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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의 장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Rebalance to the Asia-Pacific Region)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그 중심축이다. 그러나 일
본과 주변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은 이 지역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적 갈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균열을
야기해 미국의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토 분쟁과 이들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책, 동맹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어떤 함의가 있는 지
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동맹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센카쿠 문제, 러시아와 일본이 다
투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와 한국과 일본이 갈등 중인 독도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다. 센
카쿠 분쟁과 쿠릴열도 분쟁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이 견제해야 하는 잠재적 경쟁국 간의
분쟁인 반면, 독도문제는 중국에 대응한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간의 갈등인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
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대로 중재도 표면적 개입도 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이 당사자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
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독도 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 즉 한미동맹이 핵심 열
쇠이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독도문제의 해결(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의 출발점임을 인식시키고, 미국에게는 이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
호)(NRF-2016S1A5B8A0292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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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일본
동아시아는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의 장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전
략적 이해관계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남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4강, 즉 중국, 일본, 러
시아 그리고 미국이 상호 국익과 국가전략에 따라 각축을 벌이는 잠재적인 전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
아태평양 지역 재균형(Rebalance to the Asia-Pacific Region)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이 그 중심축이다.
그러나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한국 전쟁과 대만의 애매한 지위를 포함한 냉전 시대의
유산과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복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질서의 내구성을 심각
하게 시험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과 주변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및
중국과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이 지역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
국과 일본 간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적 갈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균열을 야기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는 한 일 간의 독
도를 둘러싼 영토적 갈등은 65년 전인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에서 미국이 내린 불분명한 소극적 결정이 원인이었다.1)
중화세계의 빅뱅과 더불어 세계적인 양대 대결구도로서의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동아
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 20세기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잔재인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은 미국에 대한 정책적 도전
과제와 한일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1) 대일평화조약(1951.9.8.)에서는 최종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섬 중에 무인도는 지위결정을 하지 않고,
유인도는 신탁통치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SCAPIN 677호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변경하여 ‘제주
도, 거문도, 울릉도’라는 형식으로 ‘독도’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았다. CHAPTER II(제2장)
TERRITORY(영토) Article 2(제2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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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안보적, 전략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
다오나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북방영토에 비해 한국과 벌이고 있는 독도에 대한
갈등은 미국의 입방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미국의 입
장에선 한미일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평
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일본 국내정치의 우경화를 배경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적 주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모두 독도에 대한 한
국민족의 민족적 애착과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동아시아 주변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
본이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 개별 영토분쟁에 대한 일본의 접근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
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과정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도서 영유권, EEZ, 에너지 자원 및 전략적 해양
수송루트(Sea Lane) 등의 국익이 걸려 있다. 미국은 센카쿠제도가 미일방위조약 제5조의
대상이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둘째,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열도(러시아명)/북방영토(일본명)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
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얄타협정에 기초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과정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북방 4개 도서가 미국이 소련에 양보한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도서 영유권, 경제협력 등의 국익이
걸려 있다. 미국은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이 지역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
해 미일동맹을 통해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문제에 합의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세째, 일본은 한국과 독도(한국명)/다케시마(일본명)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시대적으로 훨씬 앞선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일본은 자국령 편입과정에서 무주
지 섬점 주장에 역사적 권원까지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한국
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관할통치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도서 영유권, EEZ, 어업, 에너
지 자원 등의 국익이 걸려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더 큰 전략적 중요
성에 기초하여 이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분열을 막고, 양국이 분쟁을 평화
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립적 입장만 고수해 오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주변국과 벌이는 영토분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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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분쟁
분쟁 대상국
분쟁대상

주장국(Claimed by)
실효적 점유
(administered by)
관련 주요 국익

중국

중국(China), 대만(Taiwan)
일본(Japan)
도서 영유권, EEZ, 에너지
자원
실효적 점유 유지/현상유지

미국과의 동맹관계

미일방위조약의 대상(미국이 확인)

최근 상황들

러시아

Senkaku Islands(일본명)
Dokdo(한국명)
Diaoyu(중국명)
Takeshima Islands(일본명)

일본의 접근법

배경

한국

일본(Japan)
한국(South

Korea)

EEZ, 어업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도서 영유권,

독도는 한미동맹의 대상이 아님
일본은 1895년 이 섬들이 한국은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벌 이래 한국 땅이라는 역사
섬들을 합병했다. 일본은 중국 적 권원을 주장(『삼국사기』
이 인근에서 석유매장량이 발 (512년)
견된 후 1970년대 초반에야 일본은 1905년 러시아와의 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 쟁 중 편입을 통한 다케시마에
장한다. 중국은 이 섬들이 수 대한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주장.
세기 동안 중국 땅이었고 일본 한국은 독도가 일본에 의해
은 중국 본토 침공의 첫 발걸 최초로 강탈된 영토라고 주장.
음으로 이 섬들을 차지했다고 1950년대 이래 한국은 독도
주장한다.
경비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일본의 도발(문부성 교과서, 국
방성 국방백서, 외무성 외교청서)
2010년 9월 일본 순시선과 에 대한 한국의 항의,
중국 어선의 충돌 사태,
2006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일본
2012년 9월 일본정부 센카 해안경비정이 독도 인근 해저 지
쿠 3개 섬을 국유화,
도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 정을 보내 무력사용 가능성 시사
해 방공식별구역 일방 설정,
2008년 7월, 미국지명위원회
중국의 항의와 시위,
(USBGN)가 독도의 지위를 “남한
중국 경비정 분쟁 수역 진입, (South Korean)”에서 “지정되지
군사적 대치
않은주권(undesignatedsovereignty)”
으로변경후복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2012)

Kurile
Islands(러시아명)
Northern
Territories(일본명)
일본(Japan)
러시아(Russia)
도서 영유권, 경제협력
경제협력/외교적 교섭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견제

1945년 소련군이 섬을
점령하고 일본인들을 추방
하고 정착민들을 데려왔다.
1956년에 러시아는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일본이 주
장하는 4개의 섬 중 2개
(하보마이와 시코탄)를 반
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
나 일본은 모든 섬을 돌려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며 타
협안을 거부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말
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소련 선원들을 기념하기 위
해 쿠릴열도에 군함 파견.
2010년 드미트리 A. 메드
베데프는 대통령으로서 분
쟁의 대상이 된 섬을 최초
로 방문하여, 러시아가 영토
를 양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016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아베 총리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상.

일본이 동아시아 주변국과 벌이는 영토분쟁은 일본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남상구
에 의하면(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일본이 각각 중국, 러시아, 한국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는 그 성격과 영유권 주장의 근거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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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적 점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별개이지만, 일본에서는 하나의 세트로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세 곳에서 세 국가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한 곳의 반응이 다른 곳의 반응을 유발하는 연쇄반응을 우려해 세 곳 모두에 대해 원칙적
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일본의 전략운용(maneuver)에 제약요인이 되고,
이것은 각각의 영토분쟁에 대해 일본의 전략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현실을 고착화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토 분쟁과 개별 분쟁에 대
한 미국의 입장, 정책, 동맹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어
떤 함의가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동아시아 영토분쟁과 한미동맹 그
리고 미일동맹) 에서는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미국의 전략, 센카쿠 분쟁과 미일안보조약,
쿠릴열도 분쟁와 미일동맹, 독도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제3
장(결론)에서는 나라사랑과 독도 수호 그리고 한미동맹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Ⅱ.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
1. 동아시아 세력전이(Power Shift)와 미국의 전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특히 해양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지역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역분쟁의 당사자로서 여러 차례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1990
년대 중반 중국이 산호도(Mischief Reef)를 점령하자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47. 재인용) 다섯 가지 원칙, 즉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분쟁에서의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존중을 발표했다. 이어
2010년 7월 ARF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995년 제시된 원칙에 대해 항행의
자유가 미국의 국가이익이고, 관련 당사국 일방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며, 미국은
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선 5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47. 재인용).
일본이 주변국과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커트 켐벨(Kurt M. Campbell)의 언론 브리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2012년 9월 28일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질문에 당사자 간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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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미국의 불개입을 재강조 했다(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17. 재인용). 그러
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동아시아의 세력구도 변화에 대응한 미국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떠들썩한 영토분쟁을 벌이며, 특히 한국과 독도를 두고 벌이
는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적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
하는 미국이 자신의 핵심 두 동맹국이자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로서 한국과 일본을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센카쿠제도나 쿠릴
열도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독도를 둘러싼 한
일 양국 간 갈등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Pollmann, 2015) 미국
의 심각한 정책적 도전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관련된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이
격화되어 미국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을 피해야만 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여 일본 및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는 특히 중요하다. 2012년 9월 17일 워싱턴 포스트 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위당국자
는 필리핀의 해양영토분쟁에 미국이 애매하게 군사적으로 개입을 강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우리를 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끌
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다”(Whitlock, 2012).
이렇게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며, 분쟁에 대해서는 당자국들
간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센카쿠열도와 미일안보조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던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센카쿠 주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2010년 일본 순시선과 중
국 어선의 충돌 사태 이후 센카쿠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
급하고, 2015년 4월 개정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발표 시 미일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2010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클린턴 장관과 50분간 회담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상에 따르면,2) 당시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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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충돌 사건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을 설명하자 클린턴 장관은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뒤,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조약(1960)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3) 미
일안보조약 제5조4)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센카쿠열도가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 미
국이 지켜줘야 할 일본의 영토에 포함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8월
16일 필립 크롤리(Philip Crowley) 미 국무부 차관보도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시정
(administration) 아래 있고,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적용
되고, 따라서 센카쿠제도에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81-83).
그러나 중국 칭화대(淸華大) 류장융(劉江永)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고봉준· 이명찬· 하
도형 외, 2013: 82), 1972년까지 류큐(琉球, 오키나와)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었고, 미
국이 센카쿠제도의 관할권을 류큐에 귀속시켰다 해도 동 영토가 ‘일본 관할 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센카쿠에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1972년 오키나
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일본국민들은 환영했지만, 미국의 센카쿠에 대한 입장은 ‘반
환은 시정권(행정권, adminstration)만으로 한다.’ ‘주권(sovereignty)은 대만, 중국과
계쟁 중’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2012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한 미 의회 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결단코 센카쿠제도에
대하여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의 시정권만 인정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오키나와를 반환할 때부터 일관했다(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83).
센카쿠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일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는 의미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선언, 확인, 재확인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이것은 쿠릴열도에서 미국이 취했던 접근법과 아주 유사하다.(아래 3절 참조) 중
일 간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고, 동맹국 일본을 압박하여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긴밀히 끌
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92474238?nv=o (접속일: 2017.8.17.)
3)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의 먼데일 주일 미대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2010.9.28.) 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2013) p. 81. 재인용.
4) 미일안보조약 제5조(공동방위), “각 조약당사국은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
에 대처하여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로 취한 모든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
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종료되어야 한다.”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q&a/ref/1.html (접속일 2017.8.1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 개입” 규정이 아니라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라는 규정이다. 미국의 헌법에 따르
면, 교전권의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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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적 입장을 비친 미국의 전략과
도 유사하다.
한편, 센카쿠에 대한 안보조약상의 언급이 유사시에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는 불명확하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olas
D. Kristof) 기자는 현실적으로 미일안보조약이 발동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았다(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0, 2010). 따라서 센카쿠에 관한 미국의 자세는 일종
의 ‘성실성의 테스트’로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중국 견제의 동아시아 전략(Pivot
to Asia)적 관점에서 중국의 과격한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1996년의 위기 시에도 그 이전에도 이 ‘테스트’에 대한 미국의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당사국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는 반복해서 중립의 입장을 말해 왔다. 그리고 이 입장은 과거 25년 이상에 걸쳐 미국의
정책이 되어 왔다.
3. 쿠릴열도와 미일동맹

한편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분쟁(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 일본에서는 북방영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소 봉쇄정책이라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기초한 미일동맹에 무게중심
을 두고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일명 ‘덜레스 위협사건’(Dulles Threat Incident,
1956)에 잘 나타나 있다.
1956년 7월까지 북방영토 협상의 일본측 전권대사였던 시게미추(Mamoru Shigemitsu)
외상은 사할린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모스크바 방문기간 중 쿠릴열
도의 분쟁 도서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 개 섬을 돌려주면 소일 간 평화조약을 수용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1956년 8월, 런던에서 열린 소일 협상의 와중에 미 국무장
관 덜레스는 일 외무상 시게미추에게 만약 일본이 남 쿠릴열도 전체, 즉 북방 4개도에 대
한 일본의 주장을 포기하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영구히 보유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에 소비에트의 비판가들은 “미국은 일본이 소련과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Iaponiia. voprosy Istorii , 1959: 272-73) 델레
스의 간섭(위협)을 비난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미국의 정책은 “일본
을 고립화시키고, 가능한 가장 강력하게 미국과 연대하게 하는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라는 증거였다(Petrov, 197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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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러시아 극동연구소의 저명한 학자인 마르코프(A. P. Markov)도 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런던에서 열린 소일협상의 일본측 대표단장인 시게미추 외무장관과의 만남에
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시게미추]에게 소련과의 영토문제 해결을 거절하라고 요구했
다. 그는 미국은 만약 도쿄가 소련과의 평화조약에 서명하면, 미국의 점령 하에 있는 류큐
열도(Ryukyu Islands)의 반환을 거절할지 모른다고 선언했다.” “미 행정부의 입장은 런
던협상(나중에 1956년 소일공동선언의 서명을 위한 모스크바협상)에서 일본측 대표단이
초기의 요구, 즉 남 쿠릴열도의 4개의 섬 모두를 일본에 반환하라는 요구로 돌아가도록
재촉하는 것이었다”(Markov, 1996: 46-47).
비록 덜레스의 실질적인 의도(위협이 아닌 일본의 협상지위 강화)를 자세히 정리한 미
국무부 서류가 미국의 외교관계 1955-1957: 일본(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Japan) 이라는 제목의 전집으로 1991년 출판되었지만, 이것은
러시아 학자들간의 (덜레스의 위협) 확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러시아의 역사학
자 슬라빈스키(B. N. Slavinskiy)는 1996년 자신의 연구에서 이 서류를 검토했지만, 여
전히 1956년 8월 “당시 덜레스는 시게미추에게 직접적으로 만약 일본이 공식적으로 평화
조약에서 남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병합할 것이
라 선언했다.”고 결론지었다(Slavinskiy, 1996: 182-183).
1973년 비슈와나단(Savigtri Vishwanathan)의 연구도 덜레스가 일본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무장관은 그렇게 하면서 “소련과의 데탕트가 미일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소련과의 합의에 반대하는 이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Vishwanathan, 1973: 79-80).
일단 덜레스의 코멘트 소식이 알려지자, 그것은 모스크바와 도쿄간의 합의를 파기하려
는 미국의 압력으로 당연히 오해를 받았다. 소비에트의 비판자들은 덜레스가 일본으로 하여
금 영토문제에서 비협조적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협상을 결렬시키고자 했다고 강
력하게 비난했다. 유사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나왔다.5) 당연하게, 그 후
몇 주 동안, 미국의 관리들은 일본을 지원하려는 덜레스의 시도가 일본정부 내에 예기치 못

5) Donald C. Hellmann, Japanese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The Peace Agreement
with the Soviet Uni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v. of California, 1969) p. 38. 몇 가지 측
면에서 쿠릴열도의 운명과 오키나와의 운명을 연계한 덜레스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협상테이블을 소련측으
로 돌린 것이다. 1950년 11월, 주미 소련 대사 말리크는 사적인 대화에서 덜레스에게 미국이 오키나와에
계속 군인을 주둔시키는 한, 소련은 북방 분쟁도서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ovember
15, 1950. Personal and Confidential letter from John Foster Dulles to General MacArthur”,
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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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혼란과 분노를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9월 초, 워싱턴은 비밀리에 도쿄에 “얄타
협정(Yalta Agreement)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은 일
본에 의해 포기된 영토에 대한 주권을 결정짓지 않았고 .... 그것은 일본과 개별 연합국간
의 협정에 의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6)라고 설명하는 선언문 초안을 보냈다.
이런 오해가 미일 간의 관계를 전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Far Eastern Affairs)는 미국이 조약 제26조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더 나은
것이 성취될 것 같지 않으면, 소련의 영토적 조건에 따라 평화조약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
정하는 것은 일본에 의해 진정으로 결정되어야만 하는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
의 관점에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호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강요했다는 책임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FRUS, 1955-1957 : 216-19).
덜레스는 동의했고, 일본정부와 함께 이 쟁점을 해결하기로 결의했다.
1956년 9월 7일, 워싱턴은 쿠릴열도에 대한 자신의 공식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재선언
하는 외교문서(aide-memoire)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은 자신이 포기한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이양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미국은 역사적 사실의 세심한 검토 결과 에토로후와 쿠나시리(홋카이도의 일부
인 하보마이와 시코탄과 더불어)가 항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의 일부였으며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런 관점에서 소비에트
의 동의가 극동의 긴장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Stephan, 1974:
246). 이것이 미국의 충분히 고민한 의견(Considered Opinion)이다.
1995년 12월,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피커링(Thomas Pickering)은 미국 정부는 남
쿠릴열도의 분쟁 4개 도서는 일본영토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이들
섬들이 평화롭게 일본에 반환되는 것을 지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쿠
릴열도에 투자하는 것을 경고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 코지레프(Andrei Kozyrev)는 즉
각적으로 “남쿠릴열도의 영토분쟁은 피커링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며 반응했
다. 그 후 러시아 외무성은 남쿠릴열도의 즉각적인 일본반환을 위해 극동에서 벌인 피커링
의 로비를 이유로 미국 대사관에 공식항의 했다(Gornostayev, 1995: 26).
사실 피커링의 언급은 미국의 오랜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얄타

S Views on Former Japanese Territories (declassified

6) 4 September 1956 document entitled U
on 19 May 1997), John Foster Dulles State Department
Manuscript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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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대한 미국의 해석에 따라,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보다는 덜하지만, 남쿠릴열
도의 2개 섬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지 못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미국의 정
책은 항상 러·일간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된 북방영토는 여
전히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4. 독도와 한미상호방위조약7)

미국의 시각에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에 대한 외교적 싸움은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 중 하나이며, 대중국 봉쇄의 관점에서 중요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
케시마”라고 불리지만, 미국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라 부르기를 고집한다.
왜 미국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라 부르는가?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라
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지명(Endonym)이 아니라 서구인에 의해 명명된 외래지명
(Exonym)이다. 1849년 1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처음 독도를 발견하고,
1851년 프랑스 해군 수로지와 해도에 이 포경선의 이름을 표기하면서 서구 세계에 알려
졌다. 그리고 1855년에는 영국의 호넷(Horent)호가 독도를 탐험하고 한때 독도를 ‘호넷
섬(Horent islands)'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서구 지도상에는 ‘리앙쿠르 락스’
로 통용되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1899년 일본 수로부에서 발간한 <조선수
로지(朝鮮水路誌)>에 ‘리앙쿠르 열암(列岩)’을 자세히 소개한 것이 처음이며 일본식 이름
은 없었다. 1907년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에서는 ‘竹島(Liancourt Rocks)’라
고 표기하고 한국인은 ‘독도(獨島)’로 쓰며 일본인은 ‘리앙코 도/섬’이라 부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조선수로지 기록으로 보아 일본은 1905년 불법으로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킨
이후에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1977년 독도의 외래지명인 ‘리앙쿠르 락스’를 미국지명위(USBGN)에서 독도의 표준
지명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새로운 지도를 분류하면서 독도와 다케
시마 중 어느 것을 표준지명으로 할 것인가를 자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미국지명위는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있어 중립적인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구실 하에 그간 영문발간 지도에 관례적으로 쓰인 ‘리앙쿠르 락스’를 표준 지명으로
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大韓民國-美合衆國間-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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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도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외국지명 자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은 CIA가 해마다 발간하는 <The World Factbook>과 미국지명위(USBGN)의 홈페이지
이다. <The World Factbook>은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2008년
독도표기로 대 혼란(독도의 지위를 “남한(South Korean)”에서 “지정되지 않은 주권
(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꾸었다가 복원)을 겪은 후 잠시 한국의 요구를 수
용하는 듯 했지만, 최근 미국 정부발간 자료집에 독도 관련부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지리정보국(US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USNGA)이 관리하는 지오넷(GEONet)의 외국지명데이터베이스에 독도는 ‘리앙쿠르 락
스(Liancourt Rocks)’로 표기되고, 우리의 고유한 “독도”와 일본의 “다케시마”가 별칭
(variant)으로 표기되어 왔다. 결국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보면, 미국정부는 “Liancourt
Rocks”에서 “독도”로 표기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쟁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가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한 불행한 결과
중 하나는 이 지역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요구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에 있을 때인 2014년 4월 24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대로 한국 정부의 행정관할 하에 있
는 한국 영토라는 점이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가 일본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섬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Panda, 2014).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미국에서는 “리앙쿠르 락스”라고도 하는 독도는 소규모
의 무인도이며, 이런 의미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댜오위
다오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일간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과는 달리 독도/다케시마 분
쟁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 중 2개국, 즉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다. 그리
고 분쟁 그 자체에 미국이 관련된 역사가 있다.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은 1953년 12월 9일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도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일 평화조약에 서명한 많은 서명국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고 말했고, “미국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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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보호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생각은 ...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행동에 대한
합법적인 주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Panda, 2014). 1954년과 1962년에 일
본은 국제사법재판소(2012년에도 한국에서 거절당한 제안)에 분쟁을 제소하자고 제안했
다. 그 이후로 분쟁에 관한 양국 간 긴장이 격화되었고, 때때로 이 문제는 고위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섬을 방문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센카쿠 분쟁과 관련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을 지지할 것인가?” 미국은 특히 미국이 다른 분쟁
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을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센카쿠/댜오위다오가 미일방위조약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주저했다.
비록 다른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미일동맹이 센카쿠열도에 적용
될 것이라고 이미 확인했지만, 단지 일본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성
명서가 있었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는 부정적이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아시아 동맹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자전거 바퀴의
축과 바퀴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환으로 동맹국 간 중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분쟁 중인 독도/다케시마 섬의 지위에 대해 일본이나 한국 모두
에 공식적인 어떤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일본이나 한국이 논
란의 대상이 된 섬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붕괴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어떤 국가든 그러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계산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재확인이 미국은 훨씬 더 발전된 일
본과의 동맹관계를 우선하고 한미동맹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한국에 준다
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감정이 계속되거나 증대된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국에 대
한 워싱턴의 약속을 “재확신 시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확신을
줄 일환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 즉 북한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과 전략적 담
론을 집중시키는 일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한국 외무부가 2014년 4월 24일 한미 동맹 하의 독도의 지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진지하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독도에 대해 일본에 대항하여 미국이 군사적으
로 한국을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당분간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할 것이며, 한국이 이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 번복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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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영토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는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이 미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가 한국과의 상호방
위조약의 의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이를 번복하여 미국의 입
장을 명확히 밝혔다(Goodenough, 2014).
국무부의 마리 하프 대변인은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에 있는 한국인 카운터 파트와의
공동기자 회견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 어느 섬에 대한 분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
혔다. 그녀는 한국인들에게는 “독도”로, 일본인에게는 “다케시마”라고 알려진 외딴 섬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리앙쿠르 락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는 이 섬들(독도)의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늦게 기자 회견에서 한 한국 기자가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센카
쿠/댜오위 분쟁에 관한 일본과의 조약의무를 확인하는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회상
하고 케리에게 같은 상황이 독도/다케시마 분쟁과 한미 방위조약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케리 국무장관은 센카쿠/댜오위 분쟁에 대한 이들 고위 인사들의 입장에 자신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기자: “독도에 대해 당신은 그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조약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케리: “어느 섬요?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자: “독도에 대해서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당신은 독도를 어떻게 보나요?”
케리: “나는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한미 방위조약
의 일부) 라고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 “질문자가 리앙쿠르 락스에 대해 질문했는지가 확실
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 질문은 센카쿠열도를 또한 언급했기 때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오랜 입장을 밝혔다. ‘리앙쿠르 락스’(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변화
가 없었다.”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은 만약 이 섬(독도)에 관한 분쟁이 워싱턴과 서울의 상호방위조
약에 포함된다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이 섬들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경
우 미국이 일본에 대항하여 조약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을 요청받을 수 있다
는 의미였다.
이보다 더 일찍이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수석 연구원인 테드 갈렌 카펜터
(Ted Galen Carpenter)는 이것이 케리 국무장관의 말실수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만
약 그가 정말로 서울에 독도/다케시마를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의미했다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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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턴의 동아시아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지고 만다.” “만약 한국과 일본 간에 전투가 벌어지
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본군과 함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및 한국군에 대항하여 싸우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
렇게 할 수 없다.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어느 한쪽에 대한 방위공약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다”(Goodenough, 2014).
1960년의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은 “각 조약 당사국은 일본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영토에서 일방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고 인정
하고, 자신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 선언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동등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각각의 행정 통제 하에 있는 또는 한 당사국에 의해 타방 당사국의
행정 통제 하에 합법적으로 이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영토 내에서 어느 한 쪽 당사
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신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독도/다케시마 분쟁(Tussle)은 센카쿠/다오위 분쟁(Dispute)
과는 달리 두 조약 동맹국을 서로 싸우게 만든다.

Ⅲ. 나라사랑과 독도 수호 그리고 한미동맹
국가(the State)는 영토(Territory)를 기반으로 그 위에 국민(Nation) 그리고 대외
적으로 영토와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Soverignty) 및 대내적 통치기구인 정부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나라사랑(Patriotism)의 기본은 영토 수호에
있고, 영토 수호는 대내적으로 국민단결과 자주국방, 대외적으로 국제정치적인 동맹관계
에 기초해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
았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의 수호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국이 일본과 벌이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관계의 원인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처리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애매한 입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독도 문제에서
원인제공자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일본의 동맹국이기도 하다. 따라
서 독도 문제는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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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독도 수호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 2006년 4월 한국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일본의 해안 경비정이 독도 인근 해저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정을
보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Yokota, 2012).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발표한
미 국무부 케이블에 따르면, 워싱턴은 서울이 “뭔가 미친 짓을 할 것”같다고 우려했다. 토
마스 쉬퍼(Thomas Schieffer) 당시 일본주재 미국 대사는 일본 외무차관에게 “한국인들
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경고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은 마침내 그가 촉구한 대로 행동했고, 상황은 냉정을 되찾았다.
2008년 7월, 미국지명위원회(the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는 독도의 지위를 “남한(South Korean)”에서 “지정되지 않은 주권(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꾸며 한국인의 분노를 야기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의 운
명이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흥분했다. 미국지명위원회는
그 결정이 단지 기술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여기에 개입해서, 지
명위원회에 옛 지정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The New York Times, Aug. 30, 2008)
이렇게 해서, ‘(독도)주권 미지정’ 문제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1주일 뒤에 원상태
로 돌아갔다. 그 후 곧바로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미
국 국기와 “부시 대통령 환영”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흔들며 그를 환영했다.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에서, 특히 일본이 주변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벌이고 있
는 영토분쟁에서 동맹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의 부상을 견지하고, 이 지역에서 미
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동맹국들의 단결을 이끄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의 동맹이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는 미국의 핵심 도전과제이다. 왜냐하면, 한일관
계는 미국이 개입하여 화해시키기엔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정체성과 그들 각자가 한반도를 잔인하게 점령한
일본 제국의 반세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 기억에 대한 양국 간의
커다란 격차는 상호 공통된 불신을 야기하며, 역사적 기억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양국관계
가 경험하는 양자 간 마찰의 기준선이 커진다. 요지는 한일 관계를 괴롭히는 “역사 쟁점”
이 극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마찰과 협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전략적 설명을 그린 빅터 차(Victor Cha)와 같은 학자들조차도 지정학 또는 위협
인식이 어떻게든 새로운 우호의 시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는다(Jacks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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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도와 관련한 그간의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51년 8월
러스크(D. Rusk)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대사에게 보낸 서한이 독도의 한국 영
유권을 부정했다고 주장하지만,8) 이것은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내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미국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한 적은 한 번
도 없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초안작성)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여러
번 바뀌었다.9) 1952년 시작하여 14년 동안의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한일회담
성사과정에서 미국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한일회담을 지연시키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여 주기도 했다.10)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영향으로 한일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미
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9.)에서 한일회담 기간(1952-1965) 내내
그리고 1950년대 초반 이승만의 평화선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
로 미국에 의존해 왔다. 또한 미국의 지원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즉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미일합동위원회에서 일본은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본 외무성이 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미국이 독도
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듯 한국을 압박했다. 또한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같은 동맹국인 한일 간 분쟁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는 것은 피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훼손되어 동
북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은 한일회담 타결이 미국의 동아시
8)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대사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 “독도 또는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섬 관련, 통상
무인인 이 바위섬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 일본 시마네
현 오키도지청 관할 아래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
다.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미국편-』, pp. 110-111.
9) 조약의 초안(1-11차 미국 초안, 1-3차 영국 초안, 1-2차 영미합동초안) 작성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
국의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령이다.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을 위해서 한국 본토 및 제주도, 거문
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를 포함한 한국의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그러나 6차 초안에는 일본령으로 나타나고 “일본의 영토는 주요 4섬인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및 내해(세토 나이카이)의 섬,쓰시마, 다케시마(Liancourt Rocks)....를 포함하는 인접
하는 모든 작은 섬이다”, 최종안에는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역에 독도가 빠져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
을 승인하며,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0) 1965년 5월 25일 하비브(P. C. Habib) 참사관은 우시바 심의관을 내방한 자리에서 “미국이 독도 문제
와 관련해 조언하는데 독도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거론된다면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독
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선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며 한국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
측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교문서, 1693. ‘한미국대사관 하비브 참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일본 공문서 조사분석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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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략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타결 과정에 관여했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논란에 대해 균형적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결국 미국은 한일 간 영토 문제에 있어
서는, 중 일간, 러·일간 영토문제 때와는 달리,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중립임을 밝혔고
이러한 미국의 방침과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 수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족적 의지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
은 독도가 한국민에게 어떤 민족적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독도와 무
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의 원
인을 제공한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대일평화조약 상 일본의 해양
경계와 영토를 명확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센카쿠 문제와 한국과 일본이 갈등 중인
독도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다. 센카쿠 분쟁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이
견제해야 하는 잠재적 경쟁국 간의 분쟁인 반면, 독도문제는 중국에 대응한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간의 갈등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와 한
국과 일본이 갈등 중인 독도문제도 차원이 다르다. 쿠릴열도 분쟁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과 미국이 견제하고자 하는 잠재적 경쟁국 간의 분쟁인 반면, 독도문제는 핵심 동맹국간의
갈등인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대로
중재도 표면적 개입도 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이 당사자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간에 센카쿠 문제가 과열되었던 2012년 8월 11일『환구시보(環球時
報)』의 사설에, “영토문제에서 한국과 러시아 측 입장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일본에 대
응해야 한다. 한일 간 독도분쟁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독도분쟁으
로 인해 한일 양국의 단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센카쿠제도 문제에서 양안과의 협력, 한국 러시아의 지지,
미국의 중립적 태도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시에 큰 틀에서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
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1) 이러한 논리는 ‘적의 적은 동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인민전선전술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더 중요
11) (사설) “일본이 한국, 러시아에 당한 화를
2012.8.11.

센카쿠에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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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우리는 중국과 이어도 분쟁 및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어쨌든 독도 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 즉 한미동맹이 핵심 열쇠이다. 따라서 일본
에게는 독도문제의 해결(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의 출발점임을 인식시키고, 미국에게는 이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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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nd the ROK-US Alliance:
Its Meaning in Defending the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Kyu-sung Bae
East Asia is the biggest geopolitical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With China’s rise
as superpower, strateg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re concentrated in this region.
The United States shifted its policy to rebala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or Pivot to
Asia in order to constrain China’s rise and maintain its influence in the region. And the
ROK-US and the US-Japan alliances are the central axes of the US

policy in this

region. However, Japan’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Korea are creating new tension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territorial
conflict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has created a crack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ey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which have
become a major obstacle to US polic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ositions and policies of the alliances of US with respect to
Japan’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and examine their
meanings for the defense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n conclusion, the issues of Senkaku and Kuril Islands for the sovereignty for

which

Japan is struggling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 Dokdo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US alliance. The former disputes
are conflicts between the a US’s key Ally and US’s potential competitors, the latter is
a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key allies of the US in East Asia in response to
China’s rising. Therefore, the US’s policy goals for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re to
encourage these two allies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through negotiation, or at least
to keep the two from engaging in actions that could aggravate the dispute without
intervening arbitrarily, as traditionally. Anyway,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OK-US alliance is the key in resolving the Dokdo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Japan to recognize that the resolution of the Dokdo issue(recognit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s the starting point of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give the United States a role
and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this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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