials in certain islands 
offshore of Japan,” Outlying Area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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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송부한 참모본부에 대한 각서 속에서 포츠담선언 제8항 등에서 명시

된 ‘제소도’의 영토 귀속 여부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거론하고 그 

조건 하에서는 선거 실시의 허가가 그들 외곽 도서들에 대한 연합국의 영토 

정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것이 영토 처리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을 일찍이 지적했

다.16 즉 민정국은 영토 귀속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토 귀속에 대한 본국 정부의 방침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하면

서 677호의 기초에 즈음해서는 그와 관련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그리고 

민정국의 이 건의가 결국 677호 제6항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정국은 같은 보고에서 일본 정부가 요청한 이즈 제도, 아마미 군도, 하

보마 군도 등에서의 선거 준비는 그대로 허가할 것을 일단 참모본부에 건의

했고, 17일에는 그 허가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는 답신 문서까지 마

련했다.17 그러나 당초 민정국이 보인 이 방침에 대해서는 SCAP 내의 다른 

조직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결국 그 방침은 크게 수정되었다. 

이 시기 SCAP 내부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이 제기한 아마미 군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남서에 위치한 도서들의 경계를 짓는 북위 30도선 문제

였다. 민정국은 북위 30도선이 오키나와전(戦)을 주도한 제10군의 활동 경계

를 이어받아 현재 미 해군에 의한 군정 통치와 주로 육군 부대로 구성된 

SCAP 통치 지역의 경계를 이루게 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정국은 

그 30도선이 일본의 행정 구역상 같은 가고시마 현에 속하는 오시마 군도를 

분단하는 것으로 그것을 선거 허가 지역의 구분으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1월 24일 참모 3부(G3)에 알렸다.18 그러나 점령 당국 내에서도 군

사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참모 3부는 민정국의 입장에 반대했다. 

11월 27일 참모 3부는 민정국에 대해 북위 30도선은 오키나와 주류의 일

본군과 기타 일본군 항복의 경계선으로 활용한 것이며 그것이 현재 오키나와 

16.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17. “Election of Members of the Lower House of the Diet in Areas Where 
Navigation of Vessels is Prohibited(C.L.O. 401),” Outlying Areas of Japan.

18. “Japanese Election; Area to which it is to apply; Proposed Cable to the J.C.S,” 
Outlying Area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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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군사정부 통치의 북 측 경계선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그 북

위 30도선을 선거 실시 허가 지역의 경계로 그대로 남길 것을 주장했다.19 

참모 3부가 북위 30도선 이남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를 허가하지 않도록 강

조한 것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것을 중

요시한 결과였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참모 3부는 이미 미 해군이 실제 직

접 통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원용하면서 비록 일본의 행정 구역을 넘어서도 

오키나와 지역을 더해 가고시마 현에 속하는 일부 도서들까지 그대로 미 해

군 군정 통치 하에 두는 것이 향후 군사 기지의 확보 등의 과제를 고려해도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정국은 참모 3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월 30일 민정국은 참모

본부에 대한 방침 전달과 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가운데 북위 30도선 

이북의 도서들까지에서만 선거 실시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민정국은 같은 각서에서 소련 점령 하의 도서들에서도 선거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20 그 보고는 직접 ‘하보마이 군도’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소련 지배 지역과 관련해 10월 29일 일본 정부가 유일하게 탄원

한 지역은 하보마이 군도였다. 바로 이 점을 고려하면 소련 점령 하의 도서

들에서 선거 실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전달한 그 민정국 방침이 결국 하보

마이 군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실제 677호 제3항은 하보마이 

군도 역시 분리했다. 민정국은 같은 보고에서 결국 소련 점령 지역 전역을 

왜 선거 실시 허가 지역에서 제외할 것으로 했는지, 그 이유는 직접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비록 일부 지역이라 할지라도 소련에게 일본의 선

거 실시 지역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

음은 분명했다. 선거 실시를 허가한다는 것은 장래 그 지역을 일본의 영토로 

복귀하게 할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응이 되기 때문이었다.

민정국은 이 방침을 12월 11일에 실제 오키나와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

었던 미국 태평양함대사령장관 니미츠에 직접 전달했다. 민정국은 북위 30도

19. “Japanese Election; Area to which it is to apply; Proposed Cable to the J.C.S,” 
Outlying Areas of Japan.

20.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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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남의 오키나와 제도나 이즈 제도가 미 해군의 점령과 관련된다는 사실

에 비춰봐,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지시마 열도와 같은 이유로 선거 실시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21 여기서 주목해둘 필요가 있는 점은 당

초 선거 실시 지역에 포함할 방침이었던 이즈 제도가 역으로 그 허가 지역에

서 제외될 것이 결정된 점이다. 민정국은 그 이유와 관련해 이즈 제도 역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장관이 점령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실제로 이즈 제도가 당시 미 해군의 직접적인 군정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없다. 이에 따라 일단 677호에서 제외된 이즈 제도는 

결국 3월 22일 SCAPIN 841호로 인해 분리 지역으로부터 해제되며 실제 4

월에 이루어진 선거 실시 지역이 되었다. 점령군 내부에서 이러한 ‘혼란’이 

왜 일어났는지, 자료상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상술한 1946년 2월 13

일의 SCAP 측과 일본 측 인사 간의 회담에서 민정국 관계자는 이즈오시마 

섬 등에는 미 해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일본이 그 행정을 맡고 있

다는 일본 측 지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러니만

큼 이즈 제도 역시 미 해군에 의한 군정 통치 지역이라고 생각한 민정국의 

‘착각’이 결국 이즈 제도가 한때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되게 된 원인이 된 

것만큼은 틀림없다. 곧이어 확인하는 바와 같이 677호로 인한 행정권 분리 

대상 지역의 지정은 이런 선거 실시 지역을 SCAP이 관할하는 지역에만 한

정하도록 정한 방침을 답습한 것이었다.

오키나와를 직접 점령 통치하던 미국 태평양함대사령장관에 전달된 이 방

침은 참모본부에게도 같이 보고되었다. 12월 14일 민정국은 이즈 제도나 북

위 30도선 이남의 남세이 제도는 미 해군이, 하보마이 군도 역시 소련이 점

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10월 29일 일본이 요청한 지역 가운데 마침 북

위 30도 선상에 위치하는 구치노 섬 역시 제외하나 그 섬보다 북측에 있는 

도서들에서는 선거 실시를 허가할 것을 보고했다. 아울러 민정국은 일본을 

구성하는 제소도의 정확한 정의가 없는 가운데서는 참모본부가 허락하는 선

거 실시 지역의 여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들의 영토 처분에 관한 연합국

21.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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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지표로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을 일본 정부에 천명하도록 재차 그 

방침을 확인했다.22

즉 점령 초기 현실적인 과제가 된 선거 실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본 

정부의 행정권 행사가 가능한 지역을 가리는 과제는 시급해졌다. 그러나 각

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그 처리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영토 처분의 

과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 모순을 조화하는 당시 유일한 해결

책은 먼저 행정권의 분리 지역을 확정하되 그것은 영토의 최종 처분과는 무

관하다는 점을 내외에 천명해두는 것만이었다. 민정국은 12월 24일 이런 입

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SCAP 관할 지역 이외의 군정 통치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serious) 조정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하면서 

영토의 최종적인 처분과는 관계없이 선거 실시 허가 지역은 SCAP 관할 지

역에만 한정할 방침임을 참모본부에게 보고했다.23 이 ‘심각한 조정 문제’가 

특히 소련을 염두에 두면서 소련에게 스스로가 이미 지배한 지역을 해제하고 

일본의 행정권 하에 둘 것을 요구하려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의식한 말이었

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677호는 바로 선거 실시 지역을 SCAP 관할 지역에 한정한다는 이 원칙

과 그로부터 요구되는 기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출되었다. 실제 선거 실

시 지역을 SCAP 관할 하의 지역에만 한정할 것을 정한 민정국은 1946년 1

월 초에 사실상 677호를 성안(成案)하면서 참모본부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

과 그와 관련되는 기타 추천 사항들을 1월 5일자로 제기하고 그 승인을 청

했다.24 그 승인 요청 각서는 단지 “일본 정부에 대해 제안되는 첨부지령

(tab(b))”로만 언급했을 뿐, 1월 초에 이미 작성한 677호 원안이 그에 해당

한다고 직접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권을 분리하는 

지역으로 명시한 그 ‘tab(b)’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이 ‘1946년 1월’로만 표기

된 그 677호 원안25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 각서가 1월 초에 이미 작성된 

22.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23.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24. 이하 이 1월 5일자의 각서 내용은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25.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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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호 원안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실제 민정국은 그 승인을 

요청한 ‘tab(b)’ 문서와 관련해 그 제4항은 ‘기본지령’이 이미 일본의 행정권

으로부터 분리하는 지역으로 특정한 지역임을 확인하면서 그 대상 지역을 

1914년 이후 일본이 획득한 태평양 도서들, 만주 · 타이완 · 펑후, 한반도, 가

라후토로 명시했다. 물론 이는 실제 발령된 677호 제4항 그대로였다. 또한 

민정국은 일본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하는 ‘제소도’를 나열한 tab(b) 제3항을 

그것이 ‘기본지령’이 향후의 지령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참모본부가 

아직 지령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설명했으나 그 내용 역시 677호 제3항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하는 점은 같은 1월 5일자 각서에서 민정국이 참모

본부가 특정하지 않았던 ‘제소도’를 tab(b) 제3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민정국은 그와 관련해 (a)지역은 24군단, (b)는 미국 태평양함대사

령장관, 그리고 (c)는 소련군의 통치 하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 각서는 그 이

상의 구체적인 지명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로 봐 그들이 677호 제3

항이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되는 지역으로 명시한 상술의 (a) 울릉도, 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선 이남의 남세이 제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등, (c) 

지시마,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에 부합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b), (c)는 각

각 미 해군과 소련의 점령 지역이었으며 (a)에 해당하는 남한 지역의 군정 

통치를 이끈 것 역시 하지 중장이 지휘한 미 24군단이었다. 

즉 민정국은 1월 초 ‘기본지령’이 직접 명시한 지역은 물론, 비록 특정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 및 소련의 통치 하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 지역

을 일본의 행정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민정국은 이 점

을 지적한 후 상기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은 그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군사정부의 존재와 양립하지 못하지만 아울러 tab(b) 제3항 안에 같이 

담은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은 SCAP의 관할 하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본 정부의 행정권은 SCAP 관할 지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

적했다. 민정국은 선거 실시를 허락하는 SCAP 관할 지역은 동시에 일본의 

Japan,” Outlying Area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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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지역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정립한 셈이었다. 

이렇게 선거 실시 허가 지역 여부를 가리는 과제는 ‘기본지령’이 앞서 요

구했었던 보다 일반적인 행정권 분리 지역의 확정 문제와 겹쳤다. 민정국은 

행정권 분리 지역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아울러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그

대로 보장되는 일본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둘 것, 그리고 그들 정의

는 향후의 지령에서도 적용될 것들을 명시할 생각을 밝혔다. 민정국은 또한 

이미 몇 차례 보인 것처럼 행정권 분리 조치가 그들 제소도에 대한 영토의 

최종적인 처분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지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결국 이들 ‘추천’이 677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구현되었다. 

이들만도 아니다. 민정국은 아울러 일본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권 분리는 미국이나 소련 등의 점령으로 인해 대부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특히 타이완 등, 일부 지역에서 일본 정부는 현지에 머물러 있

는 요원들과 교신하면서 여전히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는 그것을 정지하도록 명령해야 하

며 그를 위해서도 허가된 통상의 해상 수송, 통신, 기상 같은 것 이외에는 일

본 국외에 재류하는 요원들과 교신 등을 할 것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한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SCAPIN 88로 인한 행

정권 금지 조치가 이미 취해졌었다. 그러나 타이완 등 아직 그런 조치가 취

해지지 않았던 지역 역시 존재했다. 바로 이런 지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677호 제1항, 제2항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기타 민정국은 일본 국외에서의 

일본 당국의 행정 기능 해체 과제와 관련해 분리되는 지역과 관련되는 행정 

기능을 가진 당국을 SCAP에 보고하고 그들 기록 역시 보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77호의 마지막 제7항, 8항은 이 인식을 각각 반영한 것이

다. 

이렇듯 선거 실시 허가 지역 확정 문제를 계기로 실제 구체적으로 추진되

게 된 행정권 분리 문제는 민정국의 갖가지 ‘추천’들을 통해 1월 초에 구체화

되었으며 결국 그들이 1월 29일에 677호로서 정식으로 발령되었다. 독도가 

명시됨으로써 국내 담론들이 매우 주목해온 677호 제3항은 전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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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진 선거 실시 허가 지역을 SCAP 관할 지역에만 한정한다는 방침이 계

기가 되고 도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 아직 규명하지 못한 물음이 남는다. 

그것은 상술한 10월의 일본 정부의 탄원 이후 선거 실시 허가 지역 확정 문

제와 관련해 직접 거론되던 기타 지역들과 달리, 적어도 기록상 직접 교섭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한반도 관련 도서인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왜 그 제3

항에 같이 명시되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실제 주민이 없는 독도는 물론 울릉

도, 제주도 역시 선거 실시 허가 지역의 교섭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그 현실적인 가능성 역시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패전국이 된 일본에게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관할 하에 있었던 제주도, 울

릉도는 그 역사적인 경위로 봐도 카이로선언 이후 독립될 것이 확정되던 ‘한

반도’에 포함됨은 불가피했다. 따라서 선거 실시 대상 지역으로서 그들을 거

론할 수는 없었고 실제 제기한 기록도 없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독도 역

시 가령 일본이 전후에도 그에 대한 영유권이 계속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 실시 허가 문제와 관련해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대상 지역은 아니었다. 이 의미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677호에서 거론

된 것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선거 실시 지역 확정 문제의 직접적인 결과

라기보다 민정국의 주도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정국이 677호 발령과 관련해 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를 일부러 거론했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자료적 근거는 여전히 

찾을 수 없다. 물론 한반도 관련의 도서가 명시된 것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그들이 24군단이 직접 군정 통치 하에 두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도출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24군단의 통치를 같이 받은 남한 소속의 도

서들은 많았다. 또 오히려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암초인 독도에 

대해 24군단이 그 당시 이미 통치를 확실히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

실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1947년의 문서이나 자신들의 통치 활동을 정리

한 미군정은 독도가 원래 일본에 속했으나 어장 구획의 분리 조치, 즉 

SCAPIN 1033호로 인해 한국 측 범위(Korean Zone)에 들어왔다고 지적했

다.26 즉, 비록 이 증언은 직접 677호를 언급한 것은 아니나 미군정이 독도

는 1033호 등의 SCAPIN 조치로 인해 비로소 자신들의 관할 영역에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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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식했었지, 전후 직후부터 그랬었다고 인식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은 9월 3일 SCAPIN 2호로서 발령된 ‘일반명령’ 제2호에 따른 관

할 조치와도 부합한다. 실제 그 제2호는 미군에 의한 점령 담당 지역의 구분 

문제와 관련해 “Takeshima(Liancourt Rocks)”라고 직접 명시하면서 독도를 

남한을 통치한 24군단이 아니라 SCAP의 일부로서 주로 서일본 지역에 포진

한 제6군의 소관 지역 안에 넣었다.27 물론 이 구분에서도 제주도, 울릉도는 

당초부터 24군단 관할 하에 두어졌다. 그러니만큼 24군단의 통치라는 이유만

으로 울릉도나 제주도와 함께 독도가 명시된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민정국은 1945년 12월 육군성 참모장에 보낸 서

한에서 시사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민정국은 포츠담선언 제8항 이후 ‘기본지

령’ 등에서도 특정되지 않았던 인접 ‘제소도’에 관한 명확한 영토 처리 방침

이 없는 상황 하에서 선거 실시 허가 지역의 결정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safely) 일본을 구성하는(represent) 섬들’인가라는 조건을 의식한 흔적을 남

기고 있다. 민정국은 그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들’을 거론하는 가운

데 특히 한반도와의 경계에 관한 조건으로 그것 자체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제주도보다 남쪽이며 역으로 그것 자체는 포함되는 쓰시마보다 동쪽에 위치

하는 섬들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28 이 조건으로 볼 때 한반도 관련의 거의 

모든 섬들은 기본적으로 제주보다 북쪽, 쓰시마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들’에서 저절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울릉도, 독도만큼은 모호했다. 실제 울릉도나 독도는 제주도보다 

남쪽이라는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들’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쓰

시마보다 동쪽이라는 조건은 충족시켰다. 즉, 당시 민정국이 제시한 잣대로 

판단해도 울릉도나 독도는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들’에 속할 것인

26.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1, August 1947, CHS(A) 03691(일
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기호).

27. 이 사실은 ‘일반명령’ 2호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되었으나 그 지도의 표기 상태가 좋
지 않아 정확한 판독은 어렵다. 그러나 일본국회도서관이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동 일반명령 2호 첨부 지도는 확대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8. “Untitled,” Outlying Area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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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리기 어려웠다. 같은 미군정 통치 하에 있는 한반도 관련 도서들이 많

은 가운데 677호가 애초 기점이 된 제주도와 더불어 울릉도, 독도만을 표기

한 것은 그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들’이라는 조건으로 볼 때 그 도

서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한 결과였을 가능성은 클 것이다. 그리고 민정국은 그런 모호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하는 것이 마땅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전후 점령 관할 지역의 구별에 즈음하여 남한을 

통치한 24군단 하에 들어간 울릉도와 6군의 관할을 받게 된 독도는 당초 그 

입장이 달랐다. 특히 SCAP 관할 하에 들어간 독도는 동시에 일본의 행정권 

하의 지역으로 전후 출발한 것을 뜻했다. 677호는 그 점을 직접 명시하지 않

았으나 그런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그 조치가 독도를 

24군단 관할 도서 안에 편입하도록 재조정한 것을 의미했다. 즉 독도에 대해

서는 단지 행정권의 분리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울러 관할 변경이 일

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독도와 관련해 이런 관할 변경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직접 가리키

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전후 직후 독도에 대해 24군단이 이미 실제 통치를 

실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가운데 일부러 그 관할 

주체를 변경한 것은 24군단이 이미 현실적으로 독도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

실을 그냥 추인해서 도출된 결과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즉, 독도의 

관할 변경은 전후 ‘우연히’ 생긴 분할 통치 구조를 그냥 반영한 결과가 아니

라 독도를 남한을 관할하는 하지 정부에 통치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민정국의 

당위성 어린 판단이 작용한 의도적인 변경이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이 의

미에서 점령 통치 초기 SCAP은 독도를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으

로서 향후에도 일본으로 귀속하게 할 것이 타당한 지역으로 보지 않았다. 

677호가 바로 이 점을 증언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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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상 677호는 참모본부가 행정권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SCAP에 지시한 JCS1380/5 지령을 실행으로 옮긴 조치였다. 참모본부가 포

츠담선언 제8항이 말한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 이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이 이미 결정하던 한반도 등에 대해서까지 일본의 

행정권을 분리하도록 일부러 지시한 것은 전후의 영토 처리에 관한 원칙과 

종전 과정에서 정착된 분할 통치라는 현실에 따라 요구된 것이었다. 즉, 카이

로선언 이후 일련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원칙은 적어

도 형식적으로는 평화조약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일본의 주권 존속을 허용하

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종전의 구조 하에서 이미 일본은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SCAP에 의한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행정을 통해 간접통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SCAP 관할 지역만이었다. 기타 

점령 지역에서는 각 나라가 직접 통치 혹은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통치를 실

시함에 따라 사실상 일본 정부의 행정권은 이미 부정되었었다. SCAP은 이

런 현실을 추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극동위원회의 관할 지역을 확장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택에 의의를 찾았다. 

행정권 분리 과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677호 도출을 직접 유도한 계기는 

전후 불거진 선거 실시 과제였다. SCAP은 그 현실성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

이 관할하는 간접통치 지역에서만 선거 실시를 허가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선거가 일본 정부의 행정 아래서 실시되는 이상, 그것이 결국 참모본부가 요

구했었던 행정권 분리 지역 여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관련 도서인 독도 등은 선거 실시 지역의 확정 문제와 관

련해 도출되었다기보다 민정국이 주도해서 ‘보완’한 측면이 강했다. 민정국이 

선거 실시 문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독도 등을 왜 ‘보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자료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추측건대, 비록 선거 실시 지역의 문제를 

계기로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677호가 보다 일반화된 행정권 분리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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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지령임을 의식해서 한반도 관련의 도서들도 포함한 것으로 보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즈음하여 민정국은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인가의 

여부를 그 잣대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미에서 677호는 영토 처리

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즉 677호는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하는 지역도 법적으로는 평화조약까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기에 필요해진 조치였다. 그 의미에서 677호를 포츠

담선언 제8항에 따른 영토의 최종 분리를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또 그것은 포츠담선언 제8항이 밝힌 ‘제소도’에 대한 처리 원칙이 아직 

없다는 공백을 늘 의식하면서 영토 처분과 무관함을 확보하도록 신경을 쓴 

지령이었다는 의미에서 영토 처리 방침을 선제적으로 드러낸 SCAP 측의 포

석도 아니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

장과 달리 SCAP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일본을 구성하는 섬’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향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독립하게 할 한반도 소속의 

도서로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24군단이 관할하는 것이 마땅한 지역 안에 

재편입시켰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677호가 그 빛

을 발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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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the Issuance of 
SCAPIN 677: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Sepa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Dok-do Problem

Bakjin Chang
Research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It is well-known that SCAPIN 677 ordered for Japanese government her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including Dok-do. That is why 
Korean society has taken much of SCAPIN 677. But Korean researchers have 
mainly discussed whether SCAPIN 677 was issued for the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y, or not. Some studies have understood that the directive really 
carried out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Japanese territory which had been pledged in 
the 8 article of Potsdam declaration. And another paper concluded that SCAPIN 
677 was the intermediate directive for the final decision confirmed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the other hand, some studies has elucidated that SCAPIN 
677 is just directive only related with the separation of Japanese administration. 

This paper clarifies the political meaning why SCAP ordered tentatively the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some outlying areas, and resolves the Korean society’s 
misunderstanding on the implication of SCAPIN 677 on Dok-do problem.

Keywords: SCAPIN 677, Dok-do, territory, administrative separation,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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