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세계대전전후동북아영토의귀속에대한소련의입장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심헌용*
v 요 약 v
본고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1951.
체결되기까지 초안을 둘러싸고 소련
이 미국과 벌인 줄다리기를 원문에 근거하여
소련측 입장변화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
다. 소련은 전쟁 직후 연합군사령부가 내린
일련의 명령과 평화조약 초기 초안에 따라 쿠
릴열도와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반환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얄타회담에서 연합국이 동
의한 바였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와 6･25전
쟁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 우려로 일본 재무장으로 돌아
서자 응당 반환되어야 할 쿠릴 열도 귀속이
불확실해져 갔다.
이 과정에서 첫째, 소련은 미국이 대공산진
9. 8.)이

영 외교전략을 가동한 상태에서 중국 모택동
과 북한 김일성을 지나치게 후견함으로써 영
토문제에 내재된 자국 이해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련은 미국이 일본 재무장과
현안도서 반환 저지 입장을 취하자 자국의 대
한해협에서의 자유항행 요구로 대응하였다.
이는 소련의 지정, 지전략적 의도를 노출시켜
향후 미국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추가
대응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평화조약을 둘러싼 미소의 외교협
상은 한때 연합국이었던 열강의 첨예한 이해
관계를 흥정하는 일이었다. 쿠릴 열도와 마찬
가지로 독도 그리고 대한해협도 예외없이 흥
정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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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이하 평화조약)1)은 1951년 9월 8일 제2차 세계대
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후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규정하였다. 이 조약이 규정한 처리방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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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Мирный договор с Японией, подписанный в Сан-Франциско 8 сентября
1951 г.(영어로는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San-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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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면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전망이었
다. 문제는 전승 연합국 52개국 중 소련 그리고 식민지국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데 있다. 소련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소련은 평화조약
안 논의 과정에서 무엇에 불만이 있었는가?
1994년 러시아 일간지 ｢프라우다｣는 러시아 역사학자 코쉬킨(А. А. Кошкин)
이2)

국제정치학자 슬라빈스키(Б. Н. Славинский)의3) 쿠릴 열도(북방영토) 문

제와 관련하여 일본측 입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비판 기사를 실었다.
논란이 일자 슬라빈스키는 자신의 연구서에서 쿠릴 열도 귀속문제가 얄타회담에서
비밀로 논의되어 소련에게 넘겨지기로 했으나 그것은 일종의 ‘계획의정서(проток
ол о намерениях)’인 합의사항일 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국제조약
이 체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했던 것이라 하였다.4) 일본은 평화조약에서
쿠릴 열도에 대한 주권 포기만을 명기했을 뿐이고 소련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으니
소련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지 않았냐고 설명하였다. 그 후 이를 설명하거나 정책대
안을 찾기 위한 근거로서 역사사료 연구가 시도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외무부 등
관계부서와5) 러시아 국회인 두마의 안보위원회의 자료집6) 등이 발간되는 등 정책
연구서가 잇달았다.
러시아측의 연구경향은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더욱 심화
2) А. А. Кошкин, “Подыгрывая японским претензиям,” Правда, 1994. 9. 2.
3) Б. Н. Славинский, Советская аккупац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вг. - сен.
1945 г.).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М., 1993.
4) Б. Н. Славинский, Ял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е терри
тории,” М. : Новина, 1996.
5) ДВО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по Японии(1951-1954
гг.), М., 1954 ; МИД СССР, Перепист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о вр
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 1. М. : Политиздат,
1957 ; Т. 2. М. : Политиздат, 1989 ;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
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и, заключенных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ржа
вами, Выпуск 11, М., 1995.
6) В. К. Зиланов и др., Русские Курилы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 : Са
мпо, 1995 ; От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 трёхсторр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зиатс
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
у Японией, Россией и Соединными штатами, М. :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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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옐친 대통령 시기에
제시되었던 러시아측의 양보와는 달리 현재는 ‘고수’라는 강경기조로 변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한때 러일간의 영토 문제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협력방안 제의
에 긍정적인 해결 조짐이 있었으나 최종적 불일치로 원래의 대치국면으로 전환되기
도 하였다. 러시아측의 쿠릴 열도 현안에 대한 연구는 지정학적, 지전략적 논리를
넘어 지경제적 분야까지 확대된 양상이다.7)
국내의 연구경향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한 기존 이분법적 냉전 논리를
벗고 미소 양 진영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는 데로 나아갔다. 그리고 평화조약에서
파생된 동북아의 영토 논란을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8) 또한 논란
의 중심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자리잡고 있음에 착안하여 평화회의 중 제기된
각국의 입장과 초안 분석이 시도되었다.9) 다만 미국과 영국 또는 미국과 소련이
영토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지전략적 관점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음
이 구체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연구목적은 전후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소련이
취한 역내의 영토문제 처리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쿠릴
열도 외에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 입장도 살펴볼 것이다. 국가간 경계는 얄타
회담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원칙상 독도를 위시한 한반도 부속도서는, 쿠릴
7) Б. Н. Славинский, Ял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е терри
тории,” М. : Новина, 1996 ; Ю. В. Георгиев, Курилы - острова в океане
проблем, М. : РОССПЭН, 1998 ; Б. И. Ткаченко, Курильская проблема :
история, право,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а, Владивосток, 2009 ; А. А. Кошк
ин(сост, ред.), Партир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Гроза на Востоке, М. : Вече,
2010 ; А. А. Кошкин,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Узлы противоречия, М. : Вече,
2010,
8) 홍완석, ｢러일 북방영토 문제 : 그 역사와 전망｣, 동북아연구 5권, 2000 ; 김진기, ｢러일
영토분쟁의 재조명｣,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1호(통권 30집), 2004 ; 이석우, 동아시아
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서울 : 집문당, 2007 ; 정병준, 독도 1947 -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
일 관계 서울 : 돌베개, 2010 ; 정병준, ｢1945-1951년 미소･한일의 대마도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011, 겨울(59)호, pp. 157-201.
9) 이석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 센카쿠섬의 지위와 독도분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2호, 2002 ; 이영형, ｢쿠릴 열도(Kuril’skie ostrova)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  한국시베리아연구 제9집 제1호, 2006 ; 최태강,｢러시아
와 일본의 쿠릴섬 문제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 군사 제74호, 2010 ; 박종
효,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일 분쟁사 연구｣, 군사 제80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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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가 소련으로 귀속되듯, 당연히 한국 소속으로 반환되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동북아 국제질서를 규정한다. 다만 영토조항 등은
미흡한 처리상태로 인해 역내 국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헌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조약 문구의 원안을 충실히
검토하여 한반도 주변 영토에 대한 주변 강대국 소련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평화조약을 둘러싼 연합국의 입장이 충분히 연구 개진되었다지만, 소련의
입장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표면적이었다. 몇 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약 개정 작업에
서 소련측 입장이 무엇이었고 그 변화요인은 무엇이었는가? 평화회의 당시 논의된
평화조약 내용, 특히 영토문제 속에 내포된 전략적 함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
기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기존 연구성과에서 제기해 낸 문제를 사료적 논거로 증명해
내는데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과 소련의 입장, 즉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시도하면서 쿠릴 열도와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그리고 소련이 제기한 수정안이 갖는 군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여전히 추정의 영역
에 놓여 있는 이상의 의문점들을 자료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한다.

Ⅱ.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미소관계의 변화
1.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전략적 가치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지 꼭 3개월이 지난 1945년 8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선전포고하였다. 미국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대일전 참전 요구에 마침내 응답한
것이다. 소련의 참전 실행은 1945년 2월 11일 체결된 얄타 비밀협정의 내용, 즉
“소련, 미국 그리고 영국 등 3국 정상은 독일을 멸망시킨 후 2-3개월 지나 유럽에서
의 전쟁이 종료되면 소련이 동맹국 편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참전함에 동의한다.”10)
에 따른 것이다.
10)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СПб., 1947, с.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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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련은 1941년 일본과 비밀 중립조약을 맺었지만, 6월 독일의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일본이 독일과 동맹 차원에서 극동에서 시베리아 옴스크(동경 70도선에
위치)까지를 군사행동 지역으로 삼겠다고 합의하자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개의 전선이 열릴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얄타회담)에서
비밀 합의한 소련의 참전 대가는 1) 외몽골의 현상유지, 2) 1904년 이래 일본의
침략으로 점령당한 a) 사할린 남부와 부속도서 반환, b) 소련의 우선적 이해가
보장되는 대련 무역항의 국제화와 여순항의 소련 군사기지로의 복귀, 그리고 c)
중동철도(1911년 중화민국 수립 이전의 동청철도 - 필자)와 대련으로 연결되는
남만주 철도 공동 이용권 회복 그리고 3) 쿠릴 열도의 반환 등을 약속받았다.11)
소련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8월 9일 0시 일본 관동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주를
동서북 3방면으로 진격해 갔다. 일본 관동군이 직접적인 주 공격 대상이었으며,
몽골, 하바로프스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방면에서 만주 중심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을 맡은 제1극동군의 주공은 한반도 북부의 경흥을
공격한 후 11일에는 훈춘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만한 연결고리를 차단하
기 위해 한반도 동부해안에 위치한 항구인 청진을 16일, 나남을 17일 그리고 경성을
18일 각각 점령하였다.12)
한편 하바로프스크에 주둔한 소련군은 8월 9일 일본 군정 하에 있던 사할린
중부지역으로도 진격하였다. 그 결과 이틀 후인 11일에는 남부 사할린을 점령하였
고 14일에는 쿠릴 열도를 공격해 들어갔다. 16일 밤부터 소련의 특전대가 쿠릴의
가장 북쪽인 슘슈도(Shumshu, 占守島)에 공격해 들어가자 일본군 해안포대의 저항
이 격렬했다. 양측의 희생이 속출하는 가운데 소련군은 증원군을 보내고 나서야
점령할 수 있었다. 쿠릴 열도에서 저항하던 일본군은 9월 2일 일본 정부가 정식
항복한 지 이틀이 지난 9월 4일에서야 완전히 물러났다.13)

11)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1947, с. 111-112 ; А. А. Кошкин,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Узлы противор
ечия, М. : Вече, 2010, с. 440 ; Б. Н. Славинский, Ял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М. : Новина, 1996, с. 208-209.
12) В. П. Зимони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ступает в войну на Востоке”, Послед
ний очаг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М., 2002, с. 147-386.
13) Е. Н. Кульков(отв. ред.) Мировые войны XX века, Кн. 3., М. : Наука,
2002, с.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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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군의 만주, 사할린 및 쿠릴 열도 공격도(출처 : В. П. Зимонин, там же,, с. 523.)

소련의 한반도 진출은 미국과의 전후 처리 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행정편
의적으로 합의한 한반도 38도선은 점차 남북분단의 경계선으로 고착되어 갔고 미소
양국의 체제간 갈등과 이념논쟁이 점차 현실화되어 애초 연합국이 구상한 전후
질서 방향과 뒤틀려 전개되어 갔다. 한반도의 운명은 미소간의 대외전략상 자신에
게 유리한 방식대로 ‘게리맨더링’ 되어졌고 군사전략상 필요에 의해 이리저리 떼이
거나 붙여졌다.

2. 미소 관계의 변화 : 연합국에서 경쟁국으로
1) ｢일반명령 제1호｣를 둘러싼 미소의 입장
종전을 전후로 하여 연합국 미국과 소련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에 입장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사후 체제 내부의 개혁에 나섰으나, 국제사회로
부터 제기된 이념문제로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체제간 갈등에 대응해야 했다. 그것
은 국제 지역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자국 국익을 넘어 자기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여부로 갈렸다. 어제의 연합국 협력관계가 미래의 진영간 경쟁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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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 진영의 대외안보 문제는 영토를 둘러싼 군사전략 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영토문제로부터 불거져 나왔다.
소련은 참전한 지 6일째 되는 1945년 8월 14일 미국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보낸 ｢육해군 일반명령 제1호｣(이하 ｢일반명령 제1호｣)
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 ｢일반명령 제1호｣에는 1945년 8월 14일부로 일본군 사령부
와 육해군 및 지원부대가 1) 만주를 제외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위 16도선 이북의
프랑스령 인도지나 반도를 장개석 총통에게, 2) 만주, 한국의 북위 38도선 이북지
역, 카라후토(사할린) 그리고 쿠릴 열도를 극동지역 소련군 총사령관에게, 그리고
3) 동남아 지역의 모든 군사력을 연합군 사령관에게 각각 넘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14)
말 그대로 ｢일반명령 제1호｣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일본 군사력을
연합군에게 넘기라는 명령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38도선 이남까
지 내려왔던 부대를 이북으로 되돌렸다. 명령의 내용상 방점이 두어진 것은 ‘무장해
제시킬 방안’에 대한 것이었지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지역에 대한 주권 포기
내지 양도’에 있지는 않았다. 편지를 받은 스탈린은 1945년 8월 16일 트루만에게
회신하며 2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반명령 제1호｣의 명령에 내재된 군사력
무장해제 방법에 대한 언급내용을 자신들이 넘겨받아야 할 점령지 문제로 확증받기
위해서였다. 이 문제는 얄타회담에서 약속받은 참전 대가로 취할 쿠릴 열도와 남부
사할린 지역에 대한 이전, 즉 영토반환 문제였다.
첫째 소련은 “3국 정상의 크림(얄타) 결정에 따라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무장해제
된 후 모든 쿠릴 열도를 소련의 통치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둘째로 “홋카이도와
카라후토(사할린) 사이에 위치한 라페루즈(소야) 해협을 북방으로 둔 홋카이도 섬
의 북부 절반을 일본군 무장해제 후 소련군에게 항복할 지역으로 포함시킨다.”15)
스탈린은 서신에서 크림반도의 리바디아 궁전(Livadia Palace)에서 결정한 3국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련은 홋카이도
점령을 언급하고 그 진출 범위를 남북을 가르는 동서 분할선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14) “Общийвоенный 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приказ N. 1 от 14 августа 1945 г.,”
А. А. Кошкин(сост., ред.), Партит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Гроза на Восток
е, М. : Вече, 2010, с. 444.
15) “Лично и секретно от премьера И. В. Сталина президенту Г. Трумэну,”
А. А. Кошкин(сост., ред.), там же, с.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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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점(홋카이도 서쪽의 쿠시로와 동쪽 루모에를 잇는 선 - 필자)까지 언급하였다.
얄타회담 합의문 <기타항목>에 언급된 사항임이 밝혀진 스탈린이 이를 언급한 이유
는, “소련의 일본 본토 일부에 대한 요구는 과거 일본이 소련의 내전기(1919-1921)
에 침입하여 극동지역의 영토를 점령하여 파괴한 대가이다. 만약 소련 부대가 일본
본토의 그 어느 일부라도 점령하지 않으면 사회여론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자신들
의 소박한(밑줄 - 필자) 희망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를 바란다.”16)고 썼다.
스탈린의 비밀서신을 받은 트루만은 이틀 후인 1945년 8월 18일자로 회신하며
“쿠릴 열도 점령에는 동의하나 ｢일반명령 제1호｣를 연합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홋카이도 점령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17) 오히려 미국은
소련이 점령한 쿠릴 열도 중 한 도서에 미군 육해군 비행기가 이용할 항공기지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군사 및 상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스탈린은 1945년 8월 22일 트루만에게 재회신하며 홋카이도 일부를 점령하
는데 반대한 미국의 입장에 유감을 표시하고 쿠릴 열도의 한 도서에 미군의 군사시
설을 건설하게 해 달라는 요청은 허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18) 이같은 내용은
크림(얄타)이나 베를린 그 어느 곳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결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같은 요구는 패전국에게나 하는 것이며, 승전국에게라
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동맹국에게나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하였다.
더욱이 어떤 환경에서 동맹국인 소련에게 그같은 요구를 했는지 그 동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19)
16) А. А. Кошкин(сост., ред.), там же. :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др.,
там же, с. 91.
17) “Для Генералиссимуса Сталина от президента Г. Трумэна,” А. А. Кошк
ин(сост., ред.), Партит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Гроза на Востоке, там же,
с. 441.
18) “От премьера И. В. Сталина президенту г-ну Г. Трумэну,” А. А. Кошкин
(сост., ред.), там же, с. 441 ; МИД СССР. Переписка предселателя Совет

а п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нтами США и премьер министрами Белико
британи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ом второй 1941-1945
гг, М., 1957, с. 263-264 ;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др., там же, с. 92.
19) “Для Генералиссимуса Сталина от президента Трумэна,” А. А. Кошкин
(сост., ред.), там же, 442 : “Лично и секретно от премьера И. В. Сталин
а президенту г-ну Трумэну,”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др., т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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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만은 8월 27일자 서신에서 쿠릴 열도의 한 도서에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소련과 함께 일본 점령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트루만은 소련의 영토가 아닌 점령지역인 쿠릴 열도의 한 도서를 (위급
한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소련 국가가 평화적으로 이 도서를
획득하여 평화적으로 통제하는데 미국 전임 대통령이 동의했듯이 자신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20) 그러나 스탈린은 1945년 8월 30일 재차 보낸
서신에서 트루만과 다른 생각을 전했다. 스탈린은 상업적 목적으로 쿠릴 열도의
어느 섬에 기착할 수 있다면 같은 논리로, 만일 소련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중 유용한
비행경로로 알류산 열도의 한 도서에 상업용 항공기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설을
요청하면 수락할 수 있겠느냐21)며 미국의 요구에 거듭 반대를 표시하였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긴요했던 미국으로서는 쿠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점령과
미국의 군사시설 건설 요구에 거부감을 표명한 소련의 입장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이 쿠릴 열도를 넘어 일본 본토의 일부를 요구하는
데 이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연합군사령부에게 지침을 내려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미국이 참가한 카이로 선언 및 여타 협정문이 지정한
혼슈, 홋카이도, 큐슈 그리고 시코쿠 및 이에 속하는 소규모 부속도서로 한정”22)됨
을 명확히 하였고 쿠릴 열도 만을 소련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이 쿠릴 열도의 일부 도서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상업,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지만 이는 소련의 참전 대가에 대한 요구를
쿠릴 열도로 제한시키는 무언의 효과를 발휘하였다. 소련의 점령을 쿠릴 열도까지
만 양보함으로써 더 이상의 남하를 허용하지 않은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여전히 남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반면에 소련은
한반도의 북부를 장악하고 38도선까지 진격해 오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

же, с. 92.
20) “Для Генералиссимуса Сталина от президента Трумэна,” А. А. Кошкин
(сост., ред.), там же, с. 442-443.
21) “От премьера И. В. Сталина президенту г-ну Трумэну,” А. А. Кошкин(со
ст., ред.), там же, с. 443.
22) “Из Инструк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Верховному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му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в Японии от 29 августа 1945 г.,” А. А. Кошкин(сост.,
ред.), там же, с.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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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쿠릴 열도를 소련에 양보한 것은 역으로 소련이 한반도의 38도선을 넘어 남하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 내지 희생물이었다고 유추하는 견해도 있다.23)

2) ｢점령지역 통치를 위한 지령서 N. 677｣를 둘러싼 미소의 입장
1945년 9월 2일 마침내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하였다.
포츠담 선언은 1943년 12월 3일 채택된 카이로 선언을 무조건 준수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주권은 본도 4도와 동맹국이 지정하는 주변 부속도서에 한정되
게 되었다.
서명이 있은 후 10월부터 동경에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2월
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군최고사령부 산하에 고문기구로 미영소
중 연합국 군사대표자회의가 설치되었다. 군사대표자회의의 주요 임무는 포츠담
선언에 담긴 이행사항을 연합국최고사령관과 협의하며,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
원회와 일본의 전후 국내 정치문제 협의하는데 있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점령지역 통치를 위한 기본지침서 N.
677｣를 발표하여 점령지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았다.24) 그 중 영토문제
와 관련한 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는 “지령서에 따라 일본에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등 4개 본도와
쓰시마(대마도)와 북위 30도선 북쪽(쿠치노섬 제외)에 위치한 류큐(난세이)를 포함
한 약 1,000여개의 부속 소도가 귀속된다. 그리고 종전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1)
우추리오(울릉도), 리앙쿠르(독도25)), 켈파르트(제주도26)), 2) 북위 30도 류큐(난세
이) 남쪽(쿠치노섬 포함) 등 태평양 제 도서 그리고 3) 쿠릴 열도(지시마)와 하보마
이(수이쇼, 아키유리, 유리, 시보추, 타라쿠 포함)와 쉬코탄을 제외지역으로 정했
다.”27)
23) Х. Вада, Ниссо сэнсо(Японо-советская война), Т. 199, с. 123 ; Цит по К.
Е. Черевко, А. А. Кириченко,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9 авг. - 2 сен.
1945 г.).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архивы(предистория, ход, поселедствия), М. :
МППА “БИМПА”, 2006, с. 254.
24) SCAPIN(СКАПИН) :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연합국최고사령관이 내린 명령문 목록을 뜻하는데, 통상 연합국최
고사령관 각서라 부른다.
25) 원문에는 타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
26) 원문에는 타이슈 혹은 제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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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는 “일본 정부의 행정 및 사법관할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1)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침탈했거나 위임통치, 지배 혹은 여타 방법으로 소유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 2) 만주, 대만, 팽호군도(澎湖群島), 3) 코리아(한국), 4) 카라
후도(사할린)를 규정하였다.”
제5조는 “본 지령서에 적시된 일본 영토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될 때까지 일본정부에 보내는 최고총사령부의 모든 지령서, 외교각서 및 명령
에 적용한다.”28)고 하였다.

△ 논란의 쿠릴 열도(상단 : 쿠나쉬르, 이투루프, 하단 : 하보마이(타라쿠, 시보추, 유리, 아키유
리, 수이쇼), 쉬코탄)(출처 : От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 трёхсторр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
в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там же, с. 372)

｢점령지역 통치를 위한 기본지침서 N. 677｣는 연합국최고사령부가 패전국으로
부터 접수한 통치지역을 모두 열거하였다. 일본은 소련에게 쿠릴 열도와 북방 4개

27) От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 трёхсторр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

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Японие
й, Россией и Соединными штатами, там же, с. 139. 당시 일본측은 북방 4개섬
중 하보마이, 쉬코탄을 제외지역으로 분류했다.
28) МИД Японии, Сборник важнейших документов, касающихся окупации и
контроля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в Япон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Т. 2, М., 1949,
с.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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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그리고 한국에게는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 인접 부속도서를 각각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은 1946년 2월 2일, 동경의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내린 지령서와
얄타협정에 따라 남부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자국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29) 이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식민지에서 막 벗어나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이 포기한 한반도 부속도서가 한반도에 설립될 국가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킬
수 없었다. 즉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내린 지령서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여 일본 통치
로부터 제외된 지역을 한국은 곧바로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시킬 수 없었다.

Ⅲ. 미영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과 영토문제 입장
1. 미영측 입장차와 외교적 조율
전쟁 직후 미소간 관계의 복잡성은 계속 얽혀 동구권에서 마샬플랜으로 촉발된
이해관계의 충돌이 만주 극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련은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으로부
터 획득한 무기를 내전 중인 모택동 정부에게 넘겼다. 이는 연합국 일원인 국민당
정부 대신 공산당을 지원한 셈이므로 얄타협정을 위배했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30)
한편 연합국총사령부 내에 설치된 극동위원회가 결정한 ｢항복한 일본과의 주요한
정치관계｣가 본연의 취지에 집중되지 않고 미국 주도로 흐르자 소련의 불만은 커져
갔다. 미국이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의 정치경제를 통제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소련에 의해 간파된 것이다.31) 미소 양국은 일본 국내정치의 민주화와
29)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Южно-Саха
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СФСР,” От холодной во

йны к трёхсторр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
е.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Японией, Россией и Сое
динными штатами, там же, с. 141.
30) Б. Н. Славинский, Ял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х терр
иторий,” М. : Новина, 1996, c. 159.
31) МО СССР, Д. Ф. Устинов(пред.),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ом 12, М., 1982, с. 399-400; Б. Н. Славинский, Ял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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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약 체결, 만주 등에서 전개된 중국 내전기 협력 주체의 문제 그리고 영토문제
등 도처에서 의견이 갈렸다.
미영중소 연합국 4개국은 런던에서 외상회의를 갖고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연합국의 주요 실행 임무를 설정하였다. 이때 소련이 과거 식민지, 점령지, 위임통
치령 처리문제에 관련하여 정리한 입장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의 38도선 한반도 분할 점령 계속, 2) 제주도를 중국이 점령하여 소련의
여순기지 획득을 유리하게 함, 3) 2년간 점령 종료 후 한반도는 미영중소 후견을
받음, 4) 부산-진해, 제주도, 제물포는 소련군이 통제하고 미국측 반대시 소중 공동
관리, 5) 한일 국경 설정시 대마도는 한국으로 이전한다.32) 비록 런던 외상회담에
임한 소련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문건에서는 한반도 주변 영역에 대한
관리 구상의 일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 본질은 한반도 주변 해양을 둘러싼
군사전략적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소련이 미국의 대일관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반면, 미국은 소련이 중국에서
취한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는 소련이 대중관계에서 공산당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1945년 8월 14일 중화민국 정부와 군사동맹을 맺어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를 서로 존중하고 전쟁 후 일본의 재침략과 평화파괴를 방지할 것 등을
약속했었다. 이는 얄타협정에서 비밀로 합의된 내용, 즉 소련이 참전 대가로 일본으
로부터 이권을 ‘조건없이’ 돌려받지만 소련으로선 ‘중국국민정부(национальное
кита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와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
시키기 위해 소련의 군사력을 지원해야 한다.33)는 조항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연합국 소련이 또 다른 연합국 일원인 장개석 정부가 아닌 다른 세력,
즉 모택동 공산당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새로운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게 한 것이다. 소련은 관동군을 무장해제시킨 무기와 군수물자를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에 공급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얄타협정의 비밀 합의사항에
대한 위반이었다. 게다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모택동 정부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М. : Новина, 1996, c. 159.
32) “Записка к вопросу о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ях и подмандатных рер
риториях,” АВПРФ. Ф. 0431/1, оп. 1, папка 8, пор 52, л. 42-43 ; 정병준, ｢19451951년 미소･한일의 대마도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011, 겨울(59)호, p. 160.
33) МИД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в перио
д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 4, М., 1979, c.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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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련이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남침을 승인하자 10월 조선의용군까지 동원하여
북한을 지원했던 것이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외팽창 공세에 나서자 미국은 대공산권
방어 교두보를 극동지역에서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그런데 영국은 공산화된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다. 영국은 실질적으
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만 정부 대신 평화조약을 체결할
주체로 초청하여야 하고 대만은
중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영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동북아 지역의 영토 귀속 문
제를 전시 중에 맺었던 제 협정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대
응한 것이다.
그에 따라 영국은 1950년 9월
부터 개시된 일본과 맺을 평화조
약 초안 작성회의에서 영국이 작
성한 평화조약 초안(1951. 3. 12)
전문에 ‘중국’이라는 국가 일반명
칭을 사용하였고, 초안의 제23조
에는 중화인민정부(Централь
ное народное правительс
тво Китая)를 직접 명시함으로
써 국가의 대표성을 인정하였
다.34) 그리고 일본이 제국주의적
탐욕으로 빼앗은 영토를 되돌려
준다는 입장 하에 쿠릴 열도, 사
할린, 대만 그리고 독도를 일본의

△ 영국외무성 대일평화조약초안에 제시된 쿠릴열도
와 독도(출처 : 독도1947(p. 577); Россия и я
пония(с. 256-257).)

34)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c.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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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로부터 제외시켰다.
1951년 3월 30일에는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평화조약 초안이 제출되었
다. 당시 미국 초안 역시 영국 초안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영토문제를 다룬 제3조
에는 한국, 대만, 팽호열도에서의 권한과 권리를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고 하였고,
제5조에서 일본은 소련에게 사할린 및 모든 부속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양도한
다.35)고 명시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초안을 워싱턴 주재 UN
소련대사 말리크(Я. А. Малик)에게 외교각서에 첨부하여 전문으로 전달하였다.
다만 그 전문 말미에는 상기 조건이 소련정부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통과시켜
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36)
그런데 3월 19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미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위원과 만나,
만일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모든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측 초안에 단서로 달아 놓았던 내용이 현안
타결이 불발되었을 경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암시였다. 따라서 소련에
참전 대가로서 제공할 영토는 일종의 ‘미끼’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소련이
점령한 영토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었다.37) 소련으로서도 참전한 지 6일
만에 쿠릴 열도까지 점령하여 참전 대가를 대부분 얻은 상황에서 평화회의에 참가
하여 조약에 서명하는 일이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평화조약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영토문
제에 관한 입장이 쿠릴 열도와 남부사할린을 소련에 양도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소련 역시도 이미 점령한 영토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반환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양 여기고 있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을 대표할 주체는 장개석 정부라고 하면서
영국과 다른 입장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그 차이는 향후 소련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나뉘어 평화조약 자체에 대한 채택 여부로 갈리게 되었다.

2. 미국 주도의 초안 작성과 영토조항 변경 동기
미국의 입장이 영국과 나뉘자 양국 외무 실무자는 1951년 4월 24일에서 5월

35) FRUS, 1951, Vol. VI. pt, 1. Wash., 1977, p. 910.
36)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c. 161.
37)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c.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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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대만의 귀속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였
다. 그런데 외교적 합의가 타결되지 않아 양국 외무실무자는 고위층 회담으로 사안
을 이관시켰다. 이즈음 덜레스(John F. Dulles)가 미국 대통령 특사로 영국에 건너
가 장개석 정부 대표가 평화조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모택동의
경우 한국에서 UN군에 도전해 침략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평화협상에
참여시키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강경한 주장이 담긴 거듭된 외교활동에
영국 정부는 결국 중국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과의 대표성 문제에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 최종 조율된 합동초안(1951. 5. 3)은 결국 영국의 양보를
끌어낸 미국의 입장대로 대만에 위치한 국민당정부가 평화회담에 참여할 대표성을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영토문제는 이전에 작성한 초안과 다름없이 그대로 제4조에
“일본은 과거 주권을 쥐고 있었던 쿠릴 열도, 남부사할린과 그 부속도서를 소련에게
양도한다.’38)고 적었다.
영국과 미국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진 데에는 당시 급격히 전변해 가는 국제정세
가 배경이 되었다. 중국 대륙에서 공산주의자 모택동이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장개
석 국민당 정부를 축출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으며 한반도
에서는 소련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 현실화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소련은 장개석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이전에 넘겨받기로 했던 대만 및
팽호열도를 이제 중국 본토를 점령한 모택동이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
렀다. 급박히 돌아가는 정세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종전의
전임 대통령 루즈벨트가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던 협력정책과는 달리 소련과 갈등
하고 대결하는 양상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입장은 곧바로 평화조
약 초안의 변경으로 표명되었다. 5월 3일 합의한 영미 합동초안은 미국의 주도로
개정되었다.
1951년 7월 3일자로 미국이 마련한 최종 초안 중 영토와 관련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초안의 제2조 c항에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38) ‘Совместный американо-британскй проект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От холо

дной войны к трёхсторо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
ком регионе. там же, с.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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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포기하고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한 남부사할린과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적혀 있다.39) 그런
데 일본측이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를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어졌다. 7월 6일 이를 전달받은 소련은 크게 놀라며 곧 항의 서신을 보냈으며,
곧 있을 평화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영국과 합의하여 5월 3일자로 만든 평화조약 합동초안이 7월
3일자로 마련한 최종 초안에서 소련이나 한국 등이 일본으로부터 양도받아야 영토
가 왜 제외되었느냐는 것이다.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가?
미국은 일본과 체결할 평화조약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대만의 지위와 관련하여
영국에게 구했던 외교적 양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해 나갔다.
일본 재무장으로 초래될 안보상의 문제를 해소키 위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
핀 등 자유진영 내 국가들의 양해와 상호이해를 구했다.40) 만일 소련이 일본과
체결할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소련군이 일본을 공격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우려가 생긴다. 소련군 군사기지가 구축된 쿠릴 열도와 사할린이 근접해 있다
는 사실 그 자체는 일본 방위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되면 쿠릴 열도 등 일본과 지근거리에 설치된 소련 군사기지
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맺을 평화조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상호방위조약도 같이 준비하였다. 일본을 군사기지로 삼으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긴요해졌고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요구에 유리
하게 손을 들어주었다.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주 전에 일본은 수상 요시다(吉田)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평화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여 국내외 일본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일본측의 논리는 자신들이 항복한 것은 포츠담 선언에
따른 것이지 얄타협정 등 이전의 협정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포츠담
선언의 제8조처럼 “일본이 주권을 행사할 지역은 본토 4도와 향후 지정할 도서로
제한한다.”41)는 규정에 따라 영토문제처럼 논란이 될 사항은 향후 연합국 간의
39) АВПРФ. Ф. А. Я. Вышинский, оп. 24, Пор. 369, папка 32, д. 193-США, л.
22-23 ; 박종효,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일 분쟁사 연구｣, 군사 제80호, 2011, p.
186.
40)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c. 169.
41)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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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걸쳐 결정할 미정 상태로 두자고 하였다.42) 대소련 전략에 고심하던 미국은
일본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측이 침탈한 식민 영토는 포기하지만 누구에게 양도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 열강의 평화조약 초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초안

SCAPIN0 N. 677
(1946.1.29.)

현 안
중국 대표성

중국국민정부
(장개석)

영토 귀속

일본 - 4개 본도, 쓰시마, 류큐/소련양도 - 남
부사할린, 쿠릴(하보마이, 쉬코탄 포함)/중국
- 대만/한국-제주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

영국안
(1951.3.1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상동

미국안
(1951.3.30.)

대만정부

상동

영미합동안
(1951.5.3.)

대만정부

상동

미국안
(1951.7.3.)

대만정부

일본 - 남부사할린, 쿠릴 주권 포기/소련 - 양
도받는 내용 없음/독도 - 양도받는 내용없음

소련안
(1951.9.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일본 - 4개 본도, 쓰시마, 류큐/중국 - 만주,
대만, 팽호열도

최종안
(1951.9.8.)

대만정부

중국 - 만주, 대만
한국 - 독도→거문도

1951년 7월 3일자로 미국이 작성한 최종 평화조약안은 결국 일본을 재무장하여
공산권의 위협을 막고자 한 미국측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일본측 입장이 반영되었
다. 그 내용은 앞서 3월 30일 얄타협정 틀 내에서 작성하여 소련에 외교각서로
보낸 평화조약안의 내용과 배치되었다.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동입장
을 취하기로 영국과 합의한 미국은 평화조약 최종안을 작성하면서 양도해야 할
지역이 아닌 포기해야 할 지역만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그리고 한국은 독도나 파랑도를 포기한 일본으로부터 양도받을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독도에 대한 권한을 한국이 양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
и, заключенных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ржавами, Выпуск 11, М., 1995, с.
104-106.
42)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78.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동북아 영토의 귀속에 대한 소련의 입장 141

다. 왜냐하면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3. 미국측 초안에 대한 소련의 대응
미국의 태도가 바뀐 평화조약안을 사전 배포된 자료로 접한 소련은 평화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탈린은 1951년 9월 4일 시작되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부외상 그로미코(А. А. Громыко)를 파견해 소련 입장을 대변토록 하였다. 이미
점령하고 있는 남부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당연히 양도받으리라 생각해 왔던 소련은
미행정부의 변경된 초안에 미상원 역시 동조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
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소련이 불참을 고집할 수도 없었던
것은 평화조약 체결로 형성될 일본과의 정상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참석은 하되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평화조
약 초안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소련은 1951년 8월 15일 영미 합동초안의 문제점을 스탈린에게 보고하면서 수정
안을 검토한 바 있었다. 이를 기초로 소련이 영미 합동초안에 대응하여 전문과
10개부로 구성된 24쪽의 활자본 수정안을 마련하였다.43) 그 중 영토문제와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44)
첫째, 제2조의 경우 “일본의 주권은 본도 4도인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와
1941년 12월 7일 이전에 일본을 구성했던 류큐, 쓰시마 등 기타 도서 ... ”라며,
일본의 영토 범위를 분명히 했다. 둘째, 제3조의 경우 “일본은 본 조약으로 한국과
제주도(켈파르트), 청산도(거문도, 해밀턴항), 울릉도(다제렛)를 포함한 모든 부속
도서에 대한 법적인 모든 권리와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45)고 기술하였
다. 제5에는 “일본은 만주, 대만과 팽호군도 .... 등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완전
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며 본토
를 잃은 대만 국민당 정부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UN안전보장이사국으로 교체할
43)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
СР А. А. Громыко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Сан-Франциско 5 сентября 1951
г.,”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др., там же, с. 103-113.
44)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72.
45) “Советский проект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с Японией,” АВП РФ, Ф. А. Я, Выш
инский, оп. 24, папка 32. д. 396, ч. 2, лл. 91-116 : Цит по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72.

142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1호

것을 요구했던 맥락과 연결하여 영토 귀속을 정하였다. 제7조에는 “일본은 소련의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언급
한 영토에 대한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었다.
소련측 수정안을 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급파된 부외상 그로미코는 9월 5일
밤 평화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평화조약 초안이 미영중소
4개국 정상이 합의한 카이로협정과 얄타협정 그리고 포츠담선언을 위반하는 것이
며, 평화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조약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소련이 인식하고 있는
영미 합동초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막을 보장책을 담고 있지 못하며, 일본
점령군의 철수를 예견치 못하고 있고 일본이 민주화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역설하였다.46)
소련은 일본이 획득한 식민지역에 대한 반환을 수정안 각 조항에 각각 명기하였
다. 그러나 소련은 평화회의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수정안 초안에 담긴 요구사항을
논의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자 영미 합동초안을 근거로 별도의 수정내용을 제기하기
로 하였다. 이때 소련은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중국의 대표성 문제보다는
영토 문제에 집중하였다. 중국의 대표성 문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이 추가로 제안한 영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47)
영미 합동초안 제2조 b와 f항의 경우 “일본은 만주, 대만과 팽호군도 .... 등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하였다. 문구에서 보이듯 소련은 1949년부터 실질적으로 중국
을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본토를 잃은 대만 국민당 정부 대신 UN안전보장
이사국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간접적으로 - 필자)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 ‘c’항에서는 “일본은 본 조약으로 쿠릴 열도와 사할린 그리고 그 부속도서에
대한 권리, 권원, 청구권 그리고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으로 획득했던 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다.”하였다.
영미 합동초안 제3조에 대해서 소련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은 “본도 4도인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와 1941년 12월 7일 이전에 일본에 속했던 류큐, 쓰시
46)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др., там же.
47) “Указания делегации СССР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Сан-Франциско,”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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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등”으로 정하였다.
한편 소련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대표성’ 문제를 은밀하게 문구 속에
넣는 것에 더하여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였다. 즉 제6조에 “모든
연합국의 군사력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연합국이 어느 한 나라나 다른 외국이 일본 영토에서 군사기지나 군대를
보유해선 안된다.”고 적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일본 재무장, 기지화 움직임에 제동
을 걸기 위한 조치였다.
소련은 제6조를 통해 일본의 재무장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사실 이 조항은 소련 지도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
임하는 지침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던 사항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제3장에 완전
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다.
소련의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제3장은 일본 주변 해역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일본은 일본에 대항하려 무력으
로 참전한 그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동맹이나 군사연합을 체결할 수 없다.”48)하였
다. 라페루즈(宗谷) 해협이나 네무로 해협 그리고 상가르(津輕) 해협이나 대한해협
은 무장해제 되어야 하며 항상 모든 국가의 상선이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언급된 모든 해협은 일본해(동해)에 놓인 열국의 군함이 자유
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추가하였다.
소련측 수정안의 골자, 특히 제3장으로 강화된 입장은 일본이 남부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모든 기본권과 권리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련에 양도하며, 일본
내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해협에 위치한 대마도는 비무장
지대로 지정해 상선이 자유롭게 동해(일본해)를 왕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측 조약 수정안은 투표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반면 세밀히 준비된
미국안은 여하한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채택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측의 항의는 관철되지 않아 미국측 입장대로 처리되었다. 소련은
외교에서 완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소 군사전략 방향을 견제하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소련측은 미국 중심으로 전개된 평화회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함
으로써 어쩌면 미국이 ‘의도한 함정’에 빠진 셈이다.
48)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др., там же, с.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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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련측 평화안은 오히려 소련측이 영토문제를 제3조에 이어 제6조에 넣어
‘일본 영토 내 타국 군사기지, 군대보유 반대’ 입장을 명기해 영토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도를 노정함으로써 미국의 방어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쿠릴 열도와 라페루즈 해협 그리고 대마도와 대한해협은 일본이
대륙으로 군사적 진출을 시도하는 교두보이자 군사기지가 될 것이므로 일본으로부
터 떼어내려는 소련측 의도가 읽혔던 것이다. 만일 그 지역이 일본으로부터 소련으
로 넘어간다면, 이는 곧 소련이 미국의 자유로운 대한해협이나 라페루즈 해협 항행
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동해로의 왕래를 견제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었
다.
만일 소련이 5월 3일 제출한 미국측안, 즉 남부사할린과 쿠릴 열도 등에 일본측의
주권 포기 및 소련에의 양도가 명시된 초안에 동의했다면 소련 주권은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성 문제, 미군의 일본 재무장 및
군대 주둔 등 불만사항을 해소치 못해 UN이나 평화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적극 지키지 못했다. 소련의 외교는 일본과의 영토문제 해결보다도 더 미국
의 일본 재무장 정책을 폭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는 점을 우선시하였다. 뒤늦
게 영토 문제를 강조했으나 이는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미국 등에 그 의도가 노출됨
으로써 실익을 얻지 못하는 소련의 실수를 초래했다.49)
다만 미국은 소련이 극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미국과 체결한 전후
영토문제에 대한 합의를 깰 것을 염려해 소련의 수정안 일부를 수용해 쿠릴 열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은 사할린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도
록 하는 절충안을 냈다. 그리고 1946년 1월 29일 동경 연합국사령부가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령서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조약 체결 이후 90일 이내에 쿠릴 열도에서
철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소련은 이와 같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
의 권한은 포기되었으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내용이었고, 중화인
민공화국의 지위 문제 역시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초안에 대해
불공정 조약이라 판단하고 소련과 같이 평화조약 최종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49) 세르게이 체르냡스키, “Сан-Францисский договор(1951) Российский взгляд,”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100년 성찰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개소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0. 8. 4.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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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아시아 국가에서 인도와 버마(현 미얀마), 그리고 동구국가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었다. 반면에 전승 연합국 중에서 소련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식민지에서 막 해방된 국가를 제외한 총 49개국은 일본을 상대로 작성한 평화조약
안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수 시간 만에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소련, 중국 그리고 인도와 버마 및 사회주의 국가는 조약이
불공정하다고 서명을 거부하였다. 조약문 중에서 ‘90일 내에 일본에서 모든 연합군
은 철수한다.’는 제6조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 프랑
스, 캐나다는 물론 엘살바도르 등 일본과 전쟁에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들도 참여시
켜 총 49 개국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소련의 불만이 컸지만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체결되었다. 그러면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국이
서명하기 시작한 지 수 시간 후에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다. 이는 평화조약
제6조에 명기된 일본 내 모든 연합군이 90일 이내 철군한다는 조항이 무효화됨을
의미하였다. 소련은 자신의 입장, 즉 중국의 대표성,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이 반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 상호방위조약마저 체결되자 서명을 거부하였다.
소련 등 평화조약에 서명하길 거부한 국가는 일본과 단독으로 양자회담을 거쳐
별도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평화조약의 제26조에 따라
3년 이내에 마쳐야 그 의미가 있었다. 소련과 일본 양국 간에는 쿠릴 열도와 그
지역의 어업권 문제 등 현안이 존재했으나 일본의 지연 의도에 말려 성사되지 않았
다. 3년이 경과되자 일본은 역으로 소련에게 쿠릴 열도 반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
하였다.
한편 한국은 전쟁 중이었지만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3개월 전인 시점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른바 ‘평화선’을 한반도의 부속도서를 포함한 해양에 그으면서 을릉도의 부속도서
인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 행정 편입시킨 것이다. 당시 독도 밖 12해리 금지구역
(맥아더 라인)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자 이승만은 60마일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전쟁 중 미국은 침묵을 지켰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항의
하며 구상서(Note Verbale)를 제출했으나 한국의 실효지배에 더 이상 별다른 대응
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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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과 그 속에 드러난 미영중소 연합
국, 특히 소련의 동북아 국가 영토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했다. 평화조약의 목적은 과거 일본이 강제로 침탈하고 점유한 지역(혹은 국가)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었다. 이는 얄타협정과 카이로선언을 계승하고 있으며,
일본이 주장하듯 포츠담 선언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불완전한 형태이자 강대국간 이해가 얽히면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동북아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에서 거론된 반환 대상의 지역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격렬한 영토
분란에 휘말렸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동북아 침탈의 원죄를 지고 있는 일본은 평화
조약으로 면죄부를 받은 양 러시아, 한국 그리고 중국에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갈등의 근원은 제국주의 침탈에 따른 식민지 유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 있음이 파악된다. 문제해결 방안을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
에 따라 미국과 소련간 국제정세를 바라본 입장의 변화가 주는 전략상 함의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소련의 쿠릴 열도, 중국의 센카쿠섬
그리고 한국의 독도 문제를 자국 한쪽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일본은 문제가 되는 각각의 도서분쟁 사례에 통일된 입장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일본에게는 어느 지역에 유리한 경우가 다른 지역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개입돼 있는 영토 분쟁은 쿠릴 열도나
독도 하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 속에서 풀어야 한다.
둘째,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의도된 함정’에 빠져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소련은 이미 점령한 쿠릴 열도가 얄타회담 등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자국에 귀속되리라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과 합의하여 중국 대표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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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일본과 합의하여 쿠릴 열도에 대한 귀속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소련에게 불리
하게 적용되었다. 소련의 반응은 평화조약 거부로 나왔지만 소련은 국제관계에
투영된 이념에 경도되어 일국적 현안인 영토 문제에서 피해를 입는 전략적 실수를
한 셈이다.
셋째, 소련이 준비한 평화조약 수정안은 미국측 평화조약안이 소련에게 불리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자신의 지정, 지전략상의 이익을 노출시키는 한계를
드러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소련측 대응의 목표는 일본이 쿠릴 열도 및
독도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미국의 일본 재무장 시도를 막는데 있었다. 이에
소련은, 자국 평화조약안이 비교논의 되지도 않았지만 자체 수정안을 제기해 군사
전략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때 소련은 자유로운 항행권이 보장된 해협
을 중시하고 미국의 일본 재무장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핵심사항을 노정하였다.
소련 입장에서는 쿠릴 열도가 위치한 라페루즈 해협과 독도가 위치한 동해 그리고
거문도나 제주도가 위치한 대한해협은 소련의 대미일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군사
안보적 자유항해 구역이 되어야 했다. 이를 간파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보장하
기 위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평화조약 내 쿠릴 열도나 독도를 일본 주권
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소련과 한국에 소속을 이관한다고 명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 전개된 냉전 대립의 씨앗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서 전개된 ‘격렬했던’ 평화회의 논의 과정에서 미소간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히
면서 잉태되었음이 부각되진 않았다.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대표성, 쿠릴 열도나
독도 등에 대해 일본이 소련(러시아) 내지 한국에 제기한 영유권 주장의 이면에는
그 본질상 군사전략상 이슈가 더 크게 도사리고 있음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소련과 미국이 취한 평화조약에 대한 접근방법은 지나치게 군사전략적 이해가 강조
됨으로써 사안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
서 논의 과정 이면에 내재된 각국의 군사전략상 의도를 간파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혹은 ‘타협적으로’ 그 어느 방식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이해
속에서 문제가 풀릴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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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viet Union’s Position on the Return of Northeast
Asian Territory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Focusing on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Draft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San Francisco
Heon Yong Sim
This paper tried to thoroughly examine the Soviet Union’s tug-of-war with
the US over the draft until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ep. 8, 1951) was
signed and to clarify the cause of such changes. Immediately after the war, the
USSR believed that the Kuril Islands and Dokdo would be returned from Japan
pursuant to a series of orders issued by the UNC and early drafts of the peace
treaty. This was agreed by the Allies at the Yalta meeting. However, the
communization of mainland Chin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ave
changed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US began to worry about the
proliferation of communism, beginning to pursue the rearmament of Japan.
Moreover, the territory that should be justifiably returned was mired in uncertainty.
In the process, the USSR lost its interests inherent in territorial disputes due to
excessive patronization for Mao and Kim Il Sung, with the United States
implementing a defensive diplomatic strategy toward communist camps. Secondly,
when the US began to take a stand for rearmament of Japan and to oppose the
return of Islands, the USSR responded by asking for free passage to the Korea
Strait. This exposed the USSR’s geopolitical, military strategy intentions, which
in turn led to further countermeasures such as the US-Japan Mutual Defense
Treaty. Like this, US-USSR diplomatic negotiations over the peace treaty were
once a bargain for the sharp interests of the Allied Powers. Dokdo, Kuril Islands,
and the Korea Strait were a subject to bargaining without exception.
Keywords: World War II,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San Francisco, Kuril
Islands, Dokdo, Territorial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