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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냉전기 미국은 공산권 안보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

성을 제기하며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세기 미, . 21

중 경쟁 시대를 맞아 다시 국내와 미국에서 한미일과 한일 안보협력에 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최인접국으로서 적지 않은 외교. ·

안보적 협력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냉전기 동안 한일 ,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해서 나타나며 협력과 갈등이 번갈아 나타, 

났다 그렇다면 한일 간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안보협력의 필연성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이나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언제 그리고 왜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이 발생하는가? ? 

냉전기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  

론가들은 일관되게 한일 안보협력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분석하고 처방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안보협력 요구와 합리적 국가를 전제하는 동맹이론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일은 정식 동맹을 구축하지 못하고 그 현실을 이론적, 

으로 설명하지도 못했다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 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 ‘ ’
따라 한일의 방기 두려움이 나타날 때 양국이 협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인과관계 설명으로 예측과 처방의 오류가 발생하며, 

동맹 이론에서 동맹 결성의 핵심 이유인 안보위협 인식 적대게임 을 간과‘ ( )’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학계에

서 통용되는 유사동맹 모델 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현실주의 위협균형 ‘ ’ , ‘
이론 에 기반한 준동맹 모델 을 활용하여 한일 협력과 갈등 변동성을 설명’ ‘ ’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서방 지역 사례와 냉전기 동북아 사례 사이. 

에서 나타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를 주목한다 유럽에서는 하나의 압도적. 

인 안보위협 세력 소련이 있었지만 동북아에서는 소련중국 북한 등 개 적, · · 3

대세력이 있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이 각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갖는 . 

안보위협 인식이 시기별로 서로 달랐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과 이. 

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한일 관계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한일 간 안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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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인식의 대칭성을 한일 협력과 갈등의 최대 동인이자 구조적 원인으로 보

고 이를 현재화하는 근접 원인으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따른 개입 정책으, 

로 보았다 즉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대칭적일수록 한일 간 협력이 나. , 

타나며 미국이 개입하고 안보 공약을 이행할수록 협력이 촉발되었다 냉전, . 

기 한일 협력 사례와 한일 갈등 사례를 통해 검증했다.

년대와 한일 수교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 공산 ‘60 ’ 
세력의 공세 급증으로 안보위협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 

무장 도발로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졌으며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 성공으로 ,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져 한일 간 위협 인식 대칭을 보이며 양국이 협력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데탕트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비대칭적인 안보위. ‘ ’ 
협 인식을 볼 수 있다 북한이 무장 도발을 재개하면서 한국은 높은 안보. , 

위협에 노출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중국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며 중일 . , · , 

수교와 남북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 차로 . 

인해  갈등이 다시 심해졌다.

본 연구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안보 연구가 주로 서방의 강대국 간

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아시아 지역에서 비강대국 간 안보협력을 ,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여를 한다 이 연구는 한일 간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을 설명함으로써 전통적으, 

로 서방과 강대국 중심의 동맹이론을 동아시아와 비강대국 간 관계로 확장

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한일 간 협력과 갈등 관계의 동인을 파악함으로써 .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 

실천적 의미도 있다 나아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 

구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한일 관계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론 유사동맹 준동맹: , , , , 

학  번 : 2020-25254



- iii -

목     차

제 장 서론1 ···································································   1

제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1 ···········································   1

제 절 선행 연구 검토2 ··························································   8

제 절 연구 방법3 ····································································   13

제 절 논문의 구성4 ································································   13

제 장 이론적 논의2 ······················································  15

제 절 기존 한일 관계에 대한 설명틀1 ·······························   15

현실주의 이론    1. ········································································   15

역사적 심리적 접근    2. - ······························································   19

유사동맹 모델    3. ········································································   21

기타 이론    4. ················································································   26

제 절 대안 이론으로서 준동맹 모델 2 ‘ ’ ·····························  28

준동맹 모델    1. ‘ ’ ·········································································   28

사례선정과 시기 구분    2. ···························································   33

제 장 사례 연구3 ························································  39

제 절 한일 협력 사례 1 ························································  39

한일 협력 현상에 대한 설명    1. ···············································  39

사례 년대와 한일 수교 년    2. : 60 (1965-1969 ) ························  42

한일 안보위협 인식 평가와 비교       1) ·································  44

미국의 개입 정책       2) ····························································  54

소결       3) ···················································································  57

제 절 한일 갈등 사례 2 ························································ 58

한일 갈등 현상에 대한 설명    1. ···············································  58



- iv -

사례 데탕트 년    2. : (1972-1974 ) ··············································  63

한일 안보위협 인식 평가와 비교       1) ·································  67

미국의 불개입 정책       2) ························································  78

소결       3) ···················································································  81

제 장 결론4 ·································································· 83

참고문헌 ·········································································· 86

Abstract ·········································································· 105



- v -

표   목   차

표 한일 관계와 유사동맹 모델[ 2-1] ‘ ’ ··············································  22

표 유사동맹 모델 과 준동맹 모델 의 현실 전망[ 2-2] ‘ ’ ‘ ’ ·················  35

표 준동맹 모델 로 본 한일 관계[ 2-3] ‘ ’ ············································  36

표 북한의 군사비 변화 추이[ 3-1] (1959-1970) ······························  46

표 북한의 대일 무역 추이 [ 3-2] (1970-1975) ·······························  70

표 닉슨 행정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추이 단위 명[ 3-3] ( : ) ········  79

그 림  목 차

그림 현실주의와 역사적 심리적 접근의 한일 관계 전망[ 2-1] - ····  18

그림 유사동맹 모델 의 한일 관계 전망과 현실[ 2-2] ‘ ’ ···················  23

그림 한국과 일본의 적대 동맹 준동맹 게임[ 2-3] , , ·······················  33

그림 북한의 정전협정 주요 위반 건수 추이[ 3-1] ··························  53



- 1 -

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1 

한일 관계는 통상 협력보다 갈등을 연상시킨다 이런 관계는 한국과 . 

일본이 서로를 가깝고도 먼 나라 라 부르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양국은 “ ” . 

지리적으로 근접하지만 바다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 

해 한일은 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안보권역을 발전시2

키며 제한적으로 교류할 뿐 상호 경계하면서 지내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 

동아시아 패권국인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조공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반

면 세력권 밖의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못했다 또한 , . 

한일 간 뿌리 깊은 역사적 적대감으로 인한 갈등 구조가 있었다 본고의 연. 

구 대상인 냉전기에도 한일 관계는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한일 간 최인접국으로서 적지 않은 경제, ·외교 안보적 협력 유인·

이 있었고 그 결과 안보 협력의 시기도 있었다, .

사실 냉전기 내내 역사가와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한일 안보협력의 불

가능성 또는 필연성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 특수성을 

이유로 안보적 이익에 따라 양국의 안보협력 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는“ ”
데 이는 군사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경제 문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 · ·

안보 협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냉전기 한일 관계는 이러한 안보협력이나 갈

등 중 한 쪽만이 지속되지 않은 채 수시로 변화했다 따라서 본고는 한일 . 

갈등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조건에서 안보협력이 가능하고 발생했, , 

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일 갈등이 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종래의 . 

역사적심리적 설명을 넘어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 · . 

안보협력과 갈등의 동인을 이해함으로써 한일 관계사에 대한보다 객관적인 , 

설명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축적된 지식은 향후 한. 

일 관계를 전망하거나 처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기 상반기에 신흥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한 일본에게 유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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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처음으로 국권과 영토를 완전히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다 일본의 한국 . 

식민지 침탈은 오늘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식민. 

지 역사를 통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굳혔고 한국은 수천 년을 같, 

이 살아온 이웃 나라에 국가를 빼앗긴 통한을 품게 되었다 역사적심리적 . ·

접근법에 따르면 한일 안보협력은 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환경과 국내, . 

정치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안보협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본과 한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일 간 

갈등만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런 한일 . 

갈등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국제관계사에서 이러한 인접국 간 갈등과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설명된다 국가들은 수시로 인접 국가와 영토분쟁과 전쟁에 휘말렸고. , 

인접국에 대항하기 위해 그 배후국가와 동맹을 결성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 

에서는 종종 이런 국가 간 친소관계를 체크무늬가 교차하는 체스보드 

에 비유했다(chessboard) .1) 동양의 경우 먼 나라와 친하고 이웃 나라를 경 , 

계하고 공격하는 원교근공 의 외교원칙을 통해 인접국 간 갈등‘ ( )’遠交近攻
관계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체커판 외교나 원교근공 의 원칙은 통상 다. ‘ ’
극체제에서 강대국 간 세력경쟁에 적용되는 외교공식이었다 세기 이탈리. 15

아의 도시국가들 간 세력경쟁 세기 유럽협조 시, 19 (the Concert of Europe) 

대 강대국 간 세력경쟁이나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제후 간 세력경쟁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냉전기는 다극체제가 아니라 미소 냉전의 양극체제였고 자유진영에 , 

소속된 한국과 일본은 강대국이 아니라 외교안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소국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역량과 양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은 앞서 . 

언급되었던 강대국을 위한 세력균형 공식이 적용되는 상황과 달랐다 약소. 

국이자 분단국인 한국과 비무장국 일본이 주변 강대국인 소련 중국 그리, , 

고 공세적인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해 자력으로 국가안보를 지

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한일 간 동맹만으로 대륙의 안보위협에 대. 

1)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NY: Basic Books, 1997).



- 3 -

응하는 것도 크게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냉전기의 제로섬적 안보 경쟁 속에. 

서 아시아의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과 후견 동맹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

다 이런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분석과 처방에도 . 

부합한다.2) 

이러한 처방에 따라 유럽에서는 년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모여 1949

집단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collective defense) (NATO: North 

를 결성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한국전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쟁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다수의 국가들이 양자동맹을 맺는 형태로 구성되는 

소위 바큇살 동맹체제‘ (hub-and-spoke system) 가 구축되었다 냉전 초기’ . 

에 한국과 필리핀 등 일부 동아시아 반공 국가들이 범태평양 집단방위조약

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여 거부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년대부터 일관되게 동북아지역에서 한. , 1950

미일 삼자 안보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소련중국북한의 팽창을 봉쇄하고 억제하기 · ·

위해 한미일 삼자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미국은 냉전기 동. 

안 동아시아에서 안보 개입을 확대할 때 한미일 삼자 안보체제의 강화를 목

표로 한일 안보협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 과 카터 . (1969)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결정 과 같이 미군 철수를 통해 개입을 축소(1977)

할 때에도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일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확대, ·

하고 한일 간 협력을 요구했다, .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 또한 현실주의 이론가들과 같이 냉전기 ,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일관되게 한일 안보협력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분석하

고 처방했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세력균형 이론의 연장선에서 한미일 및 . 

2) 전통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주장하는 동맹 형성 및 협력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Y: W. W. Norton & Company. In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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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협력의 필연성을 제시하는 반면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반공산주의, , 

반전체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자유주의국가들이 공산권에 대항해 연

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방의 지전략가들도 가세하여 공산 대륙세력이 유라. , 

시아 대륙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서유럽국가들이 해, 

양세력 미국과 동맹할 것을 촉구했다.3) 

사실 한국도 북한과 주변 공산주의 강대국들로부터 오는 실존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하려면 대일 역사적 적대감에만 집착할 수는 없, 

다 그런데 현실적인 안보협력 요구와 합리적 국가를 전제하는 동맹이론의 .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안보관계는 정식 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협, 

력과 갈등을 오가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 . 

그렇다면 한일 간 이런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안보협력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이나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이 나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에서는 나토가 결성되었는데 동북아에서는 후? , 

견 동맹국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

이 지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양의 이론으로 설명 불가한 한일 혹은 동북? 

아만의 특수성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역사적 적대감과 한일의 관성적인 행동 국제, 

정치 이론가들은 한일의 객관적인 안보 이익을 무시한 비합리적 안보 행동, 

특히 한국의 감정적인 대응을 지적한다.4) 역사가와 국제정치 이론가 모두  

한일 적대감 또는 안보협력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한일 갈등

이 왜 반복되는지 객관적 실증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등한시했다 특히 , .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는데 한일의 안, 

보 행동을 비합리적이라 평가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

다.

3) 서방의 지전략가들이 제시한 처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 Nicholas J. 

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the United Stat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7); Brzezinski, 1997.
4)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0-27; 

Victor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June 2000), pp. 26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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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빅터 차 의 냉전기 한일관계 연구는 종래 역사적, (Victor Cha) , 

전략적 접근과 차별된다.5) 그는 냉전기 한일 간 갈등과 안보협력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글렌 스나이더 의 동맹 방기와 연루 설명 틀을 (Glenn Snyder)

이용하여 유사동맹 이란 개념을 명명하고 이를 한일관계에 , ‘ (quasi-alliance)’
적용하여 설명했다. 그는  유사동맹 을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 ’ “
지만 제 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 라 정의했다3 ” .6) 이를  

바탕으로 한 유사동맹 모델 은 한국과 일본의 후견 동맹국인 미국이 역내 ‘ ’
안보 개입을 축소할 때 한일 모두 동맹 방기 의 두려움 때문에 만연한 갈‘ ’
등 요인을 극복하고 협력한다고 설명한다.7) 그의 연구는 한일 간 안보협력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틀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한일 간, 

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변동성을 설명한다 또한 유사동맹. ‘ ’ 
모델은 냉전기 한일 간 협력과 갈등만 한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탈냉전기 , 

한일관계를 설명하거나 나아가 중동국가들 간 관계 일본 호주 관계 등 타 , , -

지역에서 비동맹국 간 안보협력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8) 

5) Cha, 2000, pp. 34-35.
6) 스티븐 월트 에 따르면 동맹 이란 (Stephen M. Walt) , ‘ ’ 개 이상의 국가 간 안보“2

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약속(a formal or informal commitment for 

을 말한다 동맹 여부를 결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or more states)” . ‘ ’ 
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외부 안보위협에 대해 상호 군사적 ( )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통상 동맹 이라 하면 안보지원 약속을 포함. ‘ ’
하는 문서가 동반되는 제도화된 안보협력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약속의 구속성과 . 

형태는 동맹조약뿐만 아니라 정치선언 공동 군사훈련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 , 

로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한일 안보협력관계도 넓은 의미의 동맹 개념에 포함. ‘ ’ 
될 수 있다 이때 한일 안보협력관계는 비공식 동맹 또는 준 동맹이라고 부를 . ( )準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일 안보관계를 기술할 때 빅터 차의 . “quasi-alliance” 

개념이 번역된 유사동맹과 동맹에 준한다는 준동맹 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 . 

Cha, 1999, p. 36; Walt, 1987, pp. 3, 12. 
7) Cha, 1999, pp. 45-54.
8) 유사동맹 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 ’ . Anna Kim, “Understanding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and Friction Through Neoclassical Realist 

Theory,” Jadavpu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4, No. 1 (2020); 

Thomas Wilkins, “From Strategic Partnership to Strategic Alliance?: 

Australia-Japan Security Ties and the Asia-Pacific,” Asia Policy, No. 20 

(2015); Tomohiko Satake and John Hemmings, “Japan-Australia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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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의 유사동맹 모델 이 과연 한일 안보 갈등과 협력 현상에 ‘ ’
대한 충분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 이에 유사동맹 모델 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판하는 논문도 다수 발표. ‘ ’ , 

되었다.9) 본 연구도 유사동맹 을 비판적으로 보완하여 한일 갈등과 안보협 ‘ ’ , 

력 관계에 대해 보다 설명력이 높은 설명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사. 

동맹 모델이 피후견 동맹국 한국 일본 과 후견 동맹국 미국 간 동맹 게임( , ) ( ) ‘
에 집중하여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기여한 반면 안보위(alliance game)’ , 

협 세력과의 적대 게임 과 한일 간 준‘ (adversary game)’ ‘ ( )準 동맹 게임 을 ’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적대 게임 과 준동맹 게임 을 바. ‘ ’ ‘ ’
탕으로 한일 간 협력과 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 서방 지역 사례와 냉전기 동북아 사례 사이에서 

나타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를 주목한다 유럽에서는 하나의 압도적인 안. 

보위협 세력 소련 이 있었지만 동북아에서는 소련중국북한 등 개 적대세( ) , · · 3

력이 있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이 각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갖는 안보. 

위협 인식이 시기별로 서로 달랐다 양국의 안보위협 인식 차이에 따라 한. , 

Cooperation i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texts,”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Issue 4 (2018); Zenonas Tziarras, “Israel-Cyprus-Greece: a 

‘Comfortable’ Quasi-Alliance,” Mediterranean Politics(Frank Cass & Co.), 
Vol. 21, No. 3 (2016); Degang Sun and Shuai Zhang, “Marriage Without 

Certificate: On Syria-Iran Quasi-alliance From the Iranian Revolution to the 

Arab Revolu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Vol. 5, No. 9 

(September 2017).  
9)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 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 연합정치가설 , “ - : - ,” 

한국정치학회 , Vol. 37, No. 3 (2003), pp. 129-150; Yoon Tae-Ryong, 『 』

Fragile Cooperation: Net Threat Theory and Japan-Korea-US Relations,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6; Kim Ji Young, “Rethinking 

the Role of Identity Factors: the history problem and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post-Cold War perio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Vol. 15 (2015), pp. 477-503; Gilbert Rozman and 

Shin-wha Lee, “Unraveling the Japan-South Korea ‘Virtual Alliance’: 
Populism and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Face of Conflicting Regional 

Strategies,” Asian Survey 신욱, Vol. 46, No. 5 (2006 October), pp. 761-784; 

희 한국조항 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 , “‘ ’ : ,” , 『 』

권 호 35 , 3 (2019b),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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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응방식도 상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의 . 

차이는 한일 관계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년대 초 한국은 북한을 주. , 1970

적으로 간주하여 북한에 대해 모든 안보역량을 투입하고자 했으며 중국으, 

로부터 견제를 받아 공산 세력에 대해 지속적인 안보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 

일본은 남북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며 북한을 한반도의 단일 위협요인으로 보

기를 거부하며 중국과는 관계 정상화까지 성공했다 나아가 한국은 종종 , . 

일본을 소련이나 중국보다 더 위험한 정치경제적 위협세력으로 보았다 일. 

본에 대한 식민지 기억을 가진 한국은 급속히 국력을 회복하고 월등한 경제

력을 가지게 된 일본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도 종종 북한발 안보. 

위협 보다는 한국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전쟁 발발과 이로 인한 한반도 전쟁 

연루를 당면한 안보위협으로 보았다 이렇듯 한국은 냉전기에 공산권과 어. 

떤 교류도 하지 않고 적대관계를 지속했지만 일본은 소련중국 북한과 지속, · ·

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했으며 양국의 공산 세력에 대한 안보위협이 대칭적, 

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안보 연구는 주로 서방의 강대국간 관

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비강대국, 

간 안보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고는 한일 안보협. 

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적대 게임 과 준동맹 게임 에 주목하고‘ ’ ‘ ’ ,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중에서도 위협균형 이론을 활용한 대안적 이론틀‘ ’ 
인 준동맹 모델 을 활용하여 미국의 피후견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과 안보‘ ’
협력의 원인과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티븐 월트 의 . (Stephen M. Walt)

위협균형 이론은 안보위협의 요소로 총합국력 거리 공격력 공격의지 등‘ ’ , , , 

을 제시했는데 이 요소들은 한일의 안보협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 

하다.10) 이 연구는 한일 간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을 설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서방과 강대국 중심의 동

맹이론을 동아시아와 비강대국 관계로까지 확장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한. 

일 간 협력과 갈등관계의 동인을 파악함으로써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실천적 의미도 있다 나아, . 

10) Walt, 1987, pp.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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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기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21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절 선행 연구 검토2 

한일 관계가 항상 한국 외교의 주요 관심사였던 만큼 한일 갈등과 협

력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들은 한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갈등 해소 . 

방안 그리고 양국 간 경제적 외교적 협력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등 , ·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한일 관계 연구에서 가장 부각되며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연구 중 하나는 한일 갈등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연구이고 이를 ,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양국 . 

간 갈등 요인을 역사적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사 전반에 , . 

대한 연구와 함께 교과서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영토 문제 야스쿠니 신, , , , 

사 방문 등으로 한일 간 갈등요소의 배경과 법률적외교적 논쟁 경과를 분·

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11) 타쿠 타마키 (Taku 

는 과거사 자체보다는 과거사를 대하는 각자의 현실과 그 현Tamaki, 2020)

실들의 충돌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국. 

11)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조양현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 , “
과거사 문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정책 연구 시리즈 호 ,” , 2016-4『 』

최은미 양면게임이론으로 분석해 본 한일 과거사 문제 년 역사교(2017); , " : 2005

과서파동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 권 호 ," , 7 1 (2011); Kevin J. 『 』

Cooney and Alex Scarbrough, “Japan and South Korea: Can These Two 

Nations Work Together?,”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35, 

Issue 3 (2008); Shogo Suzuki, “Can the ‘History Issue’ Make or Break the 

Japan-ROK ‘Quasi-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2 (June 2015); Jihwan Hwang, “Rethinking the East Asian 

Balance of Power: Historical Antagonism, Internal Balancing, and the 

Korean-Japanese Security Relationship,” World Affairs, Vol. 166, No. 2 (Fall 

2003); David Hundt and Roland Bleiker, “Reconciling Colonial Memories in 

Korea and Japan,” Asian Perspective, Vol. 31, No.1 (2007); Rozman and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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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엘리트들이 각자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현실을 구

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12) 이러한  

과거사 관련 연구들은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한일 간 협력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한일 갈등에 대한 주변국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성우

가 있다 주변국 중 미국과 북한은 한일 갈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2008) . 

가지지만 중국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냉전시기 , . 

미국이 한국에 협력할 경우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갈등수준을 감소시키며, , 

한국 또한 일본에 대해 갈등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북한의 . 

경우 한국이나 일본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나라가 상대국 각각 일, , (

본이나 한국 에 갈등적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13) 

한일 갈등 관계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종 정치사회학 이론이 

동원되기도 한다 양기웅 은 한일 갈등을 과거사 혹은 이에 대한 발. (2014b)

언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라는 단순한 설명에서 나아가 이를 구성주의 이론, 

을 통해 바라본다 그는 역사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를 바탕. , 

으로 한 발언들 또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조를 상호 구성하는 실천“
적 행위 라고 주장한다” .14) 윤석상 은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한일 갈등 (2020)

을 설명한다 그는 일본 국내 정치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정투쟁을 한일 간 . 

인정투쟁으로 치환하여 설명이 가능하며 무시와 감정적 대응이 갈등을 발, 

생시키고 증폭시킨다고 주장한다.15)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재성 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처리 과정(2020)

에서 불완전 주권국가 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국이 완전 주권국가‘ ’ , ‘ ’

12) Taku Tamaki, “It takes two to Tango: the difficult Japan-South Korea 

relations as clash of realitie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Issue 1 (2020), pp. 1-18.
13) 이성우 한일관계에 있어 갈등의 전개 특수성과 일반성의 논의 , “ : ,” (2008), 

http://jpi.or.kr/wp-content/uploads/2020/06/Seong-Woo_Yi.pdf 검색일 ( : 

년 월 일2022 5 24 ). 
14) 양기웅 한일관계와 역사갈등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연구 제 집  , “ ,” , 17『 』

호 2 (2014b), pp. 171-191.
15) 윤석상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과 한일갈등 글로벌정치연구 제 권  , “ ,” , 13『 』

호 1 (2020), pp. 73-98.



- 10 -

가 되려는 주권 게임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주권 게. 

임을 통해 한국은 남북 평화공존 공동체와 통일을 지향하며 일본은 개헌과 , 

재무장을 통해 보통국가가 되고자 한다 주권 게임의 주요 의제로는 앞서 . 

언급된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영토 문제 등이 언급되지만 주권 게임, , , 

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재군사화 방지를 추구하고 일본은 재, 

무장과 보통국가화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통일을 견제하려고 , 

한다 그런 끝없는 주권 게임의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16) 토마스 버저 는 정체성 혹은  (Thomas Berger, 2003a, 2003b, 2007)

기억의 국제정치 측면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본다 양국의 오랜 역사로 축적. 

되어온 집단적 기억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이 나타난다고 설명

한다.17) 이와 비슷하게 최은미 는 한일 양국이 서로 다른 시기를 바탕 (2018)

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일 간 인식차이가 발, 

생한다고 설명한다.18) 양기호 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2020)

란 국내적 변수가 한일 간 갈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고착화한다고 주장

한다 그는 법원 판결의 결과로 기존 역사적정치적 갈등이 통상과 안보 갈. ·

등으로까지 증폭되었다고 주장한다.19) 

한일 간 협력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경제협력의 역사와 필요성에 집중

16)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파주 한울 , : , ( : 『 』

아카데미, 2020).
17) Thomas Berger, "Power and Purpose in Pacific East Asia: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 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a), pp. 387-420; Thomas Berger, "The Construction of 

Antagonism: The History Problem in Japan's Foreign Relations" in G. John 

Ikenberry (eds.) Reinventing the Alliance: US-Japan Security Partnership in 
an Era of Change (New York: Palgrave, 2003b), pp. 63-88; Thomas 

Berger, “The Politics of Memory in Japanese Foreign Relations,” in Thomas 

Berger, Mike Mochizuki, and Jitsuo Tsuchiyama (eds.)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Bouler: Lynne Rienner, 2007), pp. 179-212.

18) 최은미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갈등의 인식차이 연구 아세아연구 제  , “ ,” , 『 』

권 호 61 4 (2018), pp. 227-258.
19) 양기호 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 , “ :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제 권 호 ,” , 51 10 (2020), pp.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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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현진 과 조양현 은 한일 간 협력이 양국의 경제적 . (2011) (2015, 2017)

이익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0) 즉 한일 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 

이익이 큰 시점에는 파급효과 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spillover effect)

과 평화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 와 손기섭. (2006)

은 상호의존성과 체제 유사성을 이유로 한일 간 협력이 발생한다고 (2009)

설명한다 특히 양국 모두 미국이라는 동맹을 공유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 

의와 가치를 공유하여 가치기반동맹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1) 

고모다 마유미 는 한일 간 북한에 대한 공통의 안보위협 인식으로 인(2013)

해 안보협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래의 빅터 차 우승지. (1999), 

의 연구와 달리 한일 안보협력이 미국의 안보 공약 여부가 아닌 양(2003) , 

국의 위협인식에 따른 독자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22) 최희식 은 빅 (2016)

터 차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한일 갈등요인에 대한 회피로 상호불. 

신과 체제 마찰이 생겼지만 미국과의 유사동맹적 관계를 통해 갈등을 극복, 

했다고 주장한다.23)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연구로 빅터 차

의 (1999) 적대적 제휴 가 있다 빅터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 『 』

차는 후견 동맹국인 미국의 동북아 안보 개입 또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하 

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 연루와 방기 두려움에 주목하며 그로 인해 한일 안

보협력 또는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유‘

20) 이현진 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 협력의 논리 한일정기각료회의  , “1960 :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 집 조양,” , 38 (2011), pp. 287-325; 『 』

현, 2015, pp. 1-22 조양현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과거사 문제 국; , “ ,” 『

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정책 연구 시리즈 호 한국, 2016-4 (2017) , pp. 』 』

1-23.
21)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의 역학과 전망 냉전기의 다이너미즘과 탈냉전기에서 , “ : 

의 구조변용 김영작 이원덕 편,” · ,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파주 한울아카( : 『 』 

데미, 2006); 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 결정 년 일본의  , “ : 1981-1983

대한국 정부차관,”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 49 1 (2009), pp. 305-328.『 』
22) 고모다 마유미 , 한일 안보경협 분석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박사논‘ ’ : , 『 』

문 고려대학교, , 2013 우승지; Cha, 1999, pp. 45-58; , 2003, pp. 131-132.
23) 최희식 전후 한일 관계 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서울 , 70 : ? ( : 『 』 

선인, 2016).



- 12 -

사동맹 이라 규정하고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글렌 스나(quasi-alliance)’ , 

이더 의 안보 딜레마 및 동맹 연루와 방기 개념을 활용했다(1984) .24) 빅터  

차의 저술과 논문은 한일 관계에 대한 종래의 역사기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

국제정치 이론을 이용하여 한일관계와 그 변동성을 설명하여 유의미하다.

한편 빅터 차의 연구가 크게 주목받는 만큼 다양한 비판도 받았다. 

우승지 는 차의 논문이 사례 선정에 있어 시기 구분이 잘못되었을 뿐 (2003) , 

아니라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도 잘못 선택했다고 비판한다 우승지. 

는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 미국의 개입 수준과 한일 지배연합의 

변화라는 두 개 변수를 통해 한일 협력과 갈등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독립. 

변수 중 하나인 미국의 개입 수준 은 빅터 차의 독립변수와 반대로 작용하‘ ’
여 미국이 동북아 안보 개입을 증대할 때 한일 안보협력이 발생한다고 분, 

석했다 그는 국내정치 변수에도 주목하여 한일 간 집권세력의 성향과 이익. 

이 일치할 때 한일 안보협력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25) 신욱희 도 구 (2019)

조적 요인이 되는 미국 변수 외에도 일본의 정책 변수를 비롯한 하위 주체

들의 변화 복잡성에 따라 한국조항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빅터 차의 연구. 

가 한국과 일본의 행위자로서의 주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6) 

윤태룡 은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을 비판하며 한일 안보협력 관계(2013) , 

를 설명할 때 동맹 방기와 연루의 공포에 더해 적대국과 억지 실패 공포, , 

동맹국 간 독립 상실 공포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7) 쇼고 스즈 

키 는 미국의 불개입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관계(Shogo Suzuki, 2015)

가 최악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방

식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한일 과거사로 인해 준동맹 . 

관계가 망가졌다고 평가한다.28)

 

24) Cha, 1999, pp. 2-3.
25) 우승지 , 2003, pp. 130-131.
26) 신욱희 , 2019b, pp. 1-26. 
27) Tae-Ryong Yoon, “Balance of Fear Theory and Korea-Japan-US Relations, 

국제관계연구1945-53,” , Vol. 18, No. 2 (2013), pp. 165-195.『 』
28) Suzuki, 2015, pp. 201-215.



- 13 -

제 절 연구 방법3 

본 연구는 각종 동맹 이론 및 한일 간 안보 위협과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사례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안보 , 

협력과 갈등관계의 동인을 찾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 

구를 위해 한국 일본과 미국의 년대 정부기록물을 중심으로 문헌연, 60-80

구를 진행한다 한일 간 안보협력과 갈등 현상 그리고 한일의 소련중국 북. , · · ·

한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 대미 안보 공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비교, 

한다 이를 위해 차 자료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 고위급 인사의 연설. 1 , 

문과 발언 각종 고위급회담 발표문 신문 등과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자, , 

료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차 자료로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연구한 . 2 ,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또한 한일 안보 협력과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 틀을 . 

재구성하기 위해 동맹과 안보협력에 대한 각종 국제정치 이론을 심층 분석

한다. 

알렉산더 조지와 앤드류 베넷(Alexander George and Andrew 

이 지적하듯 단일 사례 연구는 선택편향과 과잉일반화의 위험이 Bennett) ,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인식 변화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일 관계를 비교하는 

사례 비교연구를 진행한다.29) 특히 냉전기 한일 안보 협력이 나타난 사례와  

갈등이 나타난 사례를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 절 논문의 구성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한일 간 안보협력과 갈등. 2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기에 앞서 한일관계를 비롯한 

준동맹 관계와 동맹관계의 형성과 쇠퇴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과 분석을 

비판적으로 토론한다 한일 간 안보 협력 및 갈등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 

29)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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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역사적 심리적 접근 유사동맹 모델 과 여타 이론들을 검토하고 비판적, - , ‘ ’
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절에서는 위협균형 이론에 근거한 대안적 . 2

이론으로 준동맹 모델 을 제시하고 한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 ’ , 

변수와 가설을 제시한다. 

장에서는 대안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일 안보 협력 및 갈등 사례들을 3

검토한다 한일 안보협력 사례인 한일 수교 년 와 갈등 사례인 . ‘ (1965-1969 )’
데탕트 년 를 검토하여 한일 간 위협인식 대칭성에 따라 나타‘ (1972-1974 )’
난 양국의 협력 및 갈등 관계를 분석한다 한일 수교기에 한국과 일본의 대. 

북 위협 인식이 일치하여 나타난 양국의 협력과 데탕트 때 양국의 위협 ‘ ’ 
인식 비대칭으로 나타난 안보 갈등을 주목하여 한일의 안보위협 인식 차이

와 한일 협력 여부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이 주장한 한일 간 비공식 준동맹4

관계의 설명 틀과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요약 정리한다 또한 냉전기 한. 

일 안보협력 및 갈등의 동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 의미와 한일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얻는 정책적 함의를 제기한다 빅터 차의 이론에 따르. 

면 년 미중 전략경쟁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 2020

강조하는 것은 한일 갈등을 촉발하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본고가 제기한 . 

주장에 따르면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일치하고 미국의 안보개입이 증, , 

가하면 오히려 한일 안보협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이런 상, 

반된 처방과 예측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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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논의2 

냉전기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강력한 외부 위협들을 공유

하는 등 다양한 협력 요인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갈등 요인과 동맹 . 

저해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때때로 안보협

력이 발생했다 이런 한일 간 안보갈등과 안보협력 관계는 정책적 관심과 . 

더불어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장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및 . 2

갈등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과 설명 틀들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 

있는 현실주의 역사적심리적 접근 이론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 · , ‘
과 기타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quasi-alliance)’ . 

으로 현실주의 위협균형 이론을 활용하여 한일 간 준동맹 관계를 설명하‘ ’ 
는 준동맹 모델 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제 절 기존 한일 관계에 대한 제이론과 설명틀1 

현실주의 이론1.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현실주의 세력균

형 이론이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 , 

국제사회는 무정부성이 최대 특징으로 개별국가들은 국력과 외교 안보적 수·

단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때 자력으로 안보 .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공통의 안보위협국을 상대로 

하는 동맹을 맺는 것이 최선의 생존책이다.30) 이런 현실주의 관점에서 자 

력으로 안보를 지킬 수 없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은 자신의 객관적 안보이

30) Waltz, 1979; Walt, 1987;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January 1978), pp. 1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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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무시한 비합리적 행동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냉전기 공산세력 소. 

련 중국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했고 미국을 공동의 후원 동맹국, , 

으로 두고 있어 한일 간 안보 협력은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동맹 행위가 된

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

전통적인 현실주의 세력균형 이론은 국가 간 세력 힘 의 크기에 따라 ( )

동맹 현상을 설명한다 세력균형 이론은 국가들이 외교안보 자율성을 지키. 

기 위해 최강국에 대한 편승보다는 이에 대한 균형 전략을 선호한다고 주

장한다.31) 이때 동북아 지역에서는 소련 중국과 북한 등 강력한 안보위협 , 

국가에 대항하는 한일 간 동맹이 예상된다 케네스 월츠 는 . (Kenneth Waltz)

국제정치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에서 국제체제 수준에서 』

설명하는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을 제시하며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국익, 

을 최우선 목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세력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32) 

월츠는 국가들이 세력경쟁을 위해 내적 균형 또는 외(internal balancing) 

적 균형 전략을 제시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부국(external balancing) , 

강병을 통한 내적 균형만으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 

양국이 외부 거대 세력인 미국과 동맹하고 이와 더불어 한일 간에도 협력, 

하는 외적 균형은 당연한 안보전략이 된다. 

스티븐 월트 는 월츠의 세력균형 이론을 비판하(Stephen M. Walt)

며 위협 불균형에 의해 동맹이 맺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총체적 국(threat) . , 

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 (aggregate power), (geographic proximity), 

능력 과 인지되는 공격 의도 를 복합(offensive power) (aggressive intentions)

적으로 계산한 위협인식 을 바탕으로 국가들은 덜 위협적(threat perception)

인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는 위협균형 이론을 제시한 (Balance of Threat) 

것이다.33) 이는 월츠의 세력균형 이론보다 복합적인 위협 을 기준으로 동 ‘ ’
맹 행위를 설명하며 위협 의도와 인식 그리고 국가정체성을 고려하는 등 , , 

관념적 요소도 고려하는 차이를 지닌다.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한일 양자가 복합적인 위협의 계산을 통해 협, 

31) Waltz, 1979.
32) Waltz, 1979, pp. 103-116.
33) Walt, 1987, pp.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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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국. , 

북한과 매우 근접하며 소련의 군사적 위협도 직접 미치는 거리에 있다 이 , . 

외에도 전쟁 후 년대까지 북한의 국력이 남한보다 컸다는 점6.25 1970 34), 

소련 중국과 북한의 공세적 공산주의 위협에 직접 대면해야 했다는 점과 , 

한국과 일본의 대북 위협인식이35)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합리적인 위협균형 이론의 예측이었을 것이다.

국가들 간 동맹 형성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월츠의 세력균형이론과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은 이와 같이 냉전기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동맹 구축을 전망하고 처

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주의 이론들의 설명이나 예측은 냉전기 한국과 . 

일본의 안보 협력의 부재와 나아가 양국 간 갈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산. 

주의 팽창 위협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안보위협 인, 

식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한일 간에는 국내 변수와 역사적 적대감 등 동북아와 한일 간의 특. 

수한 관계의 영향력이 큰데 월츠와 전통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 

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의 행동이 국가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만 

간주되었다. 

34) 윤순갑 남북한의 경제력과 통일 정책의 변화 냉전기의 상대적인 경제력을 중 , “ : 

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 권 호 ,” , 13 1 (2005), pp. 27-53.『 』
35) 남한의 경우 냉전기 북한의 침략에 대한 위협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북한의  , , 

직접적인 대남도발 및 침투 사례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북한 무장공. 

비 청와대 기습 기도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아웅산 묘역 테러 (1968), (1975), 

사건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냉전기 초기에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직접적(1983) . , 

인 공격 위험보다는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 

년대 일본인 납북사건 발생하고 북한이 적군파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1970-80 , 

북한에 대한 위험인식이 커졌다 나아가 공산주의 세력이 안보 동맹을 구축하고. ,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안보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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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1] 현실주의와 역사적 심리적 접근의 한일 관계 전망 -

출처: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의 을 재구성하고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8

현실주의와 역사적 심리적 접근 전망을 추가하여 정리함- .

빅터 차도 현실주의 이론이 한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한일 관계, 

가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실과 이론의 간극

이 크다고 지적한다.36) 하지만 빅터 차가 설명하는 현실주의 전망도 적절 

하지 않다 그는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양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계. 

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림 에서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 2-1]

한일 협력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37) 하지만 년 한일기본조약 이후 한 1965

국과 일본이 동맹 후견국인 미국과 협력하고 공동의 위협 세력인 공산주의 

진영 소련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지속적인 한일 안보협력의 모습을 , 

보인다는 것이 더 적절한 현실주의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

대일 위협 북중 우호조약 과 중국의 첫 핵실험 등 공산주의 공, (1961) (1964) 

36) Cha, 1999, pp. 17-18.
37) Cha, 1999,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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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급증을 고려했을 때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한일 간 점진적인 협력 보다

는 한일 수교 이후 지속적인 협력 유인이 더 컸을 것이다.

위협균형 이론은 세력균형 이론이 제시하는 물질적인 측면 외에도 한

국과 일본의 안보 위협인식이라는 관념적 요소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공, 

산주의 위협에 대해 양국이 협력과 갈등 모두를 보인 점을 설명하지 못한

다 특히 현실주의 전망과 달리 한일 간에 나타난 안보협력의 부재를 넘어 . 

양국 간 갈등까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 

양국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역사적 적대감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일 양국 , 

간 위협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 경쟁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 

즉 한일 대 외부 위협의 대립 구도로만 한일 간 협력 유인을 주목했으나, ,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주목하고 연구해야한다 이에 적대 게임. (adversary 

을 통해 적대세력과 균형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game)

일 양국관계의 동학에 주목하기 위해 준동맹 게임 도 고려되고 설명되어야 ‘ ’
한다. 

역사적 심리적 접근2. ·

한일 관계 연구에서 역사적 심리적 접근은 한일 간 갈등 현상의 지속·

성을 설명하고 안보협력의 불가능성을 제기한다 대다수 동아시아 지역 연. 

구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외부 안보위협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로 역사적 적대감을 지적한다 이는 한. 

일 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인데 식민지 침탈 , 

경험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인한 , , , 

한일 간 적대감과 불신으로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38)

38) Gilbert Rozman, “U.S. Strategic Thinking on the Japanese-South Korean 

Historical Dispute,” in Gilbert Rozman (eds.) U.S. Leadership, History, 
Bilater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 143-169; Berger, 2003b, pp. 63-88; Akira Tanaka, “Japan 

and Korea-Relations between Two Peripheral Cultures,” Japan Quarterly, 

Vol. 28, Issue 1 (1981), pp.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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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한일과 동북아 지역의 

갈등이 있다 한국과 지역 패권을 두고 벌어진 중일 패권 경쟁과 일본 제국. 

주의로 인해 한국의 대일 인식과 역사적 적대감은 악화되었다 많은 연구들. 

이 역사적 적대감 심리적 장애물 한일 간의 감정을 주요변수로 설명하는 , ,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를 한국이 자신의 고유한 안보 국익을 무시하

는 과거 지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한다.39) 예를 들면 빅터 차 , 

는 한일 관계의 독특한 심리적 장애물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한일 간의 “ ”
일상과 같은 불신과 멸시 라“ (daily atmosphere of distrust and contempt)”
고 표현하며 현실주의자들이 이러한 한국의 대응을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 

설명한다고 덧붙였다.40) 하지만 이는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자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

다.

물론 이런 과거사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설명 방식은 현상의 인과관

계를 설명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현상에 대한 기술 에 그치는 경향이 ‘ ’ , ‘ ’
있다 그런 점에서 가설을 세우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 , 

이론이 되지 못하고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 . 

계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불신과 멸시의 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보지 못

함으로써 그 대응책도 찾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 

적대감이나 심리적 장애물은 다시 생각하면 양국의 전쟁사 갈등사와 오랜 , , 

불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은 인접 국가로서 크고 작은 경제적 외교적 분쟁에서 민·

족의 생사를 좌우하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길고 깊은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에 양국은 언제든지 상대국가가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협인. 

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사동맹 체제나 현실주의에서 얘기하, 

는 단순한 동맹 형성이 어려워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 , 

의 조선 침략과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등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 )豊臣秀吉
과거사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 또는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과 “ ” 

39) Cha, 1999, p. 37; Rozman, 2011, pp. 143-169; Berger, 2003b, pp. 63-88; 

Tanaka, 1981, pp. 30-38.
40) Cha, 199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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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국가화를 항상 경계한다 나아가 . 한국은 한일 협력 시 일본의 월등한 

국력에 의해 일본에 종속되어 외교 경제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수 , ·

있다는 두려움을 지닌다 이는 동맹 이론에서도 언급되는 보편적 두려움인. 

데 냉전기 한일 간 현격한 국력 차와 한국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당연하, 

게 나타난 합리적인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일본도 한국에 대한 안보 우려가 있다 일본은 . 한국이 아시아로 통하

는 통로인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의 심장을 향한 단검 이 될 수 있다는 점“ ”
에서 실체적인 위협을 느낀다 특히 통일 한국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냉전. , 

기 내내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통해 한국 통일을 견제하기도 했다 일본은 . 

한국의 통일만큼이나 남북 갈등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남북 간 세력의 . 

균형은 갈등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낮지만 균형이 깨질 때 일본이 , 

한반도 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간 역사적 감정과 불. 

신을 막연하게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한일과 동북

아 지역에서 축적된 역사적 위험인식이라는 주요 동맹 저해 요소를 간과하

는 것이 된다. 

유사동맹 모델3. 

빅터 차는 그의 저서 적대적 제휴(Alignment Despite Antagonis『

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와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검증 가능한 m)』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새로운 이론 틀로 유사동맹, ‘ ’41) 모델을 제시했 

다.42) 한국과 일본의 공동 적인 소련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 

과 한일의 공동 동맹국이자 후견국인 미국이 있어 안보협력의 유인이 있지

만 역사적 적대감으로 동맹 장애 요인이 있어 법적인 동맹을 체결하지 못, , 

41) 유사동맹 이란 한국과 일본같이 공동의 동맹 후견국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동맹을 유지하지 않는 두 국가의 상태를 뜻한다 특히 빅터 차는 두개의 상대적. “
으로 약한 국가가 외부 위협과 강대국인 후견국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동맹 방애

물 역사적 적대감 의 영향을 받는 상태 로 한일 관계를 정리한다( ) ” . Cha, 1999, p. 

36.
42) Cha, 1999, pp. 36-38,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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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인 유사동맹 을 위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quasi-alliance)’ . 

구체적으로 차는 한일 유사동맹의 실제 안보협력 행태 변화의 인과적 

결정 요인을 글렌 스나이더의 동맹게임에서 방기 와 연루(abandonment)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한다(entrapment) .43)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갈등 

의 관계를 가지며 한국과 일본 양국이 느끼는 연루와 방기의 복잡성에 따, 

라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44) 정리하자면 빅터 차는 한국과 일본이 동, 

맹 후견국인 미국으로부터 방기당하는 두려움을 공유하고 일본은 한국의 , 

전쟁에 연루될까 견제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루와 방기의 두려. 

움이 미국의 아시아 개입과 불개입 공약 에 따라 나타난다고 (commitment)

설명한다.45) 즉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할 때 한국과 일본은 연루와 방 , 

기에 대한 비대칭적 인식으로 양국이 갈등을 겪으며 미국이 불개입을 선언, 

하며 안보 공약을 저버릴 때 한국과 일본은 대칭적 방기 위협 때문에 협력,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아래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냉전. [ 2-1] , 

기 개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4 .

43) 연루 는 동맹국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혹은 아예 공유하지 않음에도  (entrapment)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갈등에 휘말리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동맹을 약속할 시에 나타나는 반면 방기 는 동맹국이 동맹으로서, (abandonment)

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동맹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Cha, 1999, pp. 2, 37-40;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Glenn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Issue 4 (July 1984), pp. 461-495; 

Glenn Snyder,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1 (1991), pp. 121-142. 
44) Cha, 1999, pp. 45-46.
45) Cha, 1999, pp.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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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 한일 관계와 유사동맹 모델‘ ’
출처: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01.

그림 [ 2-2] 유사동맹 모델 의 한일 관계 전망과 현실 ‘ ’
출처: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의 을 참고하여 재(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8

구성. 

시기 연루 방기 구조/ 결과

닉슨 독트린
(1969-1971) 대칭적 방기 협력

데탕트
(1972-1974) 비대칭적 연루 방기/ 갈등

베트남전과 
카터 행정부
(1975-1979)

대칭적 방기 협력

레이건 정권
년대(1980 ) 비대칭적 연루 방기/ 갈등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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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 은 많은 의의를 지닌다 한일 관계에 대한 ‘ ’ . 

기존 연구들이 역사적기술적 분석에 그쳤으나 빅터 차의 모델은 한일 관· , 

계를 설명하여 이론화하고 기존 구미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화 작업을 동아, 

시아로 확장했다는 의미도 지닌다.46) 또한 기존 현실주의 이론과 역사적 -

심리적 접근은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변동성 보다는 갈등 혹은 

협력만을 설명하는 한계를 지녔었지만 유사동맹 모델은 그 협력과 갈등, ‘ ’ 
의 변동 역학을 설명했다.

하지만 유사동맹 모델은 적대 게임 과 준동맹 게‘ ’ ‘ (adversary game)’ ‘
임 을 배제하고 후견 동맹국과의 동맹게임 을 변수로 한일 ’ ‘ (alliance game)’
간 협력과 갈등의 변동을 설명하는 바 한계를 지닌다 이 외에도 빅터 차, . 

는 한일 갈등 요인을 주로 한국인의 대일 역사적 적대감과 국내정치의 개

입 탓으로 설명하며 이를 감정적 이거나 비합리적 이라고 설명한다, “ ” “ ” .47) 

특히 미국의 강한 방위공약은 한일의 안보 무임승차로 안보 무책임의 자“
유를 준다 양국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양국관계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 

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더욱 낮고 양자적 적대관계를 국내정치적 목적으, 

로 이용할 유혹이 더욱 크다”48)고 하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감정적 대응

과 비합리성을 삼국 안보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객관적 안보 이익 그리고 한일 간 역사적 경험, 

과 지정학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보 위협인식을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 간 대북 정책의 불일치 안보 위협 인식의 불일치 한국의 , , , 

한일 협력 시 일본의 국력에 의한 대일 종속의 두려움 일본의 보통 국가, 

화 두려움 등의 위협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놓친 것이다. 

둘째 유사동맹 모델은 한일 협력과 갈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 ‘ ’ 
된 설명으로 잘못된 예측과 처방을 제시한다 빅터 차는 탈냉전기 미국의 . 

안보 공약 약화를 전망하고 이때 한일 간 대칭적 동맹 방기 두려움으로 인, 

한 안보협력 강화를 예측했다 그리고 한일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 점진적 안보공약 감소 를 제시했다 실제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공약 약“ ” . 

46) Cha, 1999, p. 37
47) Cha, 1999, p. 2.
48) Cha, 1999,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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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후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이때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는 한일 , 

갈등을 오히려 촉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유사동맹 모델은 한국과 일본의 ‘ ’ 
외교안보 자율성 혹은 행위자 로서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agent)

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외교적 자율성을 . , 

발휘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1948-1960)

하고 인접해양접근선 해양선 을 발표하고 한미상호방위원조협력 및 ( ) (1950)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가졌다 박정희 ( )(1953) . 

대통령 시기 에도 베트남전 참전 과 핵확산금지조약(1963-1979) (1966) (NPT: 

서명 등을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68) 

대미 협상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 원조 및 경제 원조를 확보하는 

등 행위자로서의 자율성을 보였다 일본 또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일본 . 

산업 및 경제 전반 재건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 구축을 위해 경제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요하는 취약한 피후견국의 위치를 탈피하

며 행위자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했다, .49) 빅터 차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자율성을 간과한 채 한일 간 협력과 갈등을 미국의 대외정책에 의해 수동, 

적으로 나타나는 한일 간 방기와 연루의 두려움에 의한 행위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사동맹 이론은 유럽의 소련에 대한 공통된 안보위협 인

식에 대응하는 나토 모델을 참조했는데 이는 동북아의 복수 적대 국가에 , 

대한 양국의 안보 위협인식이라는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 

북한중국 소련 등 복수 적대국가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 안보위협 인식 차· ·

이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 

위계적 양자 관계의 군사동맹들이 형성되었다.50) 하지만 유사동맹 모델은 ‘ ’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을 보이는 적대 게임 과 준동맹 ‘ (adversary game)’ ‘
게임 을 배제하고 후견 동맹국과의 동맹게임 을 변수로 한’ , ‘ (alliance game)’

49) 신욱희 ,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 영향 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 , ( : , 『 』

2019a), pp. 101-102.
50) 김학재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회 , “ : 

학 신욱희 권헌익 엮음,” , ,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 : 『 』 

화원, 201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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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 협력과 갈등의 변동을 설명하는 바 한계를 지닌다, . 

기타 이론4. 

앞서 언급된 이론들 외에도 한일 간의 협력 혹은 갈등을 전망하는 다

양한 이론들과 연구들이 있다 우선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국가 간 체제와 . 

가치의 동질성을 이유로 협력을 전망한다 특히 국가가 단일 이익이 아닌 . 

특정한 집단 혹은 연합들 사이의 권력 분포와 상호 작용에 의해서 국가들

이 동맹을 맺는다고 설명한다.51)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양국 모두 미국의 동 , 

맹국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들을 수호하고

자 가치 기반 동맹을 형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력을 할 유인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상호적으로 높은 경제적 의존도는 국가 간 협력 동인을 . 

가지게 한다고 본다.52) 

그런데 한일의 경우 년 수교 이후부터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1965

금 명목의 경제지원을 받았고 상호 경제의존도가 늘었지만 한일 간 갈등은 ,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년대 교과서 분쟁으로 갈등이 오히려 심1980

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설명은 한일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한국. . 

과 일본은 미국이라는 후견 동맹국이 있고 양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 

주의 경제 체제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감소하지도 안보협력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51)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NY: 

HarperCollins college, 1989); Zeev Maoz and Bruce Russett,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3 (September 1993), pp. 624-638; 

Bruce Russett, “Can democratic peace be built?,”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8, Issue 3 (1993), pp. 277-282. 

52) Michael J.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2 (1983), pp. 323-353;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Liberalism Revisited,” in John Dunn(ed.), The Economic Limits 
to Modern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65-194; Keohane and Ny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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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을 국내정치 변수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예. 

를 들면 양국의 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시점에는 다른 분야에서, 

도 협력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이다.53) 또한 이와 같이 개인 단위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을 주목하며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 

었다는 연구도 있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성향과 경험에 . 

따라 국가 정책과 나아가 한일관계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한다.54) 

또한 한국과 일본의 집권세력 연합의 변화와 미국의 지역개입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개입 연합정치가설 이 있다 이는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적 “ - ” . 

변수를 같이 고려한 연구로 양국의 집권세력 간 정치적 이익과 정책의 일치

도에 따라 협력의 증감을 설명한다.55) 특히 한일  반공보수 친미 세력의 연· ·

대 시 안보협력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한일 갈등에 대한 주변국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성우 가 있다 중국은 한일 갈등에 (2008) .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지만 미국과 북한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가진, 

다고 한다 특히 냉전시기 미국이 한국에 협력할 경우 일본이 한국에 대한 . , 

갈등수준을 감소시키며 한국 또한 일본에 대해 갈등수준을 감소시킨다는 , 

결과를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 , 

그 나라가 상대국 각각 일본이나 한국 에 갈등적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 )

다.56) 하지만 이들은 국내정치 변수에 집중한 결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 

피후견 동맹국으로서 자율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문제를 지

닌다. 

53)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2 (1988), pp. 427-426; 

Bruce Bueno de Mesquita,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6 (2002), pp. 637-642.
54)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2009, “ ,” 일본연구논『

총 제 권, 29 , pp. 59-83.』
55) 우승지 , 2003, pp. 129-149.
56) 이성우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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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대안이론으로서 준동맹 모델2 ‘ ’

준동맹 모델1. ‘ ’
본고에서 말하는 준동맹 관계 는 안보위협 인식의 낮은 대칭성 동맹 ‘ ’ , 

연루의 두려움 자율성 독립성 상실의 두려움 등 각종 동맹 장애, ( ) (alliance 

요인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동맹 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채 공통hindrance) , 

의 후견 동맹국을 매개로 한 느슨한 비공식적인 안보 협력을 의미한다 즉. , 

준동맹 관계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더라도 동맹에 준하는 관계 를 뜻하“ ”
며 안보 협력은 군사 협력에 한정되지 않는 정치, ·경제외교 전반의 협력을 ·

이미한다 바큇살 동맹체제에서 바큇살 간의 안보협력 관계와 같은 한국 일. -

본 일본 호주 한국 호주 일본 나토 유럽회원국 간의 안보협력관계 등이 , - , - , -

준동맹에 해당된다.57) 

빅터 차가 제시한 는 한글로 유사동맹 이라 번역되어 “quasi-alliance” ‘ ’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보협력을 위해 맺은 공식적인 합의인 동맹이 아님“
에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의사의 라는 뜻을 내포한다 하지만 준동” “ ” . ‘
맹 은 표면적인 것이 아닌 정식 동맹이 아닐 뿐 동맹에 준하는 동맹 행위라’
는 점에 강조점을 두며 공식 동맹부터 제휴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동맹 행, 

위를 상정하여 본다.

전통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역사적 접근은 각각 한일 간 협력 

또는 갈등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 하지만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변화하는 . 

한일 관계와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 , ‘ ’
은 한일 간 협력과 갈등의 변동성을 설명하고 이론화했다 하지만 앞서 지. 

적했듯이 그의 이론도 한일 협력 갈등 현상과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 ·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그는 탈냉전기 미국의 역내 안보공약이 . , 

약화되면 한일은 공통의 방기 위협을 느끼고 양국 간 안보협력이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과 달리 실제 탈냉전기 한일 관계는 계속하. 

여 악화일로에 있다 이외에도 그는 적대 게임 을 상수화하여 배제하고 후. ‘ ’ , 

57) 조양현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적 인식과 한국 외교 ,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

연구소 정책 연구 시리즈 호 2015-23 (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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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동맹국인 미국과 동맹 게임 만으로 한일 간 협력과 갈등의 변동을 설명‘ ’
하려고 했다 이러한 설명은 이론의 간결성 을 추구한다는 점에. (parsimony)

서 바람직하지만 한일 관계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관계를 비롯한 준동맹 관계들을 설. 

명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현실주의로 돌아가 위협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 

대안적 설명 틀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위협균형 이론은 안보위협 인식에 따라 동맹 현, 

상을 설명하는데 안보위협은 총합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역, , , 

량 인지되는 공격의도 등 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4 .58) 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륙의 공산주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거리 안보, , , 

위협국의 총합 국력 공격적 군사 능력과 공산진영의 공격의도를 감안하여 , 

위협수준을 계산하고 자신의 안전보장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위협균형이론과 안보위협 인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과 일본이 다수의 위협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력균형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는 공산주의 국, 

가들의 국력에 대응하여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과 . 

일본은 각자의 위협 국가들의 물리적 역량과 군사력의 증강과 같은 객관적 

요소 뿐 아니라 위협 국가들의 의도와 이에 따른 각국의 위협 인식 정도“ ” 

를 고려한다 동 시대 유럽의 경우 소련이라는 유일하고 고도로 위험한 안. , 

보위협 세력이 있었다 따라서 서유럽국가들은 주변국과 역사적 적대감은 . 

제쳐 놓고 새로운 거대 안보위협에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 

만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수의 안보위협 세력을 마주했으며 이들에 , 

대한 양국의 안보위협 인식이 같지 않았다 이에 유럽에서 나토와 같은 집. 

단 안전보장 체제 혹은 동맹 형성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던 세력균형 이론

은 동북아에서 설명력과 예측력이 떨어진다 본 나토 형성 사례를 참고한 . 

유사동맹 모델 또한 같은 한계를 지닌다 즉 유럽에서는 당연하게 설명되. , 

던 이 이론을 바탕으로 예측했던 한미일 집단방위동맹 또는 한일동맹은 실

현되지 않았다.  

58) Walt, 1987, pp.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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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은 위협균형이론이 강조한 복합적 안보위협 요소와 위

협인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한일 간 준동맹 현상을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 

성 혹은 일치성 여부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유사동맹 모델이 상수로 간. ‘ ’ 
주하여 간과됐던 안보위협세력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적대 게임 을 한일 간 ‘ ’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와 세력경쟁을 고려한 적대 게임 과 준동맹 게임 을 ‘ ’ ‘ ’
바탕으로 한일 갈등과 협력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한일 . 

간 안보위협 인식 차이 여부 대칭성 를 한일 협력과 갈등의 최대 동인이자( ) , 

구조적 원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 구조적 원인을 현재화. (顯在化 하는 미국)

의 안보공약 동맹 개입 불개입 을 촉발적 근접 원인 으로 ( / ) , (proximate cause)

제시한다.

여기에서 한일 준동맹국 간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 혹(symmetry) 

은 일치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안보위협 인식 변수는 앞서 언급한 . 

왈트의 안보위협 개념을 활용한다 이는 세력균형론이 동맹 형성의 독립변. 

수로 간주하는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의 경성파워 외에도 지리적 근접성과 

상대국의 공격 의도에 대한 인식도 포함한다.59)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치도 준동맹 게임에서 고려해야하는 변수로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도 국내정치 변수를 독립 변수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는 국내, 

정치 변수가 앞서 언급된 안보위협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과 함께 안

보위협 인식에 주는 영향에 주목한다.60) 이런 변수들을 고려한 안보위협 인 

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적대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안보위협을 느끼는지 특히 , 

양국 간 위협인식 차이에 주목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 가설을 제기한다.

준동맹국 간 상호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이 증가H1. 

하면 안보협력 가능성이 증가한다, .

59) Walt, 1987, pp. 21-26.
60) 국내정치 변수로 한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은 다음을 참조 우승지 . , 2003, 

신정화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pp. 131-133; , “ ‘ ’,” Jpi 『

정책포럼 권 호 , 124 0 (2013), p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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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을 둘러싼 세력관계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주

변국에서 오는 안보위협을 인식한다 그런 측면에서 후견 동맹국을 공유하. 

는 한일과 같은 준동맹국들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적대적인 안보위협 세력이 단일 국가가 아닌 복수 국가일 때 이. 

런 안보위협의 인식차이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유럽의 경우 서유럽국가들. , 

은 압도적인 안보위협 세력인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 집단동

맹을 구축했다 하지만 냉전기 동북아의 경우 소련 중국과 북한 모두가 한. , , 

국과 일본에 안보위협으로 등장했고 한일이 각각 인식하는 안보위협에는 , 

큰 차이가 있었다 때로는 일본에게 남북 협력이나 남북통일이 북한이나 중. 

국의 안보위협 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되면서 남북 등거리외교

를 통해 남북을 동시에 견제했다 한일은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 , ·

국소련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공· . 

산세력과 일관되게 적대관계를 유지했지만 일본은 냉전기 내내 유연하게 , 3

개 공산국과 관계를 지속하며 안보위협을 관리하고 완화했다. 

이렇게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 일치성 이 감소하면 양국( ) , 

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감소한다 심지어 일본의 대북 대화정책과 남북 등거. 

리정책이 한일 간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한일 간 안보위협 . , 

인식의 대칭성 일치성 이 증가하면 양국의 안보협력 가능성도 증가한다 동( ) , . 

일한 안보위협 대상에 대해 유사한 안보위협 인식을 갖게 되면 위협균형 , 

이론에 따른 협력 또는 동맹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이 동. , 

일한 안보위협 세력에 대해 상이한 안보위협 인식을 갖게 되면 양국의 안, 

보협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동일 후견 동맹국을 둔 준동맹국 사. 

이에서도 안보위협 인식이 불일치한다면 안보협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지정학적 갈등이 현저한 . , ·

경우에는 후견 동맹국을 공유하더라도 공통된 안보위협 인식이 전제되지 않

는다면 안보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후견 동맹국이 피후견 동맹국 준동맹국 에게 안보H2. ( )

공약과 개입을 강화하면 안보협력이 촉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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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구 가설 은 준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간 안보협력 여부를 1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 이들의 안보위협 인식의 일치성을 제시했다 연구 . 

가설 는 이에 대한 촉발적 근접 요인 으로 후견 동맹국의 2 (proximate cause)

안보공약과 개입 수준을 제시한다 빅터 차는 후견 동맹국이 안보공약을 강. 

화할수록 준동맹국 간 방기와 연루 위험성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면 이들 , 

간 갈등이 부각되고 안보공약을 약화하면 준동맹국이 서로 방기 위험성을 , 

대칭적으로 느끼면서 안보협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61) 본 연구에서는 오 

히려 안보공약 강화와 개입 및 압박이 준동맹국 간 안보협력을 촉발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후견 동맹국 미국은 동북아 개입을 증대할 때는 정치외교. , 

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개입을 축소할 때는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 

력한 경제적 안보적 동기를 제공하며 한일 안보협력을 요구하고 중재했다, .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한일 간 안보협력과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 

로 양국의 안보위협 인식이 일치할수록 안보협력이 증가하고 불일치할수록 ,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빅터 차가 유사동맹 모델에서 주장한 . ‘ ’ 
적대세력과의 적대 게임 보다 후견 동맹국과 동맹 게임 이 유사동맹국 간 ‘ ’ ‘ ’
안보협력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스티븐 월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 ‘ ’ 
이용하여 새로운 준동맹 설명틀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는 후견 동맹국인 . 

미국의 지역개입 수준이 한일 안보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이때 빅터 차의 주장과 달리 미국이 지역개입을 강화할 때와 지역 개. , 

입을 축소할 때 모두 한일 안보협력을 촉발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61) Cha, 1999, pp.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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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3] 한국과 일본의 적대 동맹 준동맹 게임 , , 

출처: 작성자

여기서 제시한 한일 미국과 공산 세력에 대한 관계는 그림 , [ 2-3]

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소련 중국과 북한 등 안. , 

보위협 세력과 적대 게임 을 전개한다 이는 한일 간 안보협력 또는 갈등 ‘ ’ . 

여부를 설명하는 최대 변수이다 한편 후방에는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을 . , , 

맺은 후견 동맹국 미국이 존재하고 미국과는 동맹 게임 이 전개된다 다음 , ‘ ’ . 

한일 양국 간에는 준동맹 게임 이 진행된다 기존 대부분 연구는 한일 양국 ‘ ’ . 

관계를 역사적 갈등과 감정대립의 문제로 취급했지만 한일 간에도 낮은 수, 

준의 세력경쟁과 안보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동맹은 아니지만 . 

후견 동맹국을 공유하고 일정 수준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준‘
동맹 이라 부른다 이에 준동맹 게임 을 통해 양국 간 위험인식 차이와 변’ . ‘ ’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선정과 시기구분2. 

냉전기는 통상적으로 차 대전이 종료 후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2

확산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에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

개입을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 을 천명한 시점부터 소련이 해체된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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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를 말한다1991 .62) 하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도 한국이 한일 수교를  

맺은 시기인 년대 중반부터 신냉전기가 끝난 년대 말까지 약 년을 1960 80 25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고는 이 기간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관계의 변화 추. 

세와 동인을 개괄적으로 조사 분석하면서도 양국 간 안보 협력 또는 갈등 , 

현상이 특별히 잘 부각된 시기를 각각 개씩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1

설명하고자 한다 표 는 한일 외부안보 위협 인식 대칭성과 미국의 개. [ 2-2]

입 불개입 정책에 따른 시기별 준동맹 모델과 유사동맹이론의 예측을 정리/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간 외부안보위협 인식의 대칭. 

성과 미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한일 협력과 갈등 예측을 표 [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3] . 

62) 냉전기의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 2

이후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는 외교정책을 포함한 트루먼 독트린 선언 을 , (1947)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도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년 미국의 외교관 조지 . 1945 , F. 

캐넌 이 보낸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 야욕을 지적하고 이에 (George F. Kennan)

대한 대응으로 봉쇄정책 을 제안한 전보 이나 (containment) (Long Telegram, 1946)

한국전쟁 을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보는 (1950-1953)

입장이 있다. Robert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4 (December 1990), pp. 

563-564; Melvyn P. Leffler,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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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2] 유사동맹 모델 과 준동맹 모델 의 현실 전망 ‘ ’ ‘ ’
출처: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을 재구성하고 준동맹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
모델 은 직접 작성’ .

63) 빅터 차는  적대적 제휴 에서 년대를 개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1969-1980 4『 』

있지만 년과 탈냉전기인 년대에 대한 예측을 글에 포함하고 있, 1965-1969 1990

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표를 재구성했다. .

시기

유사동맹 모델‘ ’63) 준동맹 모델‘ ’

독립변수

한일의 
연루 방기 /
복잡성

종속변수

한일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한일관계
한일 

외부안보위협 
인식 대칭성 

미국 개입

1965
-1969

비대칭적 
연루 방기/

갈등 대칭 개입 강한 협력

1969
-1971

대칭적 방기 협력 대칭 불개입 약한 협력

1972
-1974

비대칭적 
연루 방기 /

갈등 비대칭 불개입 강한 갈등

1975
-1979

대칭적 방기 협력 대칭 불개입 약한 협력

1980
-1988

비대칭적 
연루 방기 /

갈등 복합( ) 일부 대칭 개입 약한 협력

1990
-2008

대칭적 방기 협력 일부 대칭 불개입 약한 협력

2008~
비대칭적 
연루 방기 /

갈등 비대칭 개입
약한 갈등
강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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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3] 준동맹 모델 로 본 한일 관계 ‘ ’
출처: 작성자 

한일 협력 사례로는 년 시기를 주목한다 냉전 초기에는 식1965-69 . 

민지 침탈과 이로 인한 한국의 대일 적대감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심각했는

데 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수교협상이 촉진되기 시작하다, 1960

가 년 한일 수교를 계기로 년대 후반까지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다1965 60 . 

한일 갈등 시기로는 미소 데탕트와 미중 화해 시기 년 를 검토하(1972-1974 )

고자 한다 즉 한일 수교 년 와 데탕트 년 사례를 . , (1965-1969 ) (1972-1974 ) 

검토함으로써 위협균형 이론을 활용한 새로운 설명 틀로 한일 준동맹 관계, 

를 분석하여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의 경우 시기를 달리 구분하기도 , 

한다 우선 빅터 차 는 연구 시대를 년에서 년대로 정하고. (1999) 1969 1980 , 

이를 다시 개 시기 년 닉슨 독트린 년 데탕트4 - 1969-1971 ( ). 1972-1974 (

와 고조된 위기 년 베트남과 카터 행정부 과 년대 레이), 1975-1979 ( ) 1980 (

건 행정부 로 나누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한다 그는 이중에서 닉슨 독트) - . 

린과 베트남과 카터 행정부 시기를 한일 협력의 시기로 데탕트와 레이건 , 

미국 개입 정책 미국 불개입 정책

한일 

안보위협 

인식 일치 

강한 협력[ ]

한일 수교1965-1969 ( )

약한 협력[ ]

닉슨 독트린1969-1971 ( )

베트남 전쟁과 1975-1979 (

카터행정부)

년대 신냉전1980-1988 (80 , )

탈냉전기1990-2008 ( )

한일 

안보위협 

인식 불일치

약한 갈등[ ]

미중 전략경쟁2008~ ( ) 

강한 갈등[ ]

미소 데탕트1972-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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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기를 한일 갈등의 시기로 설명했다.64) 한편 본 연구는 빅터 차와 동 , 

일한 데탕트와 고조된 위기 년 사례와 그가 분석에서 제외했‘ (1972-1974 )’ 
던 한일 수교 년 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승지‘ (1965-1969 )’ . 

는 미국 정책 집단의 변화에 주목하여 년을 두 개 시기로 (2003) 1965-1984

나누어 존슨 행정부와 닉슨 행정부 기간 년 과 카터 행정부와 , (1965-1974 )

레이건 행정부 기 를 각각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승1 (1977-1984) . 

지는 나아가 각 시기 내에서 일본의 연합정치의 변화에 따라 다시 구분하

여 미국의 개입정책 변화와 일본의 연합정치 변화 두 개 변수에 따른 한일 , 

협력과 갈등을 분석한다.65)  

본 연구는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 차이를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독립변수로 보기 때문에 시대 구분도 이에 맞추어 한일 양국의 안보 위협인

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시기에 맞추도록 했다 이에 본고는 한일 수교. 

와 데탕트 시기를 심층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택(1965-1969) (1972-1974) 

했다 우선 년은 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 1965-1969 1965

된 년 체제 초기시기로 빅터 차의 시기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한65 , , 

일 정치경제적 협력관계가 조성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때 미국이 한. 

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하고 압박했었고 그에 따른 성과로 

한일 수교 및 협력이 나타났다 이 사례는 빅터 차가 주장하듯이 미국이 지. 

역 개입을 증가할 때 한일 간 갈등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빅터 차가 미국의 동맹 방기로 한일 협력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는 닉슨 독트린 시기보다 강한 한일 협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66) 

64) 빅터 차는  적대적 제휴 에서 레이건 행정부 년대 때에 갈등이 복합적(1980 ) 『 』

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다(“Friction (mixed)”) . Cha, 1999, pp. 169-198, 

201.
65) 우승지 , 2003, pp. 134-135.
66) 년대 말 한일 간 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따라  1960

한일 간 협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당시 미 정찰기 격추 사건 쿠바 . U-2 (1960), 

미사일 위기 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등으로 공산주의 위협이 확산(1962) (1964) 

되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친미 반공 보수 경제를 강조한 박정희 정권과 , , , , 

사토 정권의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한일 간 강한 협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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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탕트 년 시기는 한일 간 정‘ (1972-1974 )’ 
치안보적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지만 빅터 차의 설명과 달리 설명될 , 

수 있다 이 시기는 미국의 개입으로 한일 간 비대칭적 연루와 방기 두려움. 

이 나타나기보다는 미중 화해와 미소 데탕트로 인해 안보위협이 감소하고, 

오히려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불개입이 나타난 시기이다 즉 빅터 차의 . , 

독립 변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일 간 위협인식 일치 여부로 설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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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례 연구3 

제 절 한일 안보 협력 사례1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설명1.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했지만 역사적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 

했거나 협력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세력권 내. 

에서 조공관계를 유지했고 일본은 그 세력권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국의 , 

교류도 크게 제한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임진왜란의 전쟁 참화에 더해 수시. 

로 왜구의 약탈에 시달렸고 일본은 항상 대륙세력의 침공을 경계하며 살았, 

다 사실 유사한 국력을 가진 양국이 인접했기 때문에 갈등관계가 만연했을 . 

수도 있다 동양에서는 가까운 나라를 경계하고 먼 나라와 친교하는 원교. ‘
근공 의 외교원리가 있었다 서양에서도 이웃나라와 적대하고 그 ( )’ . , 遠交近攻
배후 국가와 동맹하며 만들어지는 국제 외교관계를 흑백이 교차하는 체커‘
보드 로 비유했다 게다가 세기 전반에 발생했던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는 ’ . 20

현대 한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 한일 . 

관계 연구는 주로 한일 갈등국면을 부각시키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역사, 

적심리적 접근이 주종을 이루었다· .

그런데 냉전기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이 계속 제기

되었다 이에 더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의 논리적 . 

필연성도 제시되었다.67) 사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자유진영에 속했고 미국 , 

을 공통의 후견 동맹국으로 두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대륙의 공산세력을 . 

67) 박철희 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 안보협력의 미래, “ ,” 한국국가전략 제 권  , 4『 』

호 2 (2019), pp.117-144; 박영준 한미일 각 안보협력체제 형성의 기원 냉전, “ 3 : 

기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국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1967-68,”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 권 호 , 42 2 (2021), pp. 5-42; Victor D. Cha, “What Drives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0 Issue 2 (March 2009), pp. 69-87.



- 40 -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적인 세력경쟁과 이념경쟁에도 참가하고 있었

다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의 . , 

나토 집단방위체제와 달리 미국이 중심축이 되는 부챗살 동맹체제

가 구축되었다 이로써 한일 간 미국을 매개로 하는 준동(hub-and-spokes) . 

맹 체제와 한미일 각 안보협력체제가 가동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3 . 

년대에 걸쳐 발생한 각종 국제적 외교안보 사건은 미소 냉전을 계속 50~60

악화시켰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식민지 경험이 생생한데다 이승만 대통령. 

의 완강한 반일정책으로 한일 관계는 갈등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한미일 , 

안보협력도 미군을 매개로만 운영되는 낮은 단계에 머물렀다. 

년대 들어 한일 안보협력도 점차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년 60 , . 1964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과 년 한일 수교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965 . 

미국이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동북아에 대한 안보개입을 축소하면서 동북, 

아에서 대공산권 봉쇄와 전쟁 억제를 위해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와 한일 

협력과 수교를 강력히 요구했다 동아시아에서 월남전을 계기로 냉전적 진. 

영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냉전기 한일 안보협력이 처음으로 가시화 되, 

었다 한일 양국은 고도화된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 , 

년 한일 수교와 긴밀한 정치안보 협력이 지속되었다 특히 이 시1965-1969 . 

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과 무장공세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 , 

때 한일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대북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이 발생했다 또. 

한 양국의 정치지도자가 반공친미 성향을 공유한 것도 객관적인 안보위협·

의 증가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을 갖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런 . 

안보 환경을 배경으로 미국의 개입과 압박에 힘입어 한일 수교 회담이 개, 

시된 지 년 만에 드디어 년 월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15 1965 7

정상화했다. 

이후 닉슨 독트린 시기 시기에도 한일 협력이 나타났다(1969-1971) . 

닉슨 독트린 시기는 앞선 한일 수교 때와 달리 한일 양국 모두 공산세력의 

안보위협에 대해 낮은 위협 인식을 가졌고 미국도 동북아 안보개입뿐만 아, 

니라 한일관계에 대한 개입을 줄이면서 한일 협력의 강도가 약해졌다 전반. 

적으로 동서긴장 완화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이 대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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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아졌다 또한 미국은 미중 화해를 추진하는데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과 . 

역내 주둔미군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고 더 이상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 

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년대 전반기 미소 데탕트와 미중 화해 시기에는 한일 간 안보위협 70

인식이 불일치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되었다 당시 한국은 북한과 . 

심각한 안보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다른 공산세력과도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일본과 데탕트에 적극 편승하고 공산세력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 

안보위협 인식의 불일치는 한일관계를 크게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

다. 

년 대 들어 미소 간 신 냉전이 전개되고 자유진영에서는 보수정부80 , 

가 대거 등장했다 다시 한일의 안보위협 인식이 동조화 되고 보수적 정치. , 

지도자 간 정치연대가 형성되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이 전성

기를 맞았다 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 방문 중 북한이 아웅산 묘역. 1983 , 

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북한의 호전성을 인식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고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도 공감대가 커졌다 하지만 , . 1981

년 한일 역사 교과서 분쟁이 불거지면서 한일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 

요인이 되었다 즉 양국의 공산세력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은 대칭적이었으. , 

나 서로에 대한 안보위협 또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안보위협 인식은 일부 , 

대칭적으로 나타나 약한 협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탈냉전기 들어 일본의 보. 

수화와 한국의 민주화 추세 속에서 교과서 문제가 양국 간 정체성 분쟁 주, 

권 게임으로 발전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향후 한일 안보, 

협력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 분쟁이나 과거사의 문제도 앞에서 토론했듯이 

역사적심리적 접근만으로 설명하기에 한계를 지닌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 . 

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한국의 외부안보위협 인식 측면에

서 보아야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인식하는 위협인식의 정도에 차. 

이가 생기면서 협력의 수준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년대에는 외부 안보환경이 열악했고 미국이 우방국과 결속을 추구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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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강력한 개입 정책을 펼쳤기에 한일 협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다음 항. 

에서는 구체적인 한일 안보협력 사례로 한일 수교 시기 년 를 중(1965-1969 )

심으로 한일 간 안보협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한일 수교와 한일 안보협력 년2. : (1965-1969 )

본 절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사례로 년 한일 수교를 기점으로 1965

년까지 나타난 양국 관계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년 월 일 한국1969 . 1965 6 22

과 일본은 한 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 기본조약 을 체결하여 국교‘ · ( )’
를 정상화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최인접국으로서 오랜 갈등. , 

과 충돌의 역사를 갖고 일제 강점기 까지 겪은 뒤였기 때문에 , (1910-1945)

수교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양국은 식민 통치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해 . 

년 첫 한일 수교회담부터 국교 정상화까지 무려 년 간 예비회담 회1950 15 1

와 본회담 회를 거쳤다7 .68)

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벌어1947

졌다 세계적 냉전 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cold war)

충돌 없이 이념경쟁과 체제경쟁의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 

무력 전쟁 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hot war) . 1950

년부터 휴전 중이며 년에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어 년간 지속1953 , 1955 20

되었고 결국 공산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냉전기 동북아에서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북한의 남침이 발

생하자 미국은 자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자 했다 년대 초 한국전쟁을 계기로 삼각 안보체제의 두 개 변인 한미 . 50

동맹과 미일 동맹69)이 이미 결성되었기 때문에 삼각 안보체제를 완성시키

68) 한일 수교회담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기까지 년부터 년간 차례 이 1950 15 , 7

루어진 한일 간 각종 회담을 말한다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 

연구를 참고 최희식 한일협정 연구 회고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제 . , “ : ,” , 53『 』

호 (2016b).
69) 한국과 미국은 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조인하고 년 후 정식 비준했 1953 ‘ ’ , 1

다 미국과 일본은 년 미일안전보장조약 을 서명했고 이후 년에 신미. 1951 ‘ ’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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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한일 간 동맹 혹은 안보협력이 필수적이었

다.70)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개입이 있었지만 첫 한일 수교회담 , (1950) 

개시 후 년 만에 겨우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한일 15 . 

양국이 전통적인 상호 불신과 식민지로 인한 강한 역사적 적대감을 극복하

여 외교안보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년대 후반에 60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대칭성과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및 한일 정치세력

의 연대가 협력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공산권 위협이 증가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공유했다 소련은 군사 초강대국이였으며 중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 , 

월남을 지원하며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북한은 공세적으로 무장도발을 지속, 

했다 또한 조소 동맹 과 조중 동맹 의 체결은 한국과 일본에 대. (1964) (1964)

한 공산권 위협을 증가시켰다 이 외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 군사력 . 

우위를 지닌 북한의 강도 높은 무장 도발이 급증했고 일본은 한국과 미국, 

에 대한 공세적 행동을 가하는 북한에 대해 위협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 

가 비무장 비핵국가로서 중국의 핵무장을 실존적 군사위협 으로 인식하기 , “ ”
시작했다 이러한 공산권 국가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은 한일 각료회의 공동. 

성명 과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공유되었다 이에 더해 미국은 (1968) (1969) . 

베트남 참전 으로 동북아 방어를 위한 한일 수교와 한일 안보협력 요(1964)

구 및 압박을 가하여 한일 간 협력이 가능하게 했다. 

 

일안보조약 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것은 효력을 상실했다’ .
70)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May 

12, 196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341; “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President Johnson,” July 31, 196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345;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The U.S.―
Republic of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Promoting Mutual Interests 

in Asia, “ (September 2016),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114hhrg21674/html/CHRG-114

검색일 년 월 일hhrg21674.htm ( : 2022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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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위협 인식 평가와 비교1) 

한국의 안보위협 인식(1) 

년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박정희는 반공1961 , , 

반북을 제일의 국시로 제시하고 조국근대화 를 위한 경제발전을 통해 자신‘ ’
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 목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미 동맹의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했다.71) 하지만 이러한  

박정희의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 북한은 대남 군사적 대응태세의 강화로 대

응했다 북한은 년에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 1961 “
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조 소 우호협력 및 ( ·

상호원조 조약 조소 동맹 이라는 명칭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곧이어 중, )” , 

국과도 동명의 군사동맹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조중 동맹 을 체( · , )

결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남 군사도발과 침투를 실행했고. , 60

년대 후반 들어 군사적 도발 회수가 급증하다가 년에는 냉전기를 통틀1968

어 최고조에 달했다 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자 동북. 1964 , 

아 공산세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72)

북한에 대한 한국의 안보위협 인식은 스티븐 월트가 제시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73) 우선 한국에게 최대의 안보위협은 분단 , 

으로 인해 서로 통일을 추구하며 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북한이다 중국과 . 

소련도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거대 안보위협 세력이지만 직접 접경하지 않, 

71) 대통령공보비서관실 제 대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사 박정희대통령연 , “ 5 ,” 『

설문집 제 집 정치외교 군사 정변시 내세운 혁명 공약1 . , (1963); “5·16 ,” 』

년 월 일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1961 5 16 , - ,  『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801&tabId=01&levelI

검색일 년 월 일d=hm_150_0010 ( : 2022 5 20 ).
7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k,” November 1, 19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96.
73) 스티븐 월트는 국가 간 안보경쟁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총합국력 지리적 거 , 

리 공격적 군사력 공격의도 등 개를 들었다, , 4 .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pp. 

156-179.



- 45 -

는데다 냉전기에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이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

다 이들의 안보위협에 억제와 대응은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긴 셈이다 경. . 

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총합국력과 공격적 군사력 측면에서 년대까지 북60

한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74) 한국전의 기억과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도 

발로 인해 한국은 항상 북한의 공격적 의도를 두려워했다 따라서 군사정변. 

으로 집권하는 국가를 지키고 약한 정통성을 위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사명을 갖고 있었다.75) 년대 들어 미국이 동맹국 60

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감축하자 한국은 부국강병에 필요한 자본을 한일 수, 

교를 통해 청구권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다 따라는 박정희는 국가방위와 . 

국가발전을 위해 역사적 적대감을 제쳐두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했다.76) 

북한은 일찍이 년대 중반에 공산진영의 경제지원에 힘입어 조기에 50

전후 경제재건에 성공했다 년대에 경제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하. 1960 ·

며 군사 능력을 크게 증강키셨다 년대 들어 중소 분쟁과 북한의 경제 침. 60

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비증강을 계속했다 년 북한은 중소 분쟁, . 1962 , 

74) 북한이 년대 중반부터 주요 경제지표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년대 1960 , 1950

까지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 우위를 지녔었고 이러한 추세가 년대까지 이어, 1960

졌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한국은행과 국토통일원이 발표한 추정치 및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년대까지 남한보다 개인당 , 1970 GNP(Gross National 

국민총생산 가 높았으며 년대에는 그 수치가 남한의 것의 약 두 배Product, ) , 60

에 준했다. Joseph San-Hoon Chung, “North Korea’s ‘Seven Year Plan’ 
(1961-70):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s,” Asian Survey, Vol. 12, 

이태욱 북한의 경제체제 정책 노선 및 발No. 6 (June 1972), pp. 527-545; , “ , 

전성과분석 국사관논총 제 권 ,” , 27 (1991), pp. 215-243.『 』
75)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연설들이나 년에 제시한 혁명공 1964

약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에서 잘 드러난다 이외에도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대”) . 

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태균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성찰적 접. , “
근,” 국제 지역 연구 제 권 호 황석만 박정희 · , 29 2 (2020), pp. 249-281; , “『 』

경제 체제의 형성과 지속 경로의존적 접근 아시아리뷰 제 권 호 : ,” , 2 1『 』

(2012), pp. 153-184.  
76) 이원덕 한일관계 년 체제 년의 궤적 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외 편 , “ ‘65 ’ 50 ,” , , 

한일관계사 정치 서울 역사공간1965-2015: I ( : , 2015), pp. 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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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군사정권 등장 한일 관계 움직임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부 동원, 

체제를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 을 천명하며 전군 간부화 전군 무장화 전“ ” , , , 

국 요새화 전군 현대화 등 대 군사노선을 제시했다, 4 .77)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동당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78)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년까지 평균적으로 대, [ 3-1] , 1959-1965 10% 

에 머물러있던 북한의 군사비 비율이 년에 갑자기 전체 예산의 약 1967

대로 증가했고 이는 년까지 이어졌다30% , 1970 .79) 

표 [ 3-1] 북한의 군사비 변화 추이 (1959-1970)

출처 함택영: ,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로동신문, p. 220; 『 』 『 』 년 월 일 김성, 1970 11 10 ; 

주 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과정 연구, “1960 ,”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 18 2 (2015), 『 』

pp. 295-297.

77) 국방부 ,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2020 ( : , 2020), pp. 20, 24;『 』 김성주 년 , “1960

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과정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 18 2 (2015), 『 』

pp. 287-291.
78)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통일부 북한 정보포털 “ ,” ,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

검색일 년 월 일 김성주&dicaryId=56 ( : 2022 5 18 ); , 2015, pp. 282-283.
79) 함택영 ,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 서울 범문사( : , 1998), pp. 207-208.

연도 군사비 예산 북한 발표/ (%) ( ) 군사비 억원(10 )

1959 3.7 0.318

1960 19.8 0.374

1964 7.5 0.712

1965 9.8 0.804

1967 30.4 1.200

1968 32.4 1.559

1969 31.0 1.565

1970 29.2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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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북한의 군사 능력만 증강된 것이 아니라 공격적 의도도 , 

명확해졌다 년대 들어 북한은 다시 강경노선을 바탕으로 대남침투 및 . 1960

국지도발의 정도가 과감해지고 그 횟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년대부터 . 1950

년 월 일까지 일어난 총 건의 침투 및 국지도발 중 전체의 2020 11 30 3120

약 에 해당되는 건이 년대에 일어났다42% 1336 1960 .80) 년대 연도별  1960

대남 침투도발 현황을 보더라도 년에 건의 침투가 발생하여, 1965-1969 520 , 

년까지 발생한 건의 약 에 해당될 정도였다는 것을 알 1961-1970 933 66%

수 있다.81) 이는 년대의 건의 침투 사건과 건의 국지도발과 크게  1950 379 19

대비된다 특히 년대의 지상도발은 건 직접침투는 건에 불과하다. 1950 7 , 375

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세가 급격하고 침략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82)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 간 안보협력의 요인 , 

을 고찰할 때 북한과의 적대 게임 을 중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 . 

이러한 북한의 대남 공세 중 특별히 남한의 대북 안보위협 인식을 크

게 높인 사건으로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기도 사건 년 과 삼척 울(1968 ) , 

진 무장공비 사건이 있다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기습 사건은 북한 무. 1.21 

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군인 명이 청와대 습격과 박정희 대통령 31

등 주요 인물들의 암살 지령을 받들어 휴전선을 넘어 서울 세검정까지 도, 

달한 것이다 당시 서울 시내에서 무장공비가 총격전이 벌어져 다수 시민. , 

들과 경찰들이 사망했다 한국군은 침투한 공비 명을 사살하고 김신조를 . 28

생포했다 본 사건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발생한 군사 도발이. 

며 서울 침입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인식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이는 한국이 게릴라전에 대비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오늘까지 국가 비상

80) 년대에 총 건의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이 일어났다 이는 직접침투 1960 1336 . 

건 와 월북 납북자 남파 건 을 합친 침투 건 과 지상도발 건 해상(988 ) · (21 ) (1009 ) (298 ), 

도발 건 공중도발 건 등의 국지도발 건 을 포함한다 년 월 (22 ), (7 ) (327 ) . (2020 11 30

일 기준 국방부 김우석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 분석). , 2020, pp. 319-320; , “ ,” 

한국융합보안학회 제 권 제 호 , 14 3 (2014), p.81.『 』
81) 이윤규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군사지 제 호  , “ ,” , 91 (2014), p. 76.『 』
82) 국방부 , 2020,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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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에 대처하는 을지연습을 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사태가 . 1.21 

일어나고 일 뒤 월 일에 미 군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발생하는 등 2 , 1 23

북한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도발이 이어졌다.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1968 10 30 11 2

일 동안 북한 무장공비 명이 울진삼척 지역을 침투한 사건이다 그들3 120 · . 

은 군복 등산복 등의 일반적인 사복을 입고 위장침투한 사건으로 삼척과 , ·

울진 지구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사태와 차별1.21 

화 된다 공비들은 산간마을 주민들을 집결시켜 북한을 찬양하게 하고 노. , 

동당에 가입을 강요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게릴라 공격이었는데, 

이 사건이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라는 말도 있었다.83) 

당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한국 국방백서 는 북한이 인구 대비 (1967)

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한국은 유지4% ( 2% )84) 있으며 세계 공산권 제 위의  , “ 3

군사력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시의 경험으로 공군강화에 특별한 노

력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85)고 평가했다 이런 북한의 군사력 우위 때문. 

에 한국은 세력균형을 위한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미국에 군사원조를 강력

히 요청했다 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60

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거 확대했다.86) 북한의 직간접적인 위협에 박정희도  ·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북괴의 대남 침투의 방법과 양상이 달라지고 있을 “

8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 “ . ,”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23&p

검색일 년 월 일 이윤규ageFlag=&sitePage=1-2-1 ( : 2022 5 19 ); , 2014, pp. 

79-81. 
84) 국방부 ,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1967 ( : , 1967),『 』  p. 48
85) 국방부 , 1967, p. 18.
86)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 21, 19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73;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January 27, 19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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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 . 

로 이러한 도발 행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괴는 . 

소위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를 이미 실현하였다‘ ,’ ‘ ’
고 호언하고 있으며 재침의 구실과 기회를 엿보기에 혈안이 되, 

고 있는 것입니다.”87)

이 외에도 한국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졌다 . 

소련 내 리더십 변화와 중국의 핵무장은 대륙과 붙어있는 한국에 큰 안보위

협이었다 특히 기존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일. 

본과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이에 따른 국익이 클 것이, 

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다.88)

일본의 안보위협 인식(2) 

년대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직접적인 공격이나 도발의 대상이 되1960

지는 않았다 한국이 북한에게 당하듯 공산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도발이나 . , 

침투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공산권의 안보위협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냉전 초기 북일 관계는 국교도 없지만 상호 적대관계도 아닌 중립적인 특, 

수 관계에 있었다.89)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한일회담이  

진행되자 북한은 일한회담 반대투쟁 을 지속하며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 “ ”
비판을 이어나갔다.90)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체결 후에는 북한은 이를 무효 

87) 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년 월 일 “1971 ,” 1970 9 2 , 

http://dams.pa.go.kr:8888/dams/DOCUMENT/2009/11/26/DOC/SRC/010420

0911264219100042191014158.PDF 검색일 년 월 일 ( : 2022 7 24 ). 
88) “Letter From the Ambassador to Korea(Brown)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Bundy),” January 21, 19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73.
89) 박정진 북일냉전 , “ , 1950-1973,” 일본비평 (2019), p. 113.『 』 
90)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 한일회담의 최종결속을 서두르고 있는 「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 , 」

로동신문 재인용 한일회담 을 론함 로동신문, 1965. 2. 26. ( ); , , 『 』 「《 》 」 『 』

재인용1965. 3. 11. ( ); 박정진, 2019, pp.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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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며 더욱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일 관계가 처음으로 중립관계에, 

서 점차 적대적으로 변했다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계에 대한 대우를 비판하. 

거나 일본의 어선을 압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본을 자극했다.91) 

나아가 년대 말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자 일1960 , 

본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 수준을 공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년에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과 정찰기 격. 1968 EC-121 

추 사건 이 발생했다 푸에블로호 피납 사건은 미 해군 정보 수집 보(1969) . 

조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 공해상을 지나던 중 북한군에 의해 원산항으로 

피랍된 사건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과 적대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긴장. , 

을 조성하고 이미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인해 미국 내 반전운동으로 고전하, 

고 있는 미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자 했다 또한 남북 간 군사긴장 고조. 

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을 저지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

다.92) 이렇게 북한이 남한만을 도발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 , 

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자 일본 또한 북한의 안보위협을 인식하며 미국과 , 

함께 북한의 행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국에게는 북한이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였지만 일본의 경우 북한, 

보다는 중국이 시급한 안보문제였다 사토 총리는 존슨 대통령과의 대담. 

에서 현재 가장 큰 위협은 공산주의 중국과 베트남이라고 얘기하면(1965)

서 전자의 핵실험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93) 중국이 핵실험을 성 

91) “Editorial No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2, Japan, Document 117.
92) 이윤규 , 2014, p. 80;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Jap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17, 19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2, Japan. Document 116; B. C. 

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9, No. 4 

(April, 1969), pp. 264-280.
93) “Memorandum of Conversation,” January 12, 196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2, Japan, Document 41; 

“Intelligence Note From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Hughes) to Secretary of State Rusk,” January 24, 19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2, Japan, 

Documen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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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면서 핵보유국으로 부상하자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1964) , 

고 일본의 안보위협 인식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일본은 차세계 대전, . 2

에서 패한 후 포츠담 선언 의 동의하며 전후 외교 안보체제가 핵무장, (1945)

한 중국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일본은 미국의 점령 통치와 군대 무. 

장 해제로 비군사화 상태였기 때문에 방위 측면에서 미국에 군사적 의존이 

높은 상태였다.94)

미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핵개발을 사전에 알리고 핵우산 , 

제공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지에 대한 우

려로 일본에게 중국의 핵무장은 더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 아리, . 

타 키치 일본 방위대신은 중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대한 위협( ) “有田喜一
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핵우산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threat)”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의 방위태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95) 사토 총리 

도 중국의 핵개발과 지속적인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일본에 실존적 군사위“
협 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 받고자 했다” , .96) 한 

편 일본은 공산주의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중국의 시장을 고려하며, , 

중국과의 무역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국내 공산당의 위협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은 기본적, . 

으로 정부와 자민당 중심의 보수세력 대 사회당공산당의 혁신세력이 서로 ·

북한중국정책에 대해 대립하는 보혁 대립 의 정치구조를 가진다· ‘ ’ .97) 이러한  

대립은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결과로 일본에 남게 된 만 명의 조선인 관200

련 정책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일본공산당은 재일조선인을 일본혁명을 위. “
한 전위집단으로 간주 했다” .98) 보수인사들은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94) 이승원 ,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 체제『 』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 : , 2000) pp. 

29-33.
95) National Diet Minutes Retrieval System, House of Representatives—

Cabinet Committee, (June 20, 1969).
96) Eitan Oren and Matthew Brummer, “Reexamining Threat Perception in 

Early Cold War Japan,”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22 Issue 4 

(2020), pp. 71-112;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65, Document 41.
97)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년 서울 도서출판 오름 , : 1945-1992 ( : , 2004), p. 『 』 

13. 
98) 신정화 , 200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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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이념을 도입하거나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을 일본으로 확산시키는 , 

것을 강하게 견제했고 일본 공산당은 그들을 일본혁명에 동원하고자 했, 

다.99) 일본 공산당은 북한과 함께 미국과 한일기본조약 에 대한 투쟁을 이 ‘ ’
어나가며 미국과의 갈등을 확산시키는 등 일본 측에서 안보위협으로 인식, 

했을 것이다.

한일 안보위협 인식 비교(3) 

이렇듯 년 동안 냉전 진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일 양1965-69

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했다 양국은 안보위협을 가하. 

는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공산권 세력에 대한 안보위협이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칭성이 나타난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 

도발 및 침투로 안보위협을 인식했지만 일본도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중국, 

에 대한 안보위협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 [ 3-1]

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가장 빈발하였다 이는 앞서 언1968 . 

급된 청와대 기습 사건이나 삼진울척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

직접적인 군사도발과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과 같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 년대 . 1960

말에 북한의 정전협졍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며 이로 인, 

해 최악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기록했다.

대상이 다르지만 양국이 공산주의국가들로부터 외부안보위협을 공통,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양국이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구조적 요인, 

을 제공했다 이는 한일 각료회의 공동성명 과 미일 정상회담 이 . (1968) (1969)

채택한 한국조항 에서 확인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은 처음으로 문서에서 ‘ ’ . , , 

한일 간 안보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 

미키 타케오 는 북한의 위협이 분명한 경우 미국이 나서서 그 위( ) , 三木武夫
협을 억지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100) 

99) 신정화 , 2004, p. 13 
100)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 , : , ( : 『 』

화원, 2016).



- 53 -

또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실, 

존적인 경우 일본 국민도 이에 대한 군사 대응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 

다.101) 

그림 [ 3-1] 북한의 정전협정 주요 위반 건수 추이 

출처 윤정호 북한의 도발 패턴 첫 분석 월간조선 : , “ ,” (2012/4)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204100009 검색일 ( : 

년 월 일2022 5 21 ).

한일의 안보협력이 현실화되는 배경에는 양국 지도자들이 공유하는 

반공 친미인식도 있었다 실재하는 외부의 안보위협에 더해 당시 정치지도, . , 

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사토 총리의 외교안보노선과 안보위협 인식이 일치

했기 때문에 안보협력이 촉진되었다 박정희의 반공 의식. 102)은 사토 내각의 

반공친미 보수 성향과 부합했기 때문에 일본은 반공 정권 강화를 위한 원· · , 

조와 경제 교류를 적극 제공했다 특히 이승만은 반공 반일의 신념에 더해. · , 

10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Jap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August 21, 19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2, Japan, Document 130.
102) 박정희의 반공 인식은 군사 쿠데타 권력의 혁명공약 항과 항을 통해 잘 드 1 5

러난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 (1)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 (5)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국사편찬위원회 군사 정변. , “5·16 

시 내세운 혁명 공약 년 월 일,” 1961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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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국주의와 재군사화에 대한 강한 현실주의적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 협력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 . 

실용을 위해 한일 간 위계관계를 수용하면서 양국의 공통된 안보위협 인식, 

에 기초한 정치안보협력이 확장되었다.103) 

미국의 개입 정책2)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산주의국가에 대해 가졌던 안보위

협 인식도 컸지만 후견 동맹국인 미국은 더욱 강한 안보위협 인식을 갖고 , 

있었다 년대에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력을 확장시키. 60

고 있었다 조소동맹 과 조중동맹 체결을 통해 동북아에서 공산. (1961) (1961) 

세력의 연대가 공고해졌으며 년에 중국은 핵실험을 성공하고 세계 , 1964 5

대 핵보유국이자 동아시아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이후에도 중국, . 

이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 

가 중국 혹은 공산주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 

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마침내 년에 발발한 베트남전쟁. 1955

에 미국이 적극 개입 하게 된다 특히 당시 미국에 냉전과 공산주의 (1964) . 

이념의 확산 위험을 강조하는 도미노 이론104)이 미국에서 퍼지자 공산주의 , 

103) 박정희는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 관동군장교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의 친일 인식은 그의 연설문들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년도 예산안. . 1970

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한일 외교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자유 진영 양, 

국의 호혜적 공동 번영과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하는 입장을 밝

혔다 대통령 비서실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 연설 년 월 . , “1970 ,” 1969 11

일25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집 월편6 11 ,『 』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

검색일1306119&catid=c_pa02062 ( 년 월 일 한배호 년대 이후: 2022 5 21 ); , “70

의 한일관계,” 한국과국제정치 제 권 호(KWP) , 2 1 , p. 234;『 』 대통령 비서실 ,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집 , 7 (1970.1-1970.12) .『 』  
104) 도미노 이론은 한 국가의 체제가 공산주의 때문에 붕괴되면 주변 국가들 또한  

공산주의 확산에 취약해지며 도미노처럼 주변국 모두가 공산주의에 넘어가게 된

다고 설명한다 이는 년대 미국에서 확산되어 미국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공. 1950

산주의가 확산되지 않고 통제 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이 되었다(cont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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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 

동북아 전선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삼각 안보체제로 공고하

게 만들어줄 한일 간 안보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이에 미국은 한일회. 

담을 성사시키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에 오랜 국내적 저항으로 미루어졌던 합의가 년에 이루어졌다1965 .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양국 , 

내 국내적 저항으로 한일 회담 진행이 지연되었다 이에 미국은 양국의 관. 

계정상화가 한일 협력의 결과를 가져오길 희망하며 양국에 대한 지원을 지, 

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105) 그리고 지연되어 온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은 한국과 일본 각각과 대화를 지속하며 한일 관

계정상화 진행과정과 장애물들을 확인했다 이는 한미와 미일 간 대화에서. 

도 잘 드러나지만 미국의 정부 관료들 간의 대화에서도 한일 관계정상화를 , 

위한 개입 및 압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106) 구체적으로 미국 측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과 일본 장애 요인을 분석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국회에서 석 중 , 175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본조약 체결을 위해 미국65 . 

이 취하고 있는 그리고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한. 

일기본조약 체결 반대투쟁을 하는 극단적인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107) 그리고 기존의 한일 기본협약 체결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한 불 

105) “Memorandum of Conversation,” January 21, 196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333. 

이 외에도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등을 참고Part 1, Korea, Document 337-339, 363, 365, 366 .
106)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과 일본 측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기본조약 체 

결을 위한 조건들을 조율하고 논의한 내용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 간 한일기본조

약체결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334, 335, 337, 338, 

등을 참고340, 348 .
107) “Editorial No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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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정책에서 나아가 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non-involvement) 

을 조정하고 일본의 이케다 총리나 오히라 외무부 장관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였다.108)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 은 박정희  (Winthrop G. Brown)

대통령과 주일 미 대사 에드윈 라이샤워 는 사토 총(Edwin O. Reischauer)

리와 만나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일 관계정상화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 

한 동맹국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도록 개입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 

대해 일본 측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 측의 군대 파견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 

미국은 다시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인시켜줬으며 경제원조를 제공했다, .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한국의 경제개발 개년 계획 지원을 약속5

했으며 이후 주한  미군 강화 한국군 무기 현대화 등 한국 군사력 증강 , , 

및 안보공약에 대한 공약들을 재확인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공산주의 위협은 지속되었다 년에 . 1969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피랍되었으며 같은 해 미 공군 USS , EC-121 

정찰기가 북한군에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동북아 . 

지역에 큰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고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 

시키고자 노력했고 사실 년대 후반에는 성과도 있었다 한국의 월남전 , 60 . 

참전으로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동아시아로 확장되었다 한미 간에도 일방적. 

인 안보의존이 아니라 안보협력관계가 만들어졌다 년 미국은 한국의 , . 1966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에게 추가적인 군사원조와 첨단무기 제공 한, , 

국군 현대화 주한미군의 계속 유지 등을 약속하고 실행했다, .109) 한미의 긴 

108)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February 14, 196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336;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64, Document 341.
109) “Memorandum From Vice President Humphrey to President Johnson,” 

January 5, 19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68;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 10, 19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71;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66, 

Documen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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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관계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촉진했다.

소결3) 

본 절에서는 년에 나타난 한일 안보협력 추세를 분석했다1965-1969 . 

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것이 냉전기 한일 협력의 첫 신호탄이 되1965

어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 이는 , , , . 

년대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증대한 공산 안보위협에 같이 노출1960

되었고 이에 대한 한일의 안보위협 인식도 대칭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이런 안보위협 인식의 공유와 잠정적인 한일 간 위계관계의 수용은 전통적

인 역사적 적대감을 봉합하고 극복하게 했다 미국도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 

을 공유하며 개입 및 압박을 함으로써 한일 간 강한 협력 의 결과를 낼 “ ”
수 있었다.

년 한일 수교를 시작으로 한일 양자와 지역 다자 협력 등 다양1965

하게 나타났다 양자 간 연례 각료회의 한일 협력 위원회 한일 경제 협력 . , , 

위원회 등이 성사되었고 서울과 도쿄의 협력을 매개할 각종 제도들이 등장, 

했다 예를 들어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협정을 체결 했고 만 재일 . , (1965) 60

동포에 영주권을 주었다 또한 양국 간 경제교류 및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 

다 이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 같은 바큇살 동맹으로 이어지던 미국 중심. 

의 양자동맹에서 아시아 지역안보협력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지역안보에 .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조약기구,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와 태평양 안전보장조약(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 (ANZUS: 

등이 탄생했다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Treaty) . 

이들은 아시아 자유진영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도 했

다 그 중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이사회를 통해 년 서울에서 창. 1966

립총회를 하는 등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 시기에 대해 빅터 차는 한일 간 갈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의 논리대로 설명하자면 미국의 개입으로 한일 간 연루 방기 복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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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을 것이며 이는 한일 간 갈등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 . 

맞추어 그는 한일 간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한일 청구권 김종필, -

오히라 메모와 이를 둘러싼 국민 반감과 반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의 갈등을 

설명한다.110) 하지만 그 시기 전체를 한일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한일  .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은 다방면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안보 측면에, 

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협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가 제시하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제 절 한일 갈등 사례2 

한일 갈등 현상에 대한 설명1. 

냉전기 내내 한일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갈등요인은 한국의 

일본 식민지 경험으로 인한 대일 역사적 적개심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외

면이었다 이에 냉전기에 한일 간 갈등 관계는 일종의 정상 상태로 . (normal) 

간주되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규정한 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 1951

일 관계를 정상화한 년 체제는 한일 간 역사적 갈등요소를 법적으로 1965

해결하지 못한 채 봉합했다.111) 이러한 한일 관계와 비슷한 관계로는 유럽 

에서 역사적 숙적이며 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로 싸웠던 독일과 프랑스가 1, 2

있다 양국은 차 세계대전과 파리강화조약 체결 이후 영구 화해. 1, 2 (1954) “
를 위한 엘리제 조약 인 상호우호조약 체결을 통해 진정한 정치적(1963)” ·

역사적 화해를 도모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년 관계 정상화에 불구하. 1965

고 이러한 과거사 청산과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역사적 갈등과 안보협력을 

110) Cha, 1999, pp. 35-42.
111)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을 참고 전재성 전재호 한국의 반일 . , 2020; , “ ( ) 反日
민족주의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 한국과 국제정치 제 권 호 , 35 2 (2019), 『 』

진희관 북한의 대일인식과 재일총련 정책 변화 연구 로동신pp. 113-147; , “ : 『

문 기사목록 분석과 년대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1946-2010) 50 ,” 』 『

구 제 권 호 , 25 1 (2013), pp. 36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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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는 매우 변동성 높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결국 한일 갈등은 양국이 직. 

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기에 공산세력의 안보위협이 고조되자 한국과 일본이 이,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현상이 발생했다 앞서 절에서 토론했. 1

듯이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일치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양, , 

국은 협력했다 한일에서 정치세력의 변동도 안보협력 여부에 영향을 미쳤. 

다 하지만 이런 협력도 장기화되거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 

년 진영 간 대립이 완화되고 있던 데탕트 시기에 모순적으1972-1974

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빅터 차의 기술에 따르면 이 기간은 . , 

냉전기 한일 관계 중 전례 없는 최악을 기록했다.112)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남북 등거리외교 와 이에 대한 한국의 비판 김대중 납치사건(1972) , (1973), 

문세광의 박정희 암살 시도 및 육영수 저격사건 등이 남북관계의 악(1974) 

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13) 일본은 년부터 매년 한일 양국에서 번갈 1967

아가며 개최한 한일정기각료회담을 년과 년에 각각 김대중 납치사1973 1974

건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및 육영수 저격사건으로 연기했으며,114) 나 

아가 경제원조와 차관을 중단시키는 등 경제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빅터 차. 

는 이 기간 동안 한일 갈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지역 안보 

개입에 따른 한일 간 연루와 방기의 비대칭성 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은 ‘ ’ . , 

방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본은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갈등이 생겼다

는 것이다.

그의 유사동맹 모델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도 불, 

구하고 방기의 위협과 북한의 증가하는 안보위협 그리고 일본의 역내 공산, 

권 국가 접촉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방기의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안보 위험을 겪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외부 안보위협으로 대한 대응. 

책으로 국내의 정치적 통제 강화 김대중의 납치 등을 시도했고 이런 행동, , 

112) Victor Cha, 1999, p.18, 139.
113) 이기완 . 일본외교와 동아시아 서울 도서출판 매봉. ( : , 2009), p. 58.『 』
114) 한일각료회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876 검색일 년 월  ( : 2022 7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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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미중화해와 미소 데탕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 

자신도 역내 공산세력인 북한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했다고 설명한다 이, . 

때 박정희 정부의 반공반북적 성향이 사토와 다나카의 데탕트 외교목표에 ·

오히려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어떤 공식화된 협력도 피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은 한국과 더욱 거리를 두, 

고 한일 안보협력도 더욱 기피하려고 했다 빅터 차는 결국 데탕트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으로 미국의 지역 개입 축소를 아래와 같

이 주장했다.  

년 한일 간 갈등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1972-1974

은 모순적으로도 냉전적 긴장의 완화이다 유(underlying cause) . 

사동맹 모델의 언어에 따르면 지역과 초강대국 데탕트는 다자, 

적 양자적 관계에서 방기와 연루 구조에 변동을 초래했다 미국, . 

의 방기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은 년에 비해 훨씬 약해1969~71

졌다 반면에 미국의 방기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은 데탕트의 긴. 

장완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이런 한일 간 . 

근본적인 불균형이 한국과 일본의 상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에서는 일본의 공산주의 이웃과 접근에 대해서 방. 

기 두려움이 증가했다 서울은 이런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 

일본에게 반북 유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 , 

본에서는 한국과 과도히 긴밀한 관계가 초래할 연루에 대한 두

려움이 커졌다 한국에서 분쟁은 북한의 행동의 결과 또는 미소 . 

초강대국의 냉전적 경쟁의 결과이다 데탕트로서 후자 초강대국 . (

간 경쟁 의 위험성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 및 중국)

과 관계개선을 추구했고 이에 방해되는 한국과 연루를 피하고, 

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남북에 대한 등거리 정책을 추진했. 

다 이렇게 데탕트기 한일 관계에서 연루와 방기의 비대칭적 구. 

조가 특징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한일 갈등을 초래했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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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통적인 동맹이론과 위협균형 이론에 주목하여 적국에 대한 , 

안보위협 인식의 일치 여부를 한일 간 안보협력 또는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변수로 보았다 본고가 제시한 준동맹 모델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공통의 . 

후견 동맹국으로 두지만 자신의 안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제한적인 자율, 

성을 가진 행위자로 보았다 또한 미국의 안보 공약 여부가 한일의 안보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체로 환경적 요인이 되고 직접적인 , 

동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년대 초 미중 화해와 미소 데탕트가 진행되며 미국과 공산세력 1970

간 대치국면이 급속히 완화되었다 이때 한국과 일본은 안보위협 세력에 대. 

한 적대 게임 에서 상이한 접근법을 보였는데 그 결과 한일 간에서 갈등이 ‘ ’ , 

고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빅터 차의 주장과 달리 이런 한일의 서로 다른 . , 

행동의 차이가 미국의 안보 공약 축소에 따른 한일 간 방기와 연루의 비대

칭성 때문이라고 불 수 없다.   

예를 들면 년대 초 한국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70 , 1973

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채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켰다 이때 . 

한국으로서는 대북 안보위협 인식이 크게 악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남북 등거리 외교를 공공연히 추진하자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중. , 

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자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

다 그런데 여기서 빅터 차가 주장하듯이 일본의 대공산권 접근을 오로지 . 

미국의 안보개입 축소 탓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일본은 냉전기 초기부터 . 

공산권과 대화와 국교를 추진했었고 단지 미국의 정책 변동에 따라 그런 , 

기회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여기서 한국이 분단과 냉전체제에 갇혀서 대륙. 

세력과 적대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대륙접, 

근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적대 게임 에서의 인식과 접근 . ‘ ’
차이 여부가 오히려 한일관계의 친소여부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아, 

래에서 데탕트 기 한일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토론한다. 

115) Cha, 1999,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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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들어 세계적인 신 냉전기의 분위기 속에서 한일은 다시 안1980

보협력관계를 유지했고 탈 냉전기에도 한일 협력관계가 이어되자 한일관계, 

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다 빅터 차는 탈 냉전기에 미국의 지역 개입이 축. 

소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일관계 안보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

다.116) 그런데 탈 냉전기 들어 미국의 안보개입이 계속 축소되어도 한일 안 

보협력은 진전되지 않았다 세기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 21

미국은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동북아 안보 개입 확대와 축소를 오갔다 하. 

지만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 이 예견한 한일 협력은 발생하지 않고 한일 ‘ ’
갈등은 지속되었다 탈냉전기와 미중 경쟁기는 본고의 분석 대상이 아니지. 

만 이 시기의 한일 갈등의 주원인은 본고의 준동맹 모델 이 설명하듯이 한, ‘ ’
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불일치와 한일 간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 를 계기로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미(2008-2009)

중 경쟁이 본격화되었다.117) 년 중국이 독일을 년에는 위 경제 2007 , 2010 2

대국이었던 일본을 추월하자 미중 경쟁에 더해 일본도 중국과 세력경쟁에 , 

나섰다.118) 그런데 년대 내내 한국은 그런 미중 경쟁과 중일 경쟁에  2010

116) Cha, 1999, p. 207.
117) 중국은 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천명한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1978 , . 

년 이후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였으며 그 결과 년에 국내총2000 10.4% , 2010

생산 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 위였던 일본을 추(GDP: Gross Domestic Product) 2

월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미중 양강 구도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 , G-2

가이다 김규판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 관계. , “ ,” 일본비평 호 , 6『 』

(2012), pp. 127-130.
118) 윤덕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전략 , “ ,” 전략연구 제 권 호 , 20 59『 』

(2013), pp. 65-94; 장달중 중국의 부상과 중 일 간의 파워게임 일본의 시각, “ - : 

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 권 , 1 (2009), pp. 282-317; Sook Jong Lee, 『 』

“Rebuilding the US-South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 in the Indo 

Pacific Region,” Wilson Center (May 23 2022),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rebuilding-us-south-korea-japan-trilater

al-relations-indo-pacific-region 검색일 년 월 일 ( : 2022 5 23 ); Yul Sohn, “The 

China Challenge Prompts Recovery of a Strained ROK-Japan Relations: 

Analyzing ROK-Japan Relations Through the 9th Joint Korea-Japan Public 

Opinion Survey, “ EAI Issue Briefing (2021), 

http://www.eai.or.kr/new/en/project/view.asp?intSeq=20873&code=104 검색 (

일 년 월 일 전재성: 2022 5 23 ); , 2018; Chalmers Johnson. “No Long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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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는 것을 극력 피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은 탈냉전기 들어 북일 관계. 

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과 납치자문제로 갈등하는데다 북한의 핵과 미사. , 

일 역량 강화로 인한 안보위협 인식도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냉전기 . 

동안 북일 대화를 지속했고 남북은 상호 갈등했지만 탈냉전기 들어 그런 , 

관계가 뒤바뀌었다 그 결과 한일 간에 대중 정책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 , 

협력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한일 갈등은 더욱 불거졌다 또한 탈냉전기 들, . 

어 한국이 국력 성장에 힘입어 일본과 더욱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과거사

에 대한 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일본은 부상한 한국을 점차 경. 

쟁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이 과거사도 반성하지 . 

않은 채 평화헌법 개정 보통국가화 재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견, , , 

제한다 한일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준동맹 게임 도 탈냉. ‘ ’
전기 한일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사례 데탕트 년2. : (1972-1974 ) 

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물리적 열전이 아닌 2

대립이 나타난 냉전기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갈등이 항상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년대 초 자유진영의 수장 미국과 공산진영의 수장 소련과 중. 1970

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소련과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국제. 

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안보위협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미소 관계가 개선. 

되었던 시기를 미소 데탕트 라고 부르는데 이때 모순(D tente, 1972-1974) , é
적이게도 한일 관계는 최악을 기록하게 된다.

미소 데탕트 시기 미중화해와 당시 한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그 전 시기인 닉슨 독트린 년 월 일 과 년대의 중소분쟁이 발생(1969 7 25 ) 60

한 국제정세를 연결해야 보아야 한다 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과 소련 . 1960

등 공산진영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중 닉슨 미국 대통령은 괌에서 언론과 , 

‘Lone’ Superpower: Coming to Terms with China,” Global Policy Forum 

(March 15, 2005), 
https://archive.globalpolicy.org/empire/challenges/competitors/2005/0315china

power.htm#author 검색일 년 월 일 ( : 2022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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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에 닉슨 독트린 일명 괌 독트린 을 발표한다 이는 아시아 국가‘ ’, ‘ ’ . 

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자국의 방위를 해결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119)

“As far as the problems of military defense, except for 

the threat of a major power involving nuclear weapons,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encourage and has a right to 

expect that this problem will be handled by, and 

responsibility for it taken by, the Asian nations themselves

.”120)

닉슨 대통령은 괌 독트린의 후속조치로 년에 주한미군의 철수 1970

계획을 통보하고 년에 일부 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1971 .121) 그 배경에는 베 

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 반전 여론과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가 있다 이에 대해 빅터 차는 닉슨의 주한 미군 철수 위협이 한국과 . 

일본으로 하여금 방기 두려움의 대칭성을 일으켜 양국 간 안보협력이 나타

났다고 설명한다.122) 

119)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Nixon, 1969: Containing the 
Public Messages, Speeches, and Statements of the President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548-549, 551-553; 

“Editorial No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Document 29.
120)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71, pp. 

544-546.
121)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US Programs in Korea,” 

March 20, 1970, National Security Council, Nixon Administration,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 미군감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1969-1974; “
국 정부 간의 공동성명서 (1961.2.6),” 『국방조약집 제 집1 서울( : 』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 733; 년대의 미국 외교정책 평화의 구“70 : ‘
축 초 닉슨 독트린’: ( )(‘ · ’) (1961.2.25),” 『국방조약집 제 집1 서울( : 』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 735-738.
122) Cha, 1999, pp.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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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방기 두려움만으로 협력을 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미군 철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 

동북아 지역에 계속 개입하였으며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억불 규모의 군, 15

사원조를 제공하고 한미 고위급 연례안보협의회 개최를 약속하는 등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이 방기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 

다.123) 오히려 앞서 절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본고는 한일 양국의  2 , 

안보위협 인식이 상당히 일치했고 한국의 박정희와 일본의 사토 총리의 성

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양국 협력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자 한다 푸에블로. 

호 사건 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과 베트남 전쟁의 확전으로 동아시아 (1968)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공산주의 위협을 공유했다 또한 두 . 

정치 지도자들은 반공과 친미 성향을 공유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일. 

본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했고 이전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한일관계의 비대, 

칭성을 수용했다 이를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 

하기도 하는데 본고는 심리적감정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합리적 이해, ·

관계에 분석을 집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내 안보위협의 증가에 . 

대해 한일이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안보협력의 조건이 조성

되었고 한일 집권세력 간 이해관계와 성향의 대칭성도 안보협력을 촉진하, 

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을 바탕으로 년대 말까지 한일 간 60

안보협력이 가능했지만 년대 들어 동서 간 긴장 완화로 한일 간 안보위, 70

협 인식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소 데탕트와 미중 화해는 국제질서의 . 

변동을 예고하는 대사건이었다 년대까지 미소 관계는 쿠바 혁명. 60 (1959), 

미국 정찰기 격추 쿠바 미사일 위기 등으로 갈등이 최고U-2 (1960), (1962) 

조에 이르게 된다 그러던 중 소련과 중국 간 이념 갈등이 발생하여 중소 . 

분쟁으로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자유진영에서도 독자 외교를 펼치는 ,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점차 변화했다 또한 미국은 .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진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로 인해 절대적 ,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사태로 미소 . 1962

123) 『국방조약집 제 집1 ,』  1981, p. 733, 7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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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핵전쟁의 공포로 국제사회는 인류 멸망의 공포에 떨었다 이에 세계 도. 

처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요구가 증대됐다 마침내 미국과 소련이 세력균형 . 

단계에 접어들자 양국은 마침내 긴장 완화 를 뜻하는 데탕트 를 , ‘ ’ ‘ (D tente)’é
모색했다.

데탕트 시기의 진영 간 대립 완화는 미중 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중소 분쟁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미국이 중국과 관계 . ,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전통적인 냉전 질서를 개편하고자 

했다.124) 년 월 헨리 키신저 미 국가안보보좌관 비 1971 7 (Henry Kissinger) 

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 총리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 ( ) 周恩来
사전회담을 가졌다.125) 이후 미중 간 핑퐁외교 가 시작되었고 년 월  ‘ ’ 1972 2

닉슨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뚱 주석과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 ) 毛泽东
을 가졌다 이때 채택된 상하이 공동성명 은 . (Shanghai Communiqu , 1972)é
냉전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정표적 사건이자 이후 미중 국교 정상화, 

의 첫걸음이 되었다(1978) .126) 중소 양국의 관계는 이들이 주적으로 생각하 

는 미국과의 관계보다도 더 갈등적인 세력경쟁과 이념경쟁의 복합적인 경쟁 

관계로 발전했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과 소련은 세력균형 이론의 논리와 처. 

방에 따라 멀리 떨어진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서로 견제하고자 했다. 

한국과 일본은 데탕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 

후견 동맹국 미국이 평소 적으로 생각하던 중소와 관계개선에 나서자 그동

안 자신들이 쌓아온 안보 개념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국제정세. 

124) 심세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박정희 닉슨 행정부시기를 중심으 , “ : ·

로 군사연구 제 집 ,” , 145 (2018), p. 194; “Editorial Note,” Foreign 『 』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Document 20; “Draft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October 17,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Document 40.
125) “Memorandum of Conversation,” October 21, 19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Document 

162.
126) “Joint Statement Following Discussions with Lead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ebruary 27, 197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Documen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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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긴장완화와 안보위협 인식 감소로 이어졌는데 왜 유독 한일 간에 , 

갈등이 나타났는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데탕트 시기 한국과 일본의 , 

위험인식과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일의 안보위협 인식 평가와 비교1) 

일본의 안보위협 인식(1) 

년 일본에서는 장기 집권을 하던 사토 에이사쿠 총리1972 ( ) 佐藤榮作
가 지지하던 후임이 당선에 실패하고 다나카 카쿠에이 가 당선되, ( )田中角榮
었다 미일동맹 해양동맹파로 분류되는 사토는 친한 반중 성향을 보였다. , , . 

그는 년부터 년까지 내각총리직에 있으면서 한일 국교정상화1964 1972

를 성사시켰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닉슨 사토 성명 에 (1965) , - (1969)

한국 조항 을 포함시킨 인물이다 닉슨 사토 성명의 한국 조항 은 한국의 ‘ ’ . - ‘ ’ “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essential)”127)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는 한일 간 안보협력 긴밀함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또한 사토 내각은 기존 . 

미국 입장을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신중히 대응했다.128)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했다. 

이런 일본에게 년 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정책태도 변1972 2 ·

화는 큰 충격이었으며 이를 닉슨 쇼크 라고 불렀다, “ ” .129) 하지만 후임 다나 

카 총리는 미중 화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 이용했다 미국 또한 일본이 공세적인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 

닉슨 쇼크를 이용하여 자율적인 지위를 갖고자 한다고 평가했다.130) 일본  

127) “The Prime Minister deeply appreciated the peacekeeping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area and stated that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sential to Japan’s own security.”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71, pp. 953-957.
128) 한상일 , 일본 전후 정치의 변동 점령통치에서 새 체제의 모색까지: 『 』 서울, ( : 

법문사, 1997), pp. 138-155.
129) Lee W. Farnsworth, “Japan: The Year of the Shock,” Asian Survey, 

Vol. 12 No. 1 (1972), pp.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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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는 친미성향의 미일동맹파와 친중과 중립국화를 추구하는 아시아파가 

있는데 다나카 총리는 후자에 속했다 다나카는 이런 아시아주의 전통에 , . 

따라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접촉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남북 균. 

형외교를 적극 추진했고 미중일 삼각 협력관계가 일본에게 최선의 안전보, 

장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31) 키신저는 다나카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 

과 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일본의 적당한 재군사화가 , 

오히려 중국이 긴장하고 견제하도록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

다.132)

다나카 총리의 중일 국교 정상화 의사에 대해 중국도 이를 환영했

다.133) 이후 다나카는 닉슨의 중국 방문 약 개월 만에 년 월 중국을  7 1972 9

방문하고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일공동성명은 기존의 수교를 맺기 . 

위한 협약 형태가 아닌 성명의 형태로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공식화했다 일. 

본이 중국 측이 제시한 관계 복구를 위한 세가지 원칙“ (the three principles 

for the restoration of relations)134) 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
히며 중화인민공화국 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가 단절하게 되었다.135)

130) “Memorandum of Conversation,” April 3, 197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2, Japan, 1969-1972, 

Document 116.
131) 신욱희 , 2019b, p.15.
132)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72, Document 116.
133) 한상일 , 1997, pp. 148-151.
134) 관계 복구를 위한 세가지 원칙 “ (the three principles for the restoration of 

는 중국 측이 제시한 세가지 원칙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중화인민relations)” . 1) 

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일부분. 2) 

에 해당된다(Taiwan is an inalienable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중일 평화조약을 폐기한다 일본은 위 세가지 원Republic of China). 3) 1952 . 

칙에 대해 세가지 원칙을 충분히 이해한다 고만 표명하고 있“ (fully understands)”
다. “Joint Communique of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ptember 29, 1972,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china/joint72.html 검색일 년  ( : 2022

월 일5 23 ). 
135) “Joint Communique of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한상일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72; , 1997, pp. 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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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무역량 또한 늘리고자 했다 이에 . 

중국 측은 개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중 남한이나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4 , 

지 않는다는 조항과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말 것이 포함되어있다 이후 일본은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중국과의 . 

무역량을 증가시켰다.136) 이와 함께 일본의 미중일 삼각 협력 관계 구축 방 

안은 중국의 위험성과 견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안보위협 인

식 괴리를 보여준다.137)

일본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관계개선 방법을 적극 모색했다. 

닉슨의 방중 발표 이후 사토는 북한과의 교류를 강조하며 년 한일 정, 1971

기각료회의에서도 북한과 교류의사를 밝혔다.138) 다나카는 나아가 남북 등 ‘
거리 외교 를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일본은 북한과 정치 문화 스포츠 ’ . , ,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증가시켰고 북한의 국제무역 촉진위원회를 통해 북, 

일 간 경제협력이 강조되면서 북일 교역이 년에 약 만 불에서 1971 5,900

년에 억 만 불로 무역규모가 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표 1974 3 6000 6 ([ 3-2] 

참고).139) 

“Intelligence Note,” October 2, 197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2, Japan, 1969-1972, Document 136;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72, Document 116.
136) Farnsworth, 1972, pp. 48-49; 신욱희, 2019b, p.15.
137)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72, Document 116.
138) 『일본경제신문 ,』 년 월 일 1971 8 10 .
139) 환태평양문제연구소 편, 한국 북조선총람 동경 원서방· I , : , 1984, p.314. 『 』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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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 통계

1970 3,441 2,334 5,775

1971 3,006 2,891 5,897

1972 3,831 9,344 13,175

1973 7,232 10,016 17,248

1974 10,882 25,191 36,073

1975 6,484 18,063 24,547

표 [ 3-2] 북한의 대일무역 추이  (1970-1975) 단위 만 달러( : )

출처: 환태평양문제연구소 편 , 한국 북조선총람 원서방· I ( , 1984), p. 314.『 』 

김일성 또한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자유왕래 문화 교류 , , 

기자 교환 등을 희망하며 일본 국회의원의 북한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대일관계 개선 의사를 밝히며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호응했다.140) 이 

렇게 일본은 단계적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 넓혀나갔지만 기본적으로는 남‘ ’ , 

한과의 신의 를 지키는 정책을 지속하는 듯했다“ ” .141)

다나카 내각은 북한과 교류를 확장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적, 

극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는 다나카 내각의 남북 등거리. 

외교와 한국조항 변화에서 드러난다 남북 등거리외교는 기존 사토 내각의 ‘ ’ . 

하나의 한국 정책과 달리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균형과 평화 통일을 위해 “ ” , , 

남북한 모두와 공존하겠다는 입장이었다.142) 이에 따라 다나카 내각은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한국만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남북한의 ,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143) 기무라 도 

140) 『韩日新聞 양기웅1971.9.27. ,』， ， 일본의 투레벨 협상전략 북일 수교 협 “ : ·

상,” 통일정책연구 제 집 권 , 5 1 (1996), pp. 141-188『 』 에서 재인용.
141) 신정화 , 2004, pp. 119-120.
142) Paek Tae Youl, “Korean Unification and Japan’s Foreign Policy: A 

Historical Overview,” in Young-Sun Lee and Masao Okonogi (eds.) Japan 
and Korean Unific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pp. 37-39.

143) 제 회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 쇼와 년 월 일 “ 71 48 6 26 ,” (1973.6.26.) 



- 71 -

시오(木村武雄 외상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은 나아가 한국이 한반도 유일 )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한일기본조약에 반하는 발언과 북한이 안보위협이 되

지 않는다는 발언 등을 하며 적극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러한 일본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한 것은 진정 일본의 안보위협 인식

의 전환을 보여준다.144)

이런 남북 등거리 외교정책은 당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게 남북 간 갈등은 언제든지 한반도 전쟁에 . 

연루될 수 있는 위협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침략으로 . 

인한 전쟁 뿐 아니라 남한의 통일을 위한 공격 또한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 

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y[Japan] are also becom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the security of South Korea, which they see as 

a hostile dagger pointed at Japan. They now feel South 

Korea is vital to their security, and they value our presence 

there. If we were to withdraw completely from South Kroea 

and Japan, this would inevitably lead to major Japanese 

rearmament.”145)

 

이에 남북 양측이 일본에 안보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나카 내각의 북한과 관계 개선은 남북의 세력균형을 유지

하는 선에서 가능했다 남북한 중 일방이 세력 우위를 지니게 되어 세력균. 

h t t p : / / k o k k a i . n d l . g o . j p / c g i - 

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5919&SAVED_RID=1&PAGE=0&P

OS=0&TOTAL=0&SRV_ID=4&DOC_ID=18332&DPAGE=1&DTOTAL=34&

검색일DPOS=19&SORT_DIR=1&SO RT_TYPE=0&MODE=1&DMY=6226 ( : 

년 월 일2022 5 21 ) 
144) 신욱희 , 2019b, pp. 20-21.
145) “Minutes of a Senior Review Group Meeting,” August 27, 19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2, Japan, 

1969-1972, Document 91.



- 72 -

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경제 원조를 통해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것까지 고, 

려한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이었다.146) 특히 년대까지 북한은 남한에  1960

대해 경제적 우위를 지녔으며 년을 남북한 경제력이 비슷한 남, 1971-1973 “
북 대등기 에 해당된다 남북 대등기는 남한의 경제개발 개년 계획” . 5

의 성공과 북한의 경제개발 개년 계획(1961-1966, 1967-1971) 7

이 실패하면서 남북 인당 가 상대적으로 비슷해지면서 (1961-1967) , 1 GNP

나타났다.147) 

하지만 남북한의 과도한 관계 개선도 일본에 안보위협을 가한다 통. 

일 한국의 등장 또한 일본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

일본은 양국의 과도한 갈등이나 과도한 관계 개선 모두를 견제하려고 하면

서 남북한의 적절한 대립과 세력균형을 통한 현상유지를 위한 남북 등거리 , 

외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148)

한국조항은 앞서 언급했듯이 닉슨 사토 성명 항의 한국 안- (1969) 4 “
보가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essential)”149)이라는 내용이다 동 한국조항은 .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는 내용과 함께 오키나와 반환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한국조항은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 

주는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나 일본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146) 신정화 , 2004, p. 123.
147) 윤순갑 , 2005, p. 13.
148) 이창훈 외 편 , 한국 근 현대 정치와 일본 서울 선인· I , ( : , 2010).『 』
149) “The Prime Minister deeply appreciated the peacekeeping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area and stated that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중략Korea was essential to Japan’s own security...(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expressed the strong hope that the war in Viet-Nam would 
be concluded before the return of the administrative rights over Okinawa to 
Japan. In this connection, they agreed that, should peace in Viet-Nam not 
have been realized by the time reversion of Okinawa is scheduled to take 
place, the two governments would-ful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the light 
of the situation at that time so that reversion would be accomplished 
without affecting the United States efforts to assure the South Vietnamese 
people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ir own political future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71, pp. 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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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속하는 의미가 아니었으며 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인식에 , 

따른 것이었다.150) 즉 한일 양국의 안보위협 인식이 부합하기 때문에 탄생 ,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년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이러한 한일 안보 연계조항이 1971

삭제되었고 한국 조항의 수정을 주장하는 입장까지 등장했다, .151) 사토 총 

리는 년 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국조항 의 표현에 대해 이의1972 1 ‘ ’
를 제기하기도 하였다.152) 또한 닉슨 다나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

논의가 줄고 다나카가 일본 국회에서는 한국이나 한일 관계에 대한 아예 ,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일본의 안보위협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

다.153) 닉슨 다나카 회담 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한국조항에 대한 논의 - (1973)

는 부재했으며 나아가 다나카는 기존에 강조되어 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에서 미중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154) 이후 다 

나카는 동서진영 간 긴장완화로 전체적인 안보 불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방기의 두려움도 없었다고 직접 밝혔다 또한 일본 국민으로부터 미일 안전 . 

보장체제에 대한 지지까지 떨어지는 등 데탕트 시기일본의 전체적인 안보위

협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5) 

150) Don Oberdorfer and Hajime Izumi,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Coordinating Policies and Objectives,” US-Japan Project 
Working Paper Series, No. 11 (March 1997), 

https://nsarchive2.gwu.edu/japan/donizumiwp.htm 검색일 년 월 ( : 2022 5 22

일 윤덕민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상과 한국외교 오키나와반환에서 보는 한국); , “ : 

의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의 정책연구,”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 31 1 (1991), 

pp. 128-135.
151) 미일각료회담 “ ,” (1971).
152) 이오키베 마코토 사카모토 가즈야 외 인 , 3 ,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서울, ( : 

다락원, 2002), pp. 176-177.
153) 양기웅 냉전기 일본총리의 한반도 및 한일 관계 인식변화 국회 , “ (1945-1990): 

소신표명연설 분석,” 『일본연구논총』 제 권 신욱희, 40 (2014a), pp. 99-128; , 

2019b, pp. 1-26.
154)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 Theoretic –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pp. 485-515.
155) 다나 카, 2002,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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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위협 인식(2) 

국제정세 변화로 자유진영 국가들과 공산진영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한국 또한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 

다 또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하면. 

서 국제긴장완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특히 이념과 체제에 무관하게 문호를 , . 

개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통일 논의가 

확산되었다 년 광복 제 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선. 1970 25 ‘8.15 

언 을 통해 새로운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했다(1970)’ .156) 이를 기점으로 남 

북적십자회담 남북공동성명 와 선언 등 남북 (1971), 7.4 (1972) 6.23 (1973) 

관계 개선 노력들이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 원.  3

칙 선언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 중단 및 무장도발 중지 남북 간 교류에 , , 

대한 합의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남북 공동성명은 한국 전쟁 이후 , 7.4 

처음으로 평화 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이러한 대화 국면에 따라 그림 ‘ ’ . , [

북한의 정전협정 주요 위반 건수 추이 에서도 나타나듯3-1] “ ” , 1970-1972

년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북 간 통일 접근 방법은 달랐지만 남북조절위원회가 차례 진행되, 6

며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 

줄지 않았다 한국은 선의의 경쟁 을 강조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 후 . ‘ ’ ,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북한의 경우 군사적 문제를 우선적· . , 

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군 규모 축소 반. , , 

공단체 해산 한국의 보안법 폐지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 등의 선행을 , , 

주장했다 즉 한국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접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통. , ·

일을 이루고자 했으나 북한은 정치 군사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 ·

156) 선언 은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 주년 행사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 ‘8.15 ’ 25

표한 것으로 평화통일구상 선언 이라고도 불린다 박정희는 평화 통일을 , ‘8.15 ’ . 

위해서 북한이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 하고 기존의 적화 통일이나 “ ”
혁명 주장에 대한 태도를 포기하는 등 실질적 변화가 선행되면 유엔에서 한국 “
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대통” . 

령 비서실 제 주년  광복절 경축사 년 월 일 박정희대통령, “ 25 ,” 1970 8 15 , 『 』 『

연설문집 제 집 월편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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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통일 접근 방법의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157) 

결국 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다 년 월 1973 . 1973 8 28

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 측 공동위원장 김영주는 김대중 납치 사건 과 ‘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을 내세워 대화 중단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6.23 ’ , 

은 한국의 보안법 폐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 미군 철수 유신 철, , , 

폐 등을 요구하면서 관계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이후 북한의 무장도발이 재, 

개되었다 년에 다시 북한 도발이 급증했고 그 결과 한반도 내 . 1973-1975 , 

군사적 긴장도 크게 고조되며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다, .158) 

한국의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졌던 이유는 크게 북한의 직접적인 무장 

도발과 북한의 도발 준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냉전 긴장. , 

이 완화되었지만 북한은 철원군 총격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 DMZ (1973), 

사건 와 해경 경비함 격침사건 등 직접적인 침투 및 도발(1974) 863 (1974) 

을 감행했다.159) 철원군 총격 사건은 철원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순찰  DMZ 

및 푯말 보수 중이던 한국군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군은 북한군에 사격을 중지할 것을 경고했지만 총격이 계속되자 , 

한국군이 북한군 감시 초소에 포 사격을 하게 된 사건으로 자칫 전쟁으로 , 

발전할 수 있을 뻔한 사건이었다 특히 이에 대해 북한 측이 전군비상경계. ‘
령 과 동원령 을 가했다는 점에서 총격전이 한반도 전쟁으로 치달을 뻔했’ ‘ ’
다 이 사건으로 한국군은 명 사망 명이 부상을 입고 북한군도 명 사. 1 ·1 , 1

망 명이 부상을 입었다·1 .160) 

이러한 직접적인 도발 외에도 북한이 도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한

국은 안보위협을 느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이후인 . 

년 월 일 발견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간 대화국면이 적극적으1974 11 5 . 

157)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년 서울 외교통상부 , 60 : 1948-2008 ( : , 2009), p. 『 』 

우승지 남북한 관계 년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134; , “ 60 : 1948-2008,” . , 17『 』

권 호 2 (2008), p. 135.
158) 윤정호 통일교육원 , 2012; , 2015, pp. 234-235.
159) 이윤규 , 2014, p. 82.
160) 손기웅 강동완 외 인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서울 통일연 , 12 , DMZ ( : 『 』 

구원, 2011),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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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던 년에도 땅굴을 파면서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1971-1973

것이 밝혀져 북한의 이중성이 부각되었다 발견된 땅굴들은 김일성의 명령. 

으로 번번이 실패한 지상 침투 대신 기습전과 후방공략을 목표로 한 지하 

침투 전술지하에 사용될 목적이었다 땅굴이 완성되어 침투에 사용되었더라. 

면 시간동안 개 연대의 무장병력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군사통로였, 1 1

을 것이다 년까지 이러한 땅굴이 총 개 발견되었다. 1990 4 .161)

이러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북한의 공격적 의도를 드러내는데 이, 

에 대항하는 남한의 군사력이 절대적 우위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

의 위협인식은 가중되었다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박정희의 편지에서도 북. 

한의 우세한 공군력과 장비가 언급되며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 

난다.162) 

한일 안보위협 인식 비교(3) 

미소 데탕트와 미중 화해를 시작으로 안보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

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단절과 재개된 군사 도발로 인해 다시 고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에 대비해야만 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 비해 일본이 북한 중국. , , 

과 관계개선과 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은 양국 간 큰 안보위협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한일 간 군사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의 등거리 외교. 

는 남북분단을 고착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동이었다, . 

다나카 내각이 한국조항을 거부하거나 수정한 것도 한일 간 큰 안보

위협 인식의 괴리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은 년부터 북한의 대남 위협이 . 1971

증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년대 초 국제적 데탕트와 남북. 70

대화 국면 속에서도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북한의 대남 , 

침투가 증가하고 한국의 공군력이 북한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등 한국의 안, 

161) 이윤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pp. 82, 84-85; , 남북관계지식사전 서(『 』 

울 통일부: , 2015), pp. 356-358.
162)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통령 친서 년 월 일 대한민국 외교문,” 1969 4 26 , 『

서 자료집 한미관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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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협 요소를 알고 있었다.163)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확장 

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한국이 더욱 불리한 안보환경에 빠지, 

는 것을 방치했다 이는 일본이 더 이상 자국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를 연계. 

하여 보지 않는다는 것과 양국 간 안보위협 인식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에 . 

일본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동시에 한국과는 정치적 경제적 , ·

협력이 최저점에 이르게 되었다.164) 나아가 미국이 기존에 공산세력에 대항 

하기 위해 강조해온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중국을 비롯한 

공산 세력과의 긴장완화로 약화되자 이는 지속적인 공산세력의 안보위협에 , 

노출되어 있는 한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는 한일 간의 안보위협의 . 

차이도 보여주지만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안보위협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당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 

따라 일중미의 이등변삼각형 안보체제 가능성을 고려하며 이것이 아시아“ ” , 

에 나토를 만드는 것보다 강력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고려되었

다는 점에서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 차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165)

이외에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들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김대중 납치사건 과 박정희 암살 시도 및 영부인 암살사건(1972.10), (1973)

등이 있다 유신 체제와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일본의 입장에서 민(1974.8) . 

주주의 가치에 대해 위협을 가했으며 김대중 납치가 일본 영토에서 일어난 , 

것에 대해 자국의 주권의 침해로 보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 나. 

아가 박정희 암살 시도 및 영부인 암살 사건의 범인이 재일교포로 드러나면

서 일본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한일 관계, 

가 더욱 악화되었다 한일 안보 위협 인식이란 구조적 요인에 미국의 불개. 

입까지 나타나면 한일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 없이 이 시기를 한일 관계의 

큰 위기 로까지 규정하는 학자들이 생겼다“ ” .166) 

163) “Memorandum of Conversation,” October 22, 19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2, Japan, 1969-1972, 

Document 102.
164) 한배호 , 1986, pp. 235-241
165) Dittmer, 1981, pp. 485-515.
166) Masao Okonogi, “Overview of Japan-Korea Relations: Japanese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5 (19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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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개입 정책2) 

년에 닉슨의 괌 독트린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시작1969

되었는데 미중 관계개선 국면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가속화되었다, .167) 

박정희는 한미 정상회담 에서 미군 철수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1969)

지만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 를 표방하는 닉슨 독트린과 중국, “ ”
의 미군 철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년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 1970

한국에게 통보했다.168) 이에 대해 빅터 차는 닉슨 독트린 시기에 미국의 불 

개입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대칭적인 방기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한일 

협력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169)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닉슨 독트린 선 , 

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군사현대화에 대한 강력한 지원 및 원조를 

하는 등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닉슨 독트린 시기에 한일 협력은 양. 

국의 안보위협 인식의 일치와 미국의 개입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북한을 비. 

롯한 공산주의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미국의 불개입 정책 에도 불구하고 , “ ”
미국은 군사원조를 확대하는 등 개입을 하게 되면서 양국은 협력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 

이다 닉슨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철. 

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I can assure you that we will not retreat from the 

Pacific area and we will not reduce our commitments, but I 

270.
16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July 9, 1971,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Document 

139.
168) “Memorandum of Conversation: Talks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esident Pak,” August 21, 196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Document 35; “Letter 

from President Nixon to Korean President Park,” May 26, 197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Document 143.
169) Cha, 1999, pp. 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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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we need intelligent policy, by giving aid to the 

countries who attempt to help themselves.”170)

하지만 미국의 불개입 정책이 데탕트 시기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 안보 공약을 저버리고 년에 미(1969) , 1970

군 철수 계획을 통보하고 이후 년에 미군 명을 철수시켰다 특, 1971 11,000 . 

히 미중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닉슨 독트린을 통한 미군 철수가 본격화 되었

다는 점에서 미국은 사실상 소련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동북아 개입 정, 

책을 철회함으로써 지역 내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개입 축소는 지역 내 긴장을 완화시키지도 한일 간 , 

방기 두려움의 대칭성으로 나타나 한일 간 협력을 낳지도 않았다.

표 [ 3-3] 닉슨 행정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추이 단위 명 ( : )

출처: 김일영 조성렬 , ,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 , 』 서울 한울아카데미, ( : , 2003) p. 

의 표를 편집함90-91 . 

일본의 경우 동서진영 간 긴장완화로 전체적인 안보 불안이 감소하고 

170) “Memorandum of Conversation: Talks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esident Pak,” 1969, Document 35. 

연도 주둔규모 증감

1968 67,000 +11,000

1969 61,000 -6,000

1970 54,000 -7,000

1971 43,000 -11,000

1972 41,000 -2,000

1973 42,000 +1,000

1974 38,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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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기의 두려움도 없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의 정책 노선 . , 

변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중국과의 수교를 미국보다 빨리 이루고 북한과, 

도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등 미국에 대한 방기의 두려움이 없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일본은 평소 공산세력과 대화관계를 유지했고 이들과 미국 또는 . , 

한국과 같은 강한 적대적 경쟁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부에서도 동맹파. 

와 아시아파가 공존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편승할 수도 있었다 사실 주한, . 

미군은 수시로 철수 대상이 되었지만 일본은 년 이래로 한 번도 미국, 1949

의 방어선 내에서 벗어나거나 주일미군의 전면 철수 위협을 받은 적이 없, 

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동맹 방기의 두려움이 없었고 더욱이 항상 대륙의 . , 

공산세력과 대화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도 관리

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 주한미군 철수 로 인한 방기 위, “ ”
험이 월등히 컸다 하지만 한국은 년부터 미국으로부터 군 현대화를 위. 1966

한 원조를 요구하는 등 미군 철수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도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때는 보상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했다 아래와 같. 

이 미국은 또한 축소된 미군병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역량이 강화된다, 

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Concerning Korea, I do not think you have to worry 

about the Korean problem if our equipment is further 

strengthened. I believe that we can meet North Korean 

threats without increasing the present level of U. S. force in 

South Korea if (military) equipment is strengthened.”171)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기존

의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미군 감축을 시행하자 안보위협이 더욱 커졌다. 

특히 미중 간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여 미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어질 수 있, 

171) “Memorandum of Conversation: Talks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esident Pak,” 1969, Document 35. 



- 81 -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한국의 높은 안보위협인식이 더욱 높아, 

지게 되었다.

빅터 차의 경우 데탕트 시기 일본은 방기 두려움이 감소하는 반면, , 

한국은 방기 두려움 수준이 일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연루 방기의 복잡성/

으로 한일 간 갈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172)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닉 , 

슨 독트린 시기의 불개입정책은 데탕트 시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유사동“
맹 모델에 따르면 데탕트 시기에도 한일 안보협력이 나타났어야 한다 주” , . 

한미군 철수 및 미중 관계 개선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유, 

사동맹의 주장대로 방기 두려움의 대칭성으로 인한 한일 협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미국의 불개입 정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은 다른 위험인식을 . 

가지게 되었고 이는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동하게 되었다, .

소결3) 

본 절에서는 년에 나타난 한일 갈등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1972-74

했다 데탕트 시기에는 동서진영 간 긴장이 완화되고 미소 미중 중일 간 . , , 

관계개선이 있었지만 한일 간에는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본고는 이를 한, . 

국과 일본 양국이 노출된 외부안보 위협 요인이 크게 차이가 났고 그로 인, 

한 안보위협 인식의 불일치 탓으로 보았다 또한 미국도 진영 간 대립 감소. 

로 동북아 지역에 불개입하게 되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요구,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런 갈등 양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에 한일 간 각료회의가 연기 되고 그 기간이나 참석 각료 수가 줄어드는 , 

등의 변화로 이 시기를 한일 관계의 큰 위기 로까지 규정된다“ ” .173)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공산진영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이 크게 완, 

화되었고 근접한 공산주의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고 실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 . 

우 북한과 중국의 직접적 안보위협과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양국의 인식차, 

172) Cha, 1999, pp. 100-101.
173) Okonogi, 1985,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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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대칭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국은 북한과 분단으로 인한 제로섬적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 데탕

트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불가능했다 나아가 북한과. 

의 치열한 경쟁관계로 인해 중국 및 소련과 대화 또는 관계개선도 불가능했

다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도 북한과 관계 훼손을 무릅. , 

쓰면서까지 한국과 대화할 동인을 갖기 못했다 이에 일본과 달리 한국은 . 

이들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냉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결과 한, 

일 간 상이한 안보위협 인식으로 갈등이 나타났다.  

데탕트 시기 한일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안보, 

위협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양국이 외부 위협 요인에 대해 동맹이나 안보협

력을 통한 외적 균형을 도모할 수 없었다 한국은 결국 내적 균형을 시도할 .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 시기 박정희는 자주국방 을 천명하며 국방 . ‘ ’ , 

과학연구소 창설 국방연(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1970), 

구개발 및 방위산업 목표 수립 및 방위산업 육성 개년 계획을 수(1971) 10

립 한다(1971) .174) 또한 이 시기에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핵비확산정책을 추구하고 한국에게 동. 

맹과 핵개발을 선택할 것을 압박함에 따라 한국은 핵개발을 포기했다.

174) 국방부, 『한미동맹 년60 ,』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 , 2013) 

국방군사연구소pp.133-134; , 국방정책변천사 서울 국방군사1945-1994 , ( : 『 』

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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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4 

냉전기 한일 간에는 현실주의 세력균형 이론에 따른 동맹 형성의 

필연성과 자유진영 국가 간 반공 동맹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이 

지속되거나 제도화 되지 못했고 갈등과 안보협력이 번갈아 발생하는데 그, 

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간 뿌리 깊은 역사적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 

때때로 안보협력이 발생하는 동인을 찾고자 했으며 핵심 요인으로 한일 간 , 

안보위협의 대칭성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이 . 

논문은 한일 관계를 미국을 공통의 후견 동맹국으로 둔 준동맹 관계로 보

고 피후견 동맹국간 안보협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준동맹 모델 을 제시, ‘ ’
했다.  

이 논문이 제시한 준동맹 모델 에 따르면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 ’ , 

일치하여 대칭적일 때 스티븐 월트류의 위협균형 이론에 따라 한일 간에 , 

안보협력을 위한 구조적인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 안보협력 가능성이 증가한

다 반면에 한일 안보위협 인식이 불일치하여 비대칭성이 증가할 때 한일 . , 

갈등이 표면화된다 이런 공통된 안보위협 인식을 전제로 한일 안보협력을 . , 

촉진하는 요인으로 미국의 개입이 있으며 또한 한일 집권세력 간 정치외교, 

적 성향의 일치성도 있다 

본 연구는 년대 한일 관계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 가설을 확인60~70

한다 한일 협력 사례로 년 한일 수교 시기를 분석했다 당시 한일 . 1965~69 . 

간에는 북한에 대한 대칭적인 안보위협 인식과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긴밀한 정치경제안보협력이 발생했다 한일 갈등 사례로는 년대 초 · · . 1970

데탕트 시기를 분석했다 당시 일본은 냉전 진영 간 관계개선 기류에 편승. 

하여 북한 중국과 적극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안보위협 요인을 관리했다, , .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남북분단의 제로섬적 경쟁 구조로 인해 관계 개선에 , 

한계가 있었고 북한의 도발과 침투가 반복되면서 고도의 안보위협을 인식, 

했다 한일 양국은 데탕트기에 주어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 정반대로 대응. 

하면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도 더욱 커졌고 그 결과 한일 갈등도 심화되, 

었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한일관계를 방치했고 일본도 북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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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접근하면서 한국과 더욱 거리를 두었다 이와 같이 한일 간 비대. 

칭적인 위협 인식과 미국의 불개입 정책은 당시 양국 관계를 냉전기 최저점

으로 악화시켰다.  

여기서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 여부가 양국의 안보협력 여

부를 설명하는 근원적 구조적 원인이라면 한일 집권세력의 정치적 개입, , , 

그리고 후견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적 개입은 한일 안보협력을 촉발하거나 

촉진하는 근접 요인 이 된다 한일 집권세력이 공통의 정(proximate cause) . 

치안보적 이익에 따라 양자협력을 위해 강하게 개입 할수록 미국이 동아시, 

아정책 차원에서 한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하게 개입할수록 한

일 안보협력 가능성이 증가한다 심지어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다소 불. 

일치하더라도 한일 집권세력의 개입과 후견 동맹국의 한일협력을 위한 개입

이 있다면 한일 안보협력이 가능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부분적인 , , 

안보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빅터 차가 제기한 유사동맹 모델 의 . ‘ ’
핵심 주장인 미국의 동맹 방기 시 한일 안보협력이 발생한다 는 가설과 상“ ”
치된다. 

다시 말해 준동맹 모델 은 현실주의 위협균형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 ‘ ’
로 하여 후견 동맹국을 매개로 준동맹 관계에 있는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 

틀이다 이는 종래 한국의 대일 역사적 적대감에 기반한 역사 기술적인 심. 

리적 접근법과 달리 한일 관계를 안보위협 인식과 안보이익을 포함하는 동, 

맹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한편 현실주의 세력균형 이론 자유주의 . , , 

이론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 등은 한일 협력의 이론적 필연성과 정책적 , 

당위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일 갈등 현상을 주로 한국의 비합리적 감정적 , 

대응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준동맹 모델은 한일 간 안보협력과 갈등 현상. 

을 모두 양국의 안보이익에 따른 합리적 행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냉전기 한일 협력과 갈등 사례를 분석했지만 본 설명 틀, 

은 탈냉전기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다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 

델은 탈냉전기에 미국의 지역개입의 약화를 예견하며 한일 안보협력이 계, 

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전망과 달랐다 세기 들. . 21

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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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일 갈등 구조가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냉전기 의 한일 갈등관계는 . 

한국이 공산세력과 강하게 대치하고 일본은 이들과 대화하면서 상호 안보, 

위협 인식이 불일치하여 발생했다 그런데 세기에는 아이러니하게 한국이 . 21

중국북한과 적극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반면 일본은 이들과 대치하면서 · , 

한일 갈등이 재현되었다 한일 간 이런 안보위협 인식의 비대칭성이 지속된. 

다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지난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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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rivers of the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ROK-Japan Threat Perception Symmetry-

Jae Eun Ju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S-Korea-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gainst the 

communist security threats, and asked to have the weakest link-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 be strengthened. In the 21st century, the need 

for US-Korea-Japan trilateral and Korea-Japan bilateral cooperation has once 

again been raised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and 

Japan have many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centives to cooperate, 

but many alliance hindrance factors constantly appeared hindering both the 

consistent cooperation and conflict. Then why cannot Korea and Japan 

develop a stable security cooperation or alliance despite the objective and 

theoretical inevitability of security cooperation? When and why do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conflict occur?

Realist and liberalist theorists have consistently argued the 

inevitability and imperativeness of the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historical, psychological animosity, and identity factors,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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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have attributed the animosity from the colonial past to the reason 

behind the friction, and were pessimistic about potential cooperation. In 

reality, however, Korea and Japan have exhibited a volatile relationship, 

failed to establish a formal and stable alliance, and failed to theoretically 

explain the dynamics and continuous changes between cooperation and 

confli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motiv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why conflicts occur. 

Based on two case studies- each a Korea-Japan cooperation case 

and conflict case-, I suggest that the symmetry of the two states’ threat 

perception decid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en the two states’ 
share symmetric security threat perceptions, they tend to cooperate. When 

the threat perceptions are asymmetric, the two states develop conflict. For 

instance, if State A considers State C a big threat, while State B considers 

State C a potential partner or not a threat, despite being outnumbered, State 

A will also have conflict with State B.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ole of 

U.S. involvement as a proximate cause to the structural cause, threat 

perception symmetry.

These findings help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cooperation and conflict. It also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plaining the alliance behaviors to non-Western and weaker and smaller 

state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ntinues and pressure is built for a stronger Korea-Japan or 

US-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keywords : South Korea- Japan Relations,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lliance Theory, Quasi-Alliance, Cold War

Student Number : 2020-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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