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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국문 요약]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

과 ｢청구권 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한 

하나의 법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

의 효력에 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 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

게 해결된 것인지에 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한 한일 양국의 역사  차이에 기인하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1965년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 의 산물이기도 했던 ‘1965년 체제’는 이후 25년간 이어진 냉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도 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  종식 이후인 1990년 에 들어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강한 과거청산 요구에 직면하여, ‘1965년 체제’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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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 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배제한 ‘1965년 체제’에는 우선 일본 측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2005년의 ｢민 공동 원회 결정｣를 통해, ｢청구권 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안

부’ 문제 등과 련하여 “일본 정부의 법  책임이 남아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법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된 결과, ‘1965년 체제’의 균열은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그 에, 2010년 에 들어와 한국의 헌법재 소와 법원이 획기 인 결정과 결을 내림

으로써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기 직 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에 한국의 

헌법재 소는, 일본군‘ 안부’ 문제에 해 한일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그것을 ｢청구권 정｣ 제3조의 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이라고 선언

했다. 2012년에 한국의 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인 강 ”이며 “식민지배와 직

결된 불법행 ”로 인한 청구권은 ｢청구권 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

로써 ‘1965년 체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립은 결정 인 것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65년 체

제’는 붕괴 직 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  구조와 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1965년 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 으로 선언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면 으로 청산하는 새로

운 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1965년 체제’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그 에서 

주목되고 비되어야 할 해이다.

[주제어]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 정, 한일 과거청산, 식민지지배 책임, 한일 계

I. 머리말

2013년 2월 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에 걸친 제국주의국가 일본

(이하 ‘일제’)의 한반도 지배라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한

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그리고 격렬한 논란이 개되고 있다.

리 알려진 것처럼, 한일 과거청산에 해서는 1951년 10월부터 14년에 가

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 한민국과 일본

국간의 기본 계에 한 조약｣(이하 ‘｢기본조약｣’)과 ｢ 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청구권에 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력에 한 정｣ (이하 ‘｢청구권

정｣’) 등이 체결되면서, 일단 하나의 법  구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법  구조는 출발선상에서 이미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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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이후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과거청산 요구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

으며, 냉  종식 이후인 1990년 에는 그 법  구조에 지 않은 균열이 발생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에 들어와 마침내 그 법  구조는 붕괴 직 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에서는, 그 한일 과거청산의 법  구조가 당  어떤 모습과 성격을 가

진 것이었으며, 1990년 에 어떤 균열이 생겨났으며, 2010년  인 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지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한일 과

거청산의 법  구조를 총체 인 시각에서 조망해보기로 한다. 

II. ‘1965년 체제’

1. ‘1965년 체제’의 내용

한일 양국 정부는 ｢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그 이 에 

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1)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청구권 정｣ 제1조에서 일본

이 한국에 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기 리 차 ”을 제공하기로 합의

했으며(이하 ‘ 정자 ’2)), 제2조에서는 “청구권에 한 문제가…완 히 그리고 

최종 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들 ‘합의’에 해 한일 양국 정부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서로 다른 

 1) ｢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 어로 작성되었으며, ｢기본조약｣ 자체에 그 모두가 “동등히 

정본”이며, “해석에 상 가 있을 경우에는 어본에 따른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2) 한국에서는 종래 이 자 은 ‘청구권자 ’이라고 불려왔으나, 아래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

처럼, 한국 정부는 청구권 해결과 련된 자 이라고 해석하는 데 반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해결과는 련이 없는 경제 력자  혹은 독립축하 이라고 해석하므로, 이 에서는 ‘ 정

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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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내놓았다. 우선 ｢기본조약｣ 제2조에 해 한국 정부는, “해당되는 조약 

 정에 하여는 1910년 8월 22일의 소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 에 한

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정 의정서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간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한 정부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하여는 ‘무효’라는 용어 자체가 별단의 표

이 부 되지 않는 한 원칙 으로 ‘당 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이

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 해서 무효(Null and Void)이다”3)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그 조약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4)이라는 것

이었다. 그에 반해 일본 정부는 “‘이제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재의 시 에

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객 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 한, 무효가 된 시기에 해서는, 병합조약 이 의 조약들은 각각의 조약

에 규정된 조건의 성취 는 병합조약의 발효와 함께 실효했고, 병합조약은 한

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 즉 1948년 8월 15일에 실효했다”5)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정당한 차를 거쳐 체결되었다”6)라는 것, 다시 말해 

“ 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7)라는 것이었다.8) 

 3) 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1965a), 19면; 한민국정부,  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정 해설(1965b), 11면.

 4) 1965년 8월 8일, 한일간 조약과 제 정비 동의안 심사특별 원회에서의 이동원 외무부장

의 발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日本硏究室編, 韓日關係資料集<第一輯>(高麗

大學校出版部, 1976), 252면.

 5)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時の法令別冊)(大藏省印

刷局, 1966), 14면.

 6)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의 책, 14면.

 7) 1965년 11월 5일, 일본 의원 日韓特別委員 에서의 사토오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의 발

언. 第50回 國  衆議院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

議  第10號(1965.11.5), 2면.

 8) 한일 양국 정부는 회담 막바지까지 이 문제에 한 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측은 “are 

null and void”라는 표 을 제안하고, 일본측은 “are confirmed (as) null and void now”, “have been 

invalidated and are null and void”,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 을 서로 제안한 끝에, 최종

으로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 으로 결착을 지었다. 한민국정부, ｢기본 계문서 실

무자 회의 토의 요약｣(1965.2.18), 제7차 한일회담. 기본 계 회 회의록  훈령, 

1964.12~65.2(1965).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유보한 것이었으며, “already”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얼버무린 채 동일한 조문에 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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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권 정｣에 해서도, 한국 정부는 그 제1조의 정자 은 “‘청구

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력을 증진시키기 한’ 목 으로”9) 제공한 것, 다시 

말해 제2조의 청구권 문제 해결과 상호 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데 해, 

일본 정부는 “경제 력의 증진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정의 내용으

로 되어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법률 인 상호 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10)이며, 정자 은 청구권 문제 해결과는 상 없는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축하하는”11) 마음으로, 다시 말해 ‘독립축하 ’으로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컨  한국 정부는, ｢기본조약｣에 해서는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의 법  근거인 1910년 ｢병합조약｣ 등이 애당  무효 고, 따라서 35년간

의 지배는 ‘불법강 ’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청구권 정｣에 해서는 정자

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계가 있다고 주장한 데 해, 일본 정부는, ｢기본조

약｣에 해서는 1910년 ｢병합조약｣이 1948년까지는 유효 고,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합법지배’ 다고 주장했으며, ｢청구권 정｣에 해서는 정자 은 청

구권 문제의 해결과는 계가 없는 ‘독립축하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1965년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해석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다. ｢청

구권 정｣에 의해 해결된 청구권의 범 가 그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 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일제의 36

년간 식민지  통치의 가”는 상이 아니라고 밝혔고,12) 일본 정부도 한반도 

지배에 한 언 은 없이 “조선의 분리독립”에 따른 청구권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13)

이상의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한민국정부, 앞의 책(1965a), 49면.

10)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앞의 책, 62면.

11) 1965년 11월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에서의 시이나 에쯔사부로오(椎名悅三郞) 외상의 발언. 

第50回 國  參議院 議  第8號(1965.11.19), 9면.

12) 한민국정부, 앞의 책(1965a), 41면.

13)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앞의 책, 61~62면.



한국 일본

무효의 상
1910년 조약  그 이 에 한제국과 일

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1910년 조약

무효의 시기 당 부터 무효 1948년 8월 15일에 실효

already “null and void”를 강조하는 것
재의 시 에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

고 하는 객 인 사실을 서술한 것

해석의 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
정당한 차, 등한 입장․자유의사로 

체결

35년간의 지배의 성격 불법강 합법지배

<표 1> ｢기본조약｣ 제2조에 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한국 일본

제1조와 제2조의 계 계 있음. 계 없음.

정자 의 성격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력을 증

진시키기 한 것. 일제의 36년간 식민

지  통치의 가는 아님.

경제 력 자 , 독립축하

해결의 상
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의 청구권

일본에 의한 조선의 분리독립의 승인에 

의해, 한일 양국간에 있어서 처리할 필요

가 있게 된 양국  양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

<표 2> ｢청구권 정｣에 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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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5년 체제’의 불안정성

와 같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을 동반한 ‘1965년 체제’는 출발선상에서 이

미 불안정한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핵심 인 이유는 ｢기본조약｣의 

‘already’의 애매성에 터잡은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역사 이 정자 의 성격에 

한 해석 차이를 매개로 ｢청구권 정｣의 합의된 법  구조를 넘어선 정치 인 

해석으로 이어짐으로써, ‘1965년 체제’ 체의 의미가 애매해져버린 데에 있다.

양국 정부가 제시하는 일치된 해석과 같이 ｢청구권 정｣은 ‘ 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그 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된 국제질서 속에서, ‘1965년 

체제’는 미국이 주도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샌 란시스코조약)｣을 제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14) 그 조약에서는 식민지지배 책임이 배제되어 있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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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50년에 주일 표부 차원에서 1910년 조약 무효론에 입각하여 불법강

에 한 책임 추궁을 검토한 이 있지만, 이후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이를 

철하지 못했다.15) 따라서 식민지지배 책임은 처음부터 ｢청구권 정｣의 상

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청구권 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청구권 정｣의 법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식

민지지배 책임과 연결지우는 해석도 내놓았다. 1965년 8월의 ‘한일간 조약과 

제 정 비 동의안 심사특별 원회’에서 장기  경제기획원장 은 “이 청구권 

제2항[‘제1조 1 (a)’를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단됨; 필자]에 있는 소  무상 3

억불은 청구권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 으로는 배상 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경제 력이 아니라 청구권이 

주로 되어있고 그 3억불은 배상이다. 실질 으로 배상이다”라고 발언했다.16) 

 한국 정부는 “청구권자 ”은 “우리 민족의 피의 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17)이라고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이것은, ‘불법강 ’이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에 해서는 철하지 못했지만 

어도 국내 으로는 철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 정부가, ‘일제의 식민지지

배에 한 명확한 청산 없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굴욕외교이다’라는 국내

의 비 에 해 응수하기 해 내놓은 고육지책의 논리 을 터이다. 하지만 그 

결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정자 은 법 으로는 ‘일제의 36년간 식민지  

통치의 가’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의 피의 가’라는 상반되는 정치

 의미도 가지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편, 정자 , 그 에서도 특히 무상 3억 달러를 극 으로 동원해야 했

던 한국 정부와는 반 로, 일본 정부는 정자 이라는 ‘굴 ’에서 벗어나기 

14) 이에 해서는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  : 일본의 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서울

학교출 부, 1996); 李種元, ｢戦後米国の極東政策と韓国の脱植民地化｣, 大江志乃夫他

編. 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8)(岩波書店, 1993) 참조. 

15) 장박진, 식민지 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 한일회담이라는 역설(논형, 2009), 

249~253면.

16)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日本硏究室編, 앞의 책, 242면.

17) 한민국정부, 앞의 책(1965a),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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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리가 필요했다. ‘ 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의 청구권’

의 해결을 해서라고 하면서, 상호 정산이면 모르되, 일방 으로 자 을 제공

한다는 것은 추가 인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청구권 정｣ 제1조는 경제 력에 한 것이고 제2조는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한 것이라는 논리로, 양자 사이의 법  계를 부정함

으로써 처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의 정의 제1조와 제2조가 계가 없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나아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방 인 자 의 

제공, 그 에서도 특히 무상 3억 달러의 제공은 ‘경제 력’의 논리로도 설명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동원한 논리가 ‘독립축하 ’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독립’이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 일본은 결코 그 독립을 ‘축하’할 

치에 있지 않았기에 이 한 무리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것은, ‘합법지배’ 기에 가

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기본입장을 철하기 한 것이었다. 게다가 남한의 

미군정에 의해 몰수된 일본인들의 재산에 한 청구권을 한국 정부에 해 주

장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18)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정자  제공 사이의 

계를 극구 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터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무리를 얼버무리기 해 ｢청구

권 정｣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실질 으로는 계가 있다는 뉘앙스의 해석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양자 사이의 “법률 인 상호 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도, ｢청구권 정｣ 제1조의 “공여와 병행하여 재산  청구권에 

한 문제에 해서는 완 히 그리고 최종 으로 해결된 것으로서, 양국 간에 어

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제2조의 취지인 것이다”19)

라거나, 혹은 “청구권 해결에 응하여 경제 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공

여  차 이 배상 는 청구권의 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8) 이에 해서는 우선 아사노 토요미, ｢식민지의 물리  청산과 심리  청산 : 청구권의 법  

문맥과 정치  해결｣, 국민 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외교문서 공개

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선인, 2010) 참조.

19)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앞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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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자는 교섭경 에 의해 사실상 련지어진 것”이라고20) 해석했다. 그 결

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정자 은, 법 으로는 ‘청구권의 가’가 아니지만, 

동시에 청구권과 ‘사실상 련’이 있는 것이라는 정치  의미도 가지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듯 ‘1965년 체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출발했다. 과거청산이라는 

에서 볼 때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던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해서

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청구권 해결의 성격도 애매한 상

태로 남게 되었다. ｢청구권 정｣의 해결 상이 법 으로는 ‘ 토의 분리․분

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의 청구권’이라는 데는 합의를 보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비유를 하자면, 한

국 정부는 ‘법 으로는 청구권 문제 해결의 가를 받았는데 왠지 더 받은 듯

도 하다’라고 하는 데 해, 일본 정부는 ‘법 으로는 청구권 문제 해결의 가

를  은 없지만 왠지  듯도 하다’라고 하는 격이었다. 이러한 애매성이 

‘1965년 체제’가 35년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 인 문제를 얼버무린 어설  합의 결과 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

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그 때문에 ‘1965년 체제’는 애당  그 핵심 인 문

제가 불거질 때마다 균열이 생길 운명을 안고서 출발했던 것이다.

III. ‘1965년 체제’의 균열

1. 일본으로부터의 균열

하지만, 그 불안정한 ‘1965년 체제’도 냉 이 이어진 25년간은 별다른 도 을 

받지 않은 채 유지될 수 있었다.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 자본주의진 의 ‘동지’가 

된 한일 양국 정부가 ‘ 시의 논리’를 내세워 그 도 의 여지를 쇄한 결과 다. 

20)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編, 의 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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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80년  말 냉 이 붕괴되었을 때 ‘1965년 체제’에 한 심각한 도

이 뒤따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부터 일본군‘

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의 한반도 지배로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거리

에서, 국제무 에서, 법정에서 과거청산을 요구했다.21)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그리고 한편으로는 냉  이후 

아시아에서의 입지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1995년이 되어 ‘방향선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종  50주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토미

이 (村山富 ) 수상이 발표한 담화22)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이 역사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 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お詫び)를 표명”했다. 그리

고 1998년 10월 8일의 김 －오부  이조오( 淵恵三) 공동선언23)을 통해

서는 “과거의 한시기에 한국 국민에 해 식민지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

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해 통 한 반

성과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한 2002년 9월 17일의 ｢조일공동선언｣24)을 통

해서도, “과거의 식민지지배에 의해, 조선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 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의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도, “식민지지배의 실이

라는 것을 직시하고, 엄한 반성을 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25)라고 하

면서도, 1910년 조약이 “법 으로 유효” 다26)는 입장과 ‘｢청구권 정｣에 의한 

21) 한국인 일본군‘ 안부’ 피해자들의 과거청산 요구에 해서는, 김창록, ｢일본군‘ 안부’문제

에 한 법  검토 재고｣, 법제연구 39(2010) 참조.

22)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1995.8.15;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 

0815.html; 검색일 2013.2.16).

23) ｢日韓共同宣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1998.10.8; http://www.mofa. 

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검색일 2013.2.16).

24) ｢日朝平壌宣 ｣(2002.9.17;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 검색일 

2013.2.16).

25) 1995년 10월 17일, 일본 참의원 산 원회에서의 무라야마(村山富 ) 수상의 발언. 第134

回 國  參議院 豫算委員 議  第3號(1995.10.1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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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종료’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법  무책임의 원칙’은 고수했다. 

하지만, 1965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식민지지배에 한 책임을 새롭

게 인정하게 된 결과, ‘1965년 체제’를 제로 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심각한 

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5년의 일본 정부의 논리는 요컨  ‘합법이

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5년에 이르러 일본 정부는 ‘합법이었지만 잘못한 것이 있지만 법

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논리를 바꾼 것이다. 1910년 조약이 합법이

었다는 주장이 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 1910년 조약의 효력에 해서는 

한일간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27) 그것이 유효한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

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통 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해 스스로 인정한 책임을 면하게 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 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해서는 추가 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동원한 것이 ‘｢청구권 정｣에 의한 해결 종

료’라는 논리 다. 물론 ｢청구권 정｣에는 “완 히 그리고 최종 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정

부의 해석에 따르면 1965년에 한국 정부에게 제공한 정자 은 식민지지배에 

한 책임을 지기 한 ‘배상 ’이 아니었던 것은 물론이고, ‘ 토의 분리․분

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조차 아니

었다. 일본 정부는 1995년까지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그와 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법 ’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도의  책임’을 면에 내세웠

다. 특히 강렬하게 부각된 일본군‘ 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당  그 존

26) 1995년 10월 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무라야마 수상의 발언. 第134回國  參議院 

議  第4號(1995.10.5), 19면.

27) 이에 한 상세한 분석은, 김창록, ｢1910년 한일조약에 한 법사학  재검토｣, 동북아역사

논총 29(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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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체를 부정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자 1992년 1월 13일 카토오 코오

이 (加藤紘一) 방장 의 발표를 통해 일본군의 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한다고 밝혔다.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일본 정부

는, 1993년 8월 4일에 이르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노 요오헤이(河野洋

平) 방장 의 담화(｢코오노담화｣28))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의 여를 인정

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

서도 법 으로는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을 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 ’29)을 통해 “도의 인 책임”을 지기 해 “ 로 ”을 지 하겠다고 나

섰다.30) 하지만 1992년까지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문제가 1965년에 법 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 탄이었다. ‘ 로 ’ 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法 / 道義 분

리 술’이 오히려 ‘법  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강한 ‘법  책임’ 

요구에 부딪힌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지배 책임 문제를 배제했던 ‘1965년 체제’에는, 냉 이 종

식된 이후인 1990년 에 들어와 일본 정부가 1965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식민

28)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内閣官房長官談話｣(1993.8.4; http://www.awf.or.jp/6/statement- 

02.html; 검색일 2013.2.16).

29) ‘아시아 여성기 ’의 활동에 해서는, 그 홈페이지(http://www.awf.or.jp/)  大沼保昭․下村満

子․和田春樹,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東信 , 1998) 참조.

30) 참고로 일본 수상의 편지의 문(http://www.awf.or.jp/6/statement-12.html; 검색일 2013.2.16)은 다

음과 같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한 아시아평화국민기

’을 통해, 과거의 종군 안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일본; 필자)의 국민 인 보상이 행해지

는 데 즈음하여, 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이른바 종군 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 와 존엄을 심각하게 해친 문제 습니다. 는 일본국의 내각

총리 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종군 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 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합니다. / 우리들은,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에의 책임으로부터도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일본; 필자)로서는, 도의 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함과 동시에, 당치않은 폭력 등 여성의 

명 와 존엄에 한 문제들에도 극 으로 처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 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편안한 삶을 보내시기를 마음으로부터 빕니다. / 일본국 내각

총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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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우선 일본 정부에 의해 균열

이 생기게 되었다.

2. 한국으로부터의 균열

한편 한국 정부는 냉  종식 이후에도 ‘1965년 체제’를 기본 으로는 묵수했

다. 일본군‘ 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극

인 해결을 거듭 요청했지만, 노태우, 김 삼, 김  정부는 근본 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 으로 일 했다.31) 한국으로부터의 균열은 ‘ 복 후 세 ’

이기에 오히려 한일 과거청산에 보다 민감했다고 할 수 있는 노무  정부에 이

르러 비로소 만들어졌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노무  정부는 통령 소속기 인 ‘한일회

담 문서공개 후속 책 련 민 공동 원회’를 구성하고, 그 원회를 통해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면 공개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일 과거

청산에 한 획기 인 결정32)을 내놓았다. 즉, 원회는 “한일청구권 정의 법

 효력 범 ”에 해, “한일청구권 정은 기본 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한 것이 아니었고, 샌 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 ․민사  채권․채무 계를 해결하기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 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에 

해서는 청구권 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  책

임이 남아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원회는 그와 동시에, “한일 정 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 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31) 이에 해서는 김창록, ｢한일 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 트 십’을 실마리로｣, 국제지역문

제연구(부산 ) 17-1(1999) 참조.

3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책 련 민 공동 원회 개최｣(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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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정성 문제”에 해서는, “청구권 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

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등), 조선총독부의 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  등이 포

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

원 부상자를 보상 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 ”으므로, “도의 ․원호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 책

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인 해결에 해서는 얼버무

리면서도 무상 3억 달러에 의한 일정한 해결을 언 함으로써 ‘1965년 체제’로

부터의 면 이탈은 피했다.

하지만, 비록 한정된 범 에서이기는 하지만 ｢청구권 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법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노무  정부의 선언은, 그 이 의 한

국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뛰어넘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도 고수되고 있던 ‘｢청구권 정｣에 의한 해결 종료’라는 일본 정부

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65년 체제’의 균열은 한국 정

부의 상 으로 진 된 식민지지배 추 에 의해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IV. ‘1965년 체제’의 붕괴 기

2010년 에 들어와 ‘1965년 체제’는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하기 직 의 상태에 

이르 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다름 아닌 헌법재 소와 법원이라고 하는 한

국 최고의 사법기 들이었다.

1. 2011년 8월 30일 헌법재 소 결정

2011년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 소는 한일 과거청산과 련하여 매우 주목

할 만한 결정33)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한국 정부가 의 2005년 결정을 통해 

극 인 태도를 표명한 것에 주목하여, 2006년 7월 일본군 ‘ 안부’ 피해자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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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외교통상부장 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한 것이었다. 

그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측은, ｢청구권 정｣과 련하여 피청구인이 일본 정부

와의 계에서 일본군 ‘ 안부’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를 한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 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이라고 주장했다.34) 이에 해 피청구인측

은, 외교  보호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권리”로서 “고도의 재량권”

이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 의무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도 없

으므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헌재는 이 헌법소원에 해, 

2009년 4월 9일의 공개변론을 거쳐,36) 그 제기로부터 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

는 동안 청구인 109명  45명이 이미 세상을 떠난 2011년 8월 30일에 이르러, 

‘때늦은 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그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하여 가지는 일본군 안부로

서의 배상청구권이 ‘ 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청구권에 한 문제의 해

결과 경제 력에 한 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정 제3조37)가 정한 차에 따라 해결하지 

33) 헌법재 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34) 청구인(이용수 외 108명), ｢헌법소원심 청구서(2006.7) 참조.

35) 피청구인(외교통상부장 ), ｢변론요지서｣(2009.3.5) 참조.

36) 이 공개변론에서 필자가 청구인측 참고인으로서 제시한 의견은, 김창록, ｢일본군 ‘ 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경북 ) 31(2009) 참조.

37) 1. 본 정의 해석  실시에 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

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

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재 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재 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재 원 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재 원이 합

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재 원과의 3인의 재 원으로 구성되는 재

원회에 결정을 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재 원은 양 체약국 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

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재 원을 임명하지 아니하

을 때, 는 제3의 재 원 는 제3국에 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 을 때

에는 재 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

하는 각 1인의 재 원과 이들 정부가 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재 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재 원회의 결

정에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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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 는 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했다. 

헌재의 심리과정에서는 작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한국 정부는, 

헌결정이 내려지자 그것을 면 으로 받아들여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해 극 나섰다. 결정 직후인 2011년 9월 14일에 외교통상부

에 ‘한일청구권 정 책 T/F’를 설치하고 10월 7일에는 자문 원단까지 발족

시킨 한국 정부는, 9월 15일과 11월 15일에 양자 의의 개시를 제안하는 구상

서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2011년 12월과 2012년 5월에는 한일 양국의 정상

회담에서, 2011년 9월․10월  2012년 4월에는 양국의 외무장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구했다. 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에 걸쳐 

유엔 총회와 인권 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38)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

년에 법 으로는 결말이 난 것”39)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

았다. 그 결과 일본군‘ 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교착상태가 1년 이상 이

어지게 되었다. 

헌재의 결정  한일 과거청산과 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헌재가 ｢청

구권 정｣에 해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는 이다. 이것은 곧 1965년의 과제 던 한일 과거청산이 당시에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재도 여 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요컨  헌재의 결정은 한일 과거청산이라는 과제의 존재와 그 해

결의 필요성을 법 으로 확인했다는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물론, 헌재의 결정은 한일 과거청산을 면 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단지 한국 정부가 ｢청구권 정｣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 헌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그 에서 헌재의 결정은 한일 과거청산을 

한 면 인 법  토 를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38)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일본군 안부 피해자 문제 황 자료｣(2012.11.23).

39) 2012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산 원회에서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의 발언. 第
180回 國  參議院 豫算委員 議  第25號(20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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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1965년 체제’에 가한 타격은 크다. 한국 정부가 ｢청

구권 정｣ 제3조 제1항의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서

서, 그 제2항  제3항에 따라 재 차40)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는 여 히 불

확정 이지만, 한국 정부가 재 차로 나아가든 않든, ‘1965년 체제’는 더 이

상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 정부가 재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가 그에 응하는 경우에는, 일

본군‘ 안부’ 문제에 한 분쟁은 재에 의해 해결되게 된다. 재의 상은 

“ 정의 해석  실시”에 한 분쟁이기 때문에, 재 결정의 내용은 일본군‘

안부’ 문제에 한 한일 양국 정부의 ｢청구권 정｣ 제2조에 한 해석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하는 단과, 그 옳은 해석에 기 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한 

단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취해야 할 조치에 한 단은 구체 으

로는 명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재 결정 이후에도 양국 정

부에 의한 조치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에 의한 해결의 사정은 

거기까지인 것이다.

어 든 이 경우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이다. 하지만, 우선 일

본군‘ 안부’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청구권 정｣의 핵심 인 주제에 한 분

쟁이라는 을 생각하면, 그러한 분쟁이 한일 양국 정부의 손을 떠나 으로 

재 원회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한일간 합의로서의 ‘1965

년 체제’는 그 의미를 크게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군‘ 안부’ 문제가 ｢청구권 정｣의 재 차에 의해 해결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1965년 체제’의 건 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본군‘ 안부’ 

문제에 한 헌재의 헌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날, 체로 같은 내용의 한국

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한 헌결정41)도 내려졌다. 따라서, 일본군‘ 안부’ 문

40) 이에 한 국제법 인 분석은 조시 , ｢일본군‘ 안부’ 문제와 한ㆍ일 청구권 정에서의 

재 차｣, 민주법학 48(2012) 참조.

41) 헌법재 소 2011.8.30 선고 2008헌마6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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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로 해결된 후에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한 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그 다음에는 징병․징용 피해자 문제에 한 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 외 인 해석  실시’에 한 것이 아니라 ‘본

질 인 해석  실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 안부’ 문제의 재에 의

한 해결은 ‘終點’이 아니라 ‘始點’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65년 체제’에 기 한 

이러한 결과는, 애꿎게도 ‘1965년 체제’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재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재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일본군‘ 안부’ 문제의 ‘분쟁화’를 극

력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의 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청구권 정｣ 제3조의 제2항  제3항에

서는 매우 상세한 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어느 한 쪽 정부가 응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양국 정부가 조하지 않으면 재

원회의 구성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 의해 ｢청구권 정｣이라는 조약이 반된 상태

가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것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청구

권 정｣을 기하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1965년 체제’는 수명을 다하게 된

다. 만일 한국 정부가 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권 정｣의 심각한 

반 상태가 이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역시 ‘1965년 체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가 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재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외교 인 부담을 우려한 한국 정부가, 결국 재를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헌재 결정을 거슬러 기본권 침해의 헌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되

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본군‘ 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 든 이 경우에도 ‘한일 양국간의 해석상의 분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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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이 ｢청구권 정｣이 정한 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

문에, ｢청구권 정｣ 나아가 ‘1965년 체제’의 의미는 상실되게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42) 

이와 같이, 헌재 결정에 의해 활성화를 요구받고 있는 ｢청구권 정｣ 제3조의 

재 차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개되든지, 1965년에 한일 양국이 묻어둔 

본질 인 문제들을 풀어헤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1965년 체제’의 

수비범 를 넘어선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재 결정에 의해 ‘1965

년 체제’는 붕괴의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2012년 5월 24일 법원 결

2012년 5월 24일의 한국 법원의 결이 ‘1965년 체제’에 가한 타격은 보다 

치명 이다. 그 날 법원은 한일 과거청산에 해 ‘획기 인’ 결을 선고했

다. 일제강 기에 미쯔비시(三菱) 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을 강요

당한 피해자들이 의 회사들을 상 로 각각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결들43)

이 그것이다. 이 결들은 한일 과거청산 반에 한 매우 획기 이고도 역사

으로 주목할 만한 ‘법  결단’을 담고 있다는 에서 특별히 주목되지 않으

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논 을 담고 있는 2009다22549 결을 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기로 한다. 이 결은 일본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결을 받은 미쯔비시 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0년 5월 1일 미쯔비시 공

42) 이론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재로 나아가지 않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분쟁에 이르게 된 경과와 분쟁의 양상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해결의 

가능성은 실 으로는 매우 작지만, 만일 그러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1965년 체제’는 일

단 기를 넘기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군‘ 안부’ 문제

의 해결은 ‘종 ’이 아니라 ‘시 ’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도 원폭피해자 문제, 징용․징병 피

해자 문제 등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추가 인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

며, 따라서 ‘1965년 체제’의 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3) 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결; 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결.



10 4    法史學硏究 第47號

업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 부산의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결이다.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결44)을 

내렸다. 2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일본국 재 소의 종  소송 확정 결”의 

기 력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45)을 내렸다. 

한일 과거청산과 련하여 이 법원 결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청구권

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지배 책임 일반’이 해결되

지 않았다고 선언한 부분이다. 즉, 결은, 우선 “청구권 정은 일본의 식민지

배 배상을 청구하기 한 상이 아니라 샌 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 ․민사  채권․채무 계를 정치  합의에 의하여 해결

하기 한 것으로서, 청구권 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한민국 정부에 

지 한 경제 력자 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  가 계가 있

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하고, 나아가 “청구권 정의 상과정에서 일본 정

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  배상을 원

천 으로 부인하 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

격에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이 청구권 정의 용 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결론

으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하여는 청구권 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 음은 물론이고, 한민국의 외교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

하 다고 이 상당하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분명 한국 정부의 2005년 결정도 뛰어넘은 것이다. 에서 살펴본 것

처럼, 2005년 결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법  책임이 남아있”다고 규

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군 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 다. 강제동원에 해서는 “‘고통받은 역사  피해사

실’에 근거하여 정치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 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44)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결.

45) 부산고등법원 2009.2.3 선고 2007나428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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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자 산정에 반 되었다”, “무상 3억불은…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

격의 자  등이 포 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46) 

오히려 소극 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었다. 그에 해 

결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는 물론이고 “식민지배

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나아가 그

에 한 “ 한민국의 외교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 다”라고 밝혔다. 이러

한 ‘확산’이 가지는 의미는 심 하다. 그것은 곧 ‘식민지지배 책임 일반에 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그에 한 외교보호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

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법원 결이 일제 강 의 불법성과 그것을 제로 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면 으로 확인했다는 이다. 그 확인은, 일본 재 소의 

결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의 이유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즉 결은, “일본

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한 식민지배가 합법 이라는 규

범  인식을 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 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들 한국민

은 기미삼일운동으로 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

는 ‘ 행법령은 이 헌법에 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규정하 ”

고, “ 한 행헌법도 그 문에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민

은 3․1운동으로 건립된 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

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 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 인 에서 불법 인 강 (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 인 지배로 인한 법률 계  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 결 이유는 일제

46) 국무조정실,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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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

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 이유가 담긴 일본 결을 그

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에 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선언했다. 결의 이 부분은, 일본 재 소 결

의 승인 여부를 훨씬 뛰어넘는 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일제강 기와 

복 이후의 법  단 을 명확하게 선언한 획기 인 단이다. 

란만장한 근 사의 굴곡 속에서, 일제강 기의 법령은 미군정기를 거치

면서도 부분 연속되었고,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 그러했다. 1948

년 헌법 제100조47)가 분명히 “ 행법령은 이 헌법에 되지 아니하는 한 효

력을 가진다”라고 선언하여, 한민국 헌법에 되는 일체의 일제강 기 법

령과 미군정기 법령의 효력이 부정되게 되어 있었지만, 분단과 내  등 엄혹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것은 그 과거 법령들의 효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역이용된 것이 역사  실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애매한 과거청산을 정당화

하는 ‘법  핑계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 결과 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제강

기는 ‘선언 인 단 ’과 ‘법 ․ 실 인 연속’의 괴리 속에 애매하게 자리매

김되어 왔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결은 바로 그 애매성의 고리를 잘랐다. “일제강 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 인 에서 불법 인 강 (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 인 지배로 인한 법률 계  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 인 강 ”임을 법 으로 확인했다.48) 그리고 그 연장선상

에서 “불법 인 지배로 인한 법률 계  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

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강 기 동안 일제가 만든 

47) 1948년 헌법 제100조에 한 분석은, 김창록, ｢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법학연구(부산 ) 39-1(1998) 참조. 다만, 의   III-4 부분은 잘못된 

기술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48) 이에 해서는 김창록, ｢제령에 한 연구｣, 법사학연구 26(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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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그 법령에 근거한 일체의 법률 계는 “ 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한 모두 무효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 다면 일제가 그 법령에 따

라 독립지사를 체포, 감 , 처벌한 것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한반도의 인민을 

징용, 징병으로 끌고 간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인민에게 피해를 가한 일체의 

행 는 모두 불법행 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법원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인 강 ”이며 “식

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청구권은 ｢청구권 정｣에도 불구하고 소멸

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이 선언은 한민국의 모든 국가기 을 구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언이 ‘1965년 체제’에 기  일본 정부의 주장  

그것을 수용한 일본 재 소의 결49)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제 ‘1965년 체제’는 ‘법 ’으로 붕괴 직 의 상태에 이르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V. 맺음말－새로운 법  구조의 구축에 나설 때이다.

2013년 2월 재,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라는 청산해야 할 과거

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1965년 체제’는 더 이상 법  구조로서

의 의미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1965년 체제’의 출발선상의 불안정성과 

1990년  이후의 균열은 한일간에 해결해야 할 본질 인 문제에 한 것이다. 

그것은 애당  ‘1965년 체제’를 제로 하여 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으

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2011년의 헌재 결정과 2012년의 법

원 결은 그 불안정성과 균열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확정지음으로

써, ‘1965년 체제’를 붕괴 직 의 상태에 직면하게 만들어놓았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역사  개는 ‘식민지지배 채임’에 한 민감도 확산

49) 이에 해서는 김창록, ｢일본에서의 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심으로｣, 

법사학연구 35(2007), 362~3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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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이기도 했다. 식민지 종주국들이 여 히 국제질서와 국제법을 지배하고 

있었던 1965년에는 ‘식민지지배 책임’은 실 으로도 법 으로도 설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1965년 체제’에서 ‘식민지지배 책임’은 배제되었다. 냉 이 종

식된 이후 그 질서가 흔들리게 된 1990년  이르러 비로소 ‘식민지지배 책임’

은 조 씩 발언권을 얻게 되었다.50) 그래서 ‘1965년 체제’에 균열이 생기게 되

었다. 뒤를 이은 한국의 헌재 결정과 법원 결은 그 과정을 선도 으로 이

끌었던 한국인 피해자들의 지난한 노력에 한 화답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난 2012년 12월 26일 일본에서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

화｣를 수정하겠다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오(安倍晋三)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

범했다. 아베 내각은 “ 문가의 지혜”를 모아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한 ｢아베 

담화｣를 2015년 8월에 내놓겠다는 일정까지 밝혔다.51) 아베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므로, ｢아베 담화｣가 발표될 것인지 발표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95년 이 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정

치  움직임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이 ‘1965년 체제’가 걸어온 역사  흐름을 거스르는 것

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1995년에 생겨난 일본으로부터의 균열을 억지로 

메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그 반 의 

방향으로 매우 많이 나아가 있다. ｢아베 담화｣의 시도가 일본으로부터의 균열

을 메워 ‘일본의 1965년 체제’를 부활시키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한국의 

1965년 체제’와의 간극을 더욱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본의 아니게도 ‘1965년 체제의 사망선고’가 되게 될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  구조와 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1965

50) 2001년에 남아 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반인종차별 국제회의에 의해 채택된 

더반선언이, 노 제와 식민지주의에 의해 야기된 “엄청난 고통과 참상”을 인정하고 그에 

해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특히 식민지주의와 련해서는 “식민지주의에 의해 야기된 고통

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든 식민지주의는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은(http://www.un.org./WCAR/durban.pdf; 검색일 2013.2.16), 냉  종식 이후의 그러한 흐름

을 응축 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51) ｢아베 ‘새 담화 2015년 종  70주년에 발표’｣, 연합뉴스(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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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 으로 선언하고, ‘식민지지배’를 

면 으로 청산하는 새로운 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1965년 체

제’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그 에서 주목되고 비되어야 할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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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Structure of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52)

Kim, Chang-rok*

In 1965, a legal structure of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built, based o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hereinafter “the Agreement”), 

which were concluded after a 14-year long negotiation. But, despit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the validity of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Agreement,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how the claims had been 

settled. ‘The 1965 System’ made an unstable start, because of these ambiguities, which 

stemmed from the conflict of view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The 1965 System’, which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maintained unchallenged 

during the Cold War years. However, after the cessation of the Cold War, Korean 

victims’ fierce struggle for th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caused cracks in ‘the 

1965 System’.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urayama Statement’ in 1995, ‘1965 

System’ cracked from the Japanese side.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remain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crack in ‘the 1965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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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w all the more serious, because the declaration made the gap between Korea and 

Japan widen.

At present, hit by the epoch-making judg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1965 System’ is on the verge of collapse.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fact that there was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declar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so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Agreement. In 2012,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claims deriving from “the unlawful act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lonial rule” were not extinguished. It is obvious that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1965 System’ became dramatic by these declarations. 

It is clear where we should aim. We should declare officially that ‘the 1965 System’ 

have had its day, and establish a new legal structure which can totally liquidate the 

colonial rule. The year 2015, which will b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5 System’,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legal structure. 

[Key Words]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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