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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문서인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른 해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 책은 한일협정 관련 일본 공문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문서뿐 아
니라 국회 의사록, 언론 보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을
폭넓게 분석한 점도 이 책의 특징입니다.
약 6만 장의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독도관련 문서들만 찾아내 체계
적으로 분류하고 목록 작업을 하는 데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국민대학교 일

2015년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일

본학연구소 선생님들과 원고를 집필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협정’의 협상과정과 협정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

다. 아울러 책을 출판하는 데 수고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분께도 감

해자 보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지금도 계속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 및 미래의 한일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3년 11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일회담 관련 일본 외교문서를 수집・정리・해제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했습
니다. 그 성과물을 2010년 선인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韓日會談 日本外交文

書 103권』으로 발간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인식 및 정

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책과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만을 선별하여 별도
의 자료집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를 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외교문
서를 중심으로 독도 관련 일본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 결과보고서 「한일회
담 시기 독도관련 외교문서 분석 연구」를 다듬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년 4월 발간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
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
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이 한일협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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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다. 이 작업을 통해 이미 2005년에 전격 공개된 한국 정부의 외교문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정부 내부의 상세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미일 양국의
정책조율 과정 등 한일회담 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정책 수립 과정과 집
행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양국 외교문서의 대조와 비교를 통한 본 작업이 한일외교사
의 본격적인 학술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연
구의 최종 목적은 단지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있지 않고, 한일 양국 외교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동북아역사재단 독

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한일 외교사에 대한 학문적 수준을 제고

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일본 공문서 연구사업(일본 측 한일회담 외교문서의

함과 더불어 실천적인 의미에서 오늘의 대일정책이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수집, 해제 및 학술 연구)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2007년 이후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공개된, 6만여 장에 이르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정부 외교문서

이 책은 본 연구소가 수행한 4년간의 연구 프로젝트 중 제2년차에 집중

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자료집 및 해제집을 작성, 출판하고 더 나아

적으로 진행한 <한일회담 시기 독도 관련 외교문서에 대한 분류와 해제 및

가 일본 공문서에서 한일 기본관계, 청구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어업 문

연구>의 성과로 제출된 글들을 가필하고 다듬은 것이다. 이 책의 출간에 앞

제 등 한일회담 주요 쟁점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학술적으로 분석, 검토하

서 제1년차의 작업으로 진행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공문서의 체계적인

는 데 있다.

집대성 결과물은 2010년 5월 동북아역사재단과의 공편 형식으로 『韓日會

한일 과거사 문제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한일회담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談 日本外交文書 103권』으로 선인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바 있다. 이어서 제

상기하면 한일회담에 대한 심층 검토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시

2년차의 성과 중 일부인 <한일회담 시기 독도 관련 일본 외교문서의 정리 및

급하고도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오늘날 한일 간의 독도문제, 과거사 마찰

해제>분에 대해서는 『韓日會談 日本外交文書 103권』과는 별도로 2011년에

양상을 볼 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도

동북아역사재단과 공편으로 『1952~1969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1~6

한일회담 시기의 외교문서 군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정리와 이에 대한 심층

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총 6권 중 제1권부터 제5권까지는 독도관

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야말로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와 같

련 일본 공문서의 원문을 수록하였고, 제6권은 각 문서들에 대해서 한국어

은 한일관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 금후의 대일 외

로 학술적인 해제를 달아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이 여섯 권의 자료

교 방향성과 기본 입장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및 해제집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년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대한 정리,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기본적으로 한일회담 시기 일본 공문서에 대한

분석 작업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

심층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쓰인 것이다. 각 글의 집필 담당자 및 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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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서론은 이원덕의 「한일회담 시기 일본의 독도정책 전개 : 일본의 독

한일 간 독도 마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5장은 최희식이 집필한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공문」 교섭과

도 관련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를 수록하였다. 이 글은 본 연구팀이 연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희식은 이 글에서 한일회담의 막

구 성과로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압축, 정리한 것으로 한일회담

바지 단계에서 한일 양국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내용과 형식에

시기를 통해 일본의 독도정책이 각 국면 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을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 밝혀내는 한편, 결과적으로

토한 것이다.

교환공문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명문상의 분쟁

제2장과 제3장은 역사적 배경을 다룬 것으로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독

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된 과정 및 의미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다.

도 문제가 어떠한 역사적 경위를 거쳐 논의되어 왔는지 그 전사를 검토, 분

마지막으로 제6장과 제7장에서는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석한 글이다. 제2장 전상숙의 글은 「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일본의 국내정치 및 사회에서는 각각 이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았

본 한・일 독도 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로 이 글은 일제 강점 시기까

으며 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의 문제를 따져보는 글 두 편을 수록했

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한국 인식을 따지는 한편, 이러한 인식이 해방 후

다. 정미애는 제6장 「한・일회담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변화 :

강화조약과 독도 문제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역사성이라는 각도에서 검토

일본 국회회의록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일본 외무성에 대한 최대 압력단

하고 있다. 제3장에는 장박진의 글 「대일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 정부

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독도 관련 발언의 빈도 분석을 통해 관심의

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 ‘고유영토 다케시마(독도)’ 영유 의사의 검증」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각 정권별로 독도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면

수록하였다. 장박진은 이 글에서 강화조약의 형성 시기에 일본 정부가 독도

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어서 박선영은 제7장 「한일회담기 한국 언론과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에 대한 영유권 획득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통

문제 : 1961~1965년 일본외교문서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당시 한

해 어떻게 집요하게 노력했는지를 새로 발굴한 1차 외교사료에 대한 치밀한

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논단이었던 『사상계』에 수록된 독도 관련 글의 분석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제4장과 제5장은 한일회담 시기 독도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대립양상 및 전개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가 각각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그 밖의 주요지에서는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윤수가 집필한 「한일회담과 독도 :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어서 이 책의 부록에는 한일회담 시기 양국 정부가 각각 작성하여 상대

를 수록했다. 조윤수는 한일회담 시기인 1950~1960년대에 독도 문제가 한

방 국가에게 수교한 ‘독도에 관한 자국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대표적인 공문

일 간에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

서를 수록하였다. 양국 정부는 한일회담의 진행과정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장 및 역할이 어떻게 개진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조윤수의 분석이

자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외교공문 형식을 빌려 몇 차례에 걸쳐서 주고받았는

보여주듯이 강화조약의 작성 과정과 이후 애매한 입장 표명을 통해 미국이

데, 그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공문서를 선별하여 그 원문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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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서 중 1952~1954년까지의 문서는 1955년 한국외무부 정무국에
서 발간한 『독도문제개론』(이는 2012년 다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에 의해 개정발
간되었음)이라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원용하였고, 나머지 문서는 근년 공

개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에서 발췌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아래의 표
는 부록에 수록된 공문서의 일시와 제목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는 당시 한일 양국의 독도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 및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1차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953. 7. 13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일본 측 제1회)

1953. 9. 9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한국 측 제1회)

1954. 2. 10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일본 측 제2회)

1954. 9. 25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한국 측 제2회)

1956. 9. 20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일본 측 제3회)

1959. 1. 7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한국 측 제3회)

1962. 7. 13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일본 측 제4회)

1965. 12. 17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한국 측 제4회)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교환각서

1954. 9. 25

일본 측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견해

1954. 10. 28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견해에 대한 한국 측 답변

2013년 필자를 대표하여

이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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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한일회담 시기
일본의 독도정책 전개

I. 일본 독도정책의 시기별 구분

-일본의 독도 관련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 측 한일회담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독도 관
련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1950년대로서 한국 측의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 분쟁화를 맞아

이원덕 | 국민대학교1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구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이하 ICJ) 제소를 해결방식으로 내세운 시기다.
둘째는 청구권 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측에서 나온 제3국 조정안이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자 그에 대해 일본 측이 대응을 모색했던
1962~1963년 무렵까지의 시기다.
셋째, 한일회담이 최종적인 타결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독도 문제 해결
규정을 교환공문으로 공식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다.
이 글에서는 일본 측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위 세 시기
에 걸친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관해 고찰한다.1

I . 일본 독도정책의 시기별 구분
II . 제1단계: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구
III. 제2단계: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일본의 대응
IV. 제3단계:「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과정과 일본 측의 양보

1

이 글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이 발주하는 일본 공문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책임자인 이원덕이 동
북아역사재단의 요청을 받아 단행본 편집의 취지 및 분량을 고려하여 보고서 첨삭
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1950년대 부분은 장박진 박사가,
1960년대 부분은 최희식 박사가 중심이 되어 집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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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1단계 :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구

쟁에 독도 문제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본 측은 유엔에 문제를 상정하기 전에 미국 측의 협력을 얻어 독도 문
제를 해결할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권위는
있으나 국제분쟁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유엔

일본 측 외교문서에 처음으로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1952년
2월 1일자 문서다. 동 문서는 제1차 한일회담 개최를 내다보면서 사전 조율

보다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협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주미 일본대사는 본국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한국전쟁 휴전에 따른 ‘클라

을 위해 한일 실무자 간 토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2
일본 측은 예상치 못했던 한국 측 평화선 선포에 따른 독도 영유화 움직

크라인’ 철폐(방위수역 철폐) 문제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했음을 전하고 있

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당초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세

다.4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 협의에서 미국 측 국무성 관계자가 독도를 일

우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엔에서 한일대표 간에 열린 교섭내용을

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 한국 측도 자신의 주장이 무리임을 파

1953년 3월 11일자로 일본 본국에 보고한 일본 측 문서에는 ‘일본 측이 한

악하고 있다는 견해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또 평화조약 관련 문제로

일 간 분쟁을 유엔에 부칠 것이라는 신문 보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

미국 측에 독도 문제에 관한 태도 표명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측도 그에 응

다.3 이 보고에는 그것이 독도에 관한 안건임을 가리키는 기술은 없다. 그러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5

나 1953년 당시 평화선에 따른 어업 분쟁과 관련해서 독도 문제가 이미 분

동 문서에는 약 두 줄 가량의 먹칠 부분이 있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쟁 현안으로 표면화되고 있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일본 측이 한일 간 분

것은 불가능하나, 다음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953년 여름
쯤까지 미국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기본적으로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입

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일본 측이 유엔이나 ICJ 같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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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조사・분석」 자료 중 ‘독도’ 관련자
료』(이하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396, 1952. 2. 1, 「김 공사와의 회담 요지」,
5쪽：『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조사・분석』(이하 『일본 측 외교
문서』) I-10. 인용문서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의 문서명은 제1차 프로젝트
에서 독도 관련 문서를 별도로 제본해놓았던 전 6권 중의 해당 권수를 뜻한다. 문서
번호는 일본 측이 문서 공개 시 붙인 것을 그대로 지칭하며, 날짜는 해당 문서의 작
성 날짜를 가리킨다. 제목명은 같은 문서 번호에 들어가 있는 문서 중 본 연구팀이
나누어 정리한 각 소주제를 의미한다. 쪽수는 소주제 문서의 쪽수다. 그리고 마지
막의 문서명은 제1차 프로젝트에서 일본 측 한일회담 관련 전체 외교문서를 정리한
자료집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조사・분석』(총 101권) 중의
해당 권수를 뜻한다.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3. 11, 「한국유엔 observer의 한일교섭에
대한 소견에 관한 건」, 2쪽：『일본 측 외교문서』 II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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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독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일본 측 전략은
결국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53년

4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7. 31, 「방위수역 철폐에 관한 건」, 2쪽：
『일본 측 외교문서』 II - 4

5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8. 10, 「방위수역 철폐에 관한 건」, 1~2
쪽：『일본 측 외교문서』 II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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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주유엔 일본대사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일 실무자 회담 내용을

건의하였다. 미국의 영향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첫 번째 해결방안에 이어 유

본국에 보고하였다. 그 가운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

엔 상정을 통한 한국 압박이라는 일본 측의 두 번째 해결방안 역시 미국을

자세를 거론하면서 독도 문제에 관한 외교 교섭을 빈번하게 전개하는 것은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

오히려 한국 측의 악선전에 휘말려들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측의

라 철회하게 되었다.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6

1953년 10월 한일회담은 이른바 구보타 발언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결

이후 일본 측은 미국에 대한 협조요청보다는 독도 문제를 유엔 상정 혹

렬되어 장기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그 탓인지 일본 측 공식 문서에 독도 관

은 ICJ 제소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갔다. 이러한

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년여 지난 1954년 12월이었다. 그

전략 변화는 미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인지한 후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간 일본 측은 1954년 9월 25일 한일회담과 별도로 구상서를 통해서 ICJ 방

여기서 일본이 추구한 대안은 유엔 상정을 통한 대한 압박 전략이었다.

식에 의한 해결을 정식으로 한국 측에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1954년

1953년 10월 24일 일본 정부는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을 유엔에 제

12월 20일자의 내부문서를 통해 당분간의 방침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일본

소할 방침에 따라 주유엔 일본대사에 대해 제소 절차 등에 관한 조사・보고

측은 “독도 문제를 힘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한국 측의 태도가 국제적 지

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유엔을 통한 한일 간 분쟁 해결이

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측의 합리적인 태도가 유리하다” 는 인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엔이 ICJ에서의 해결을 권고하는 것만으

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

로도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였다.7

해 항의는 하되 보복 등의 감정적인 대응은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나 일본 측의 유엔 상정 전략은 또 다시 미국 측의 자제 요청에 의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9

무산되었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일련의 보고서8에서 한일 간 분쟁을 유엔

당시 일본 정부는 법적 절차인 ICJ 제소 방식을 내세움으로써 분쟁을 평

에 상정할 경우 자유진영의 분열을 노리는 소련 등에게 구실을 줘 미・영의

화적으로 공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측 노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약소국들의 반식민지주의라는 국제적 흐름에 비추

어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엔 제소 방침이 부적절함을 본국에

호소함과 더불어 물리적으로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 말에 확립된 ICJ
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일본의 독도정책은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

6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8. 14, 「조선문제 등에 관해 미국 측 차관
보와의 회담 요지」, 1~2쪽：『일본 측 외교문서』 II - 4

7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10. 24, 「한일 분쟁을 유엔에 제소의 건」,
1~2쪽：『일본 측 외교문서』 II - 4

8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10. 27, 「한일 분쟁을 유엔에 제소의 건」,
1~2쪽：『일본 측 외교문서』 II - 4；『‘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690, 1953. 10. 28,
「한일 분쟁 유엔 제소의 건」, 1~2쪽：『일본 측 외교문서』 II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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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은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9

『‘독도’ 관련자료』 1, 문서번호 1070, 1954. 12. 20, 「대한 관계 당분간의 대처 방침
(안)」, 11~18쪽：『일본 측 외교문서』 III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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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2단계 :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일본의 대응

기 위한 내부 방침을 3월 7일자로 작성하였다. 동 방침에서는 독도에 관한
방침의 다음 페이지부터 두 페이지를 전면 불개시로 한다는 표기가 찍혀 있
다. 혹시 불개시 부분에 독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면 보다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전면 불개시 부분이 독도 관련 방침에 관

일본 측 한일회담 공식 문서에서 1958년 말 쯤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독

한 것인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일단 동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 관련 기술은 1962년에 이르러서 다시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의 ICJ 제소 제안에 한국 측이 응하도록 설득할 방

박정희 정권 출범 후인 1962년은 제1차 경제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한일회담은 청구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했으나 고비를 맞이
하고 있었고, 그 과제는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회담(이하 김종필・

침을 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10

즉 1950년대 미국의 힘으로 인한 해결, 그 후 유엔 상정을 통한 대한 압

박 전략의 좌절 등을 거쳐 정착된 일본의 ICJ 해결 방식은 일단 한일회담의

오히라 회담)을 통해서 일단 결실을 맺었다. 한국 측의 조급한 상황을 고려할

실질적인 진전이 전망되던 1962년에도 당초 일본 측의 공식 방침이었음을

때 일본으로서는 독도 문제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

확인할 수 있다.

다고 할 수 있다. 독도 관련 외교문서가 1962년에 집중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1962년에 나타난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외교문서의 주목 포인트는

3월 12일에 열린 제1차 정치회담 석상에서 일본 측은 독도 문제를 맨 처
음에 제기했다. 고사카 외무대신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
임을 주장하면서도, 한국 측 역시 그것을 주장하는 이상 동 문제를 공정한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나온 한국 측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이

제3자인 ICJ에 제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11 그러나 제1차 정치회담은

다. 일본 측은 김종필이 제안한 제3국 조정안에 대해 일시적으로나마 그 가

청구권 액수를 둘러싼 양국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후

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에는 먹칠이

한일회담은 실무자 회담을 거쳐 1962년 가을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통해서

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숨기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독도 문제에 관한 일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1차 정치회담 후에 독도에

본 측 제2단계 움직임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움직임을

관한 일본 측 공식 문서 역시 동 가을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살피고자 한다.

박정희 정권 수립 후 일본 측과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이 추구하

일본 외무성은 11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앞두고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발언할 요지를 11월 6일자로 작성하였다.

던 고위급 정치인 간의 회담 무대가 1962년 봄 실현되었다. 1962년 3월 최
덕신 외무부 장관과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郞] 외무대신 간에 열린 제1차
정치회담이 그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3월 12일부터 예정된 제1차 정치회담을 앞두고 그에 임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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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718, 1962. 3. 7, 「한일 정치절충에 임할 일본 측의 기

본방침」, 6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14
11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719, 1962. 3. 12, 「한일 정치절충 제1회 회담기록」,

1~13쪽(타자된 문서)：『일본 측 외교문서』 VI -14

한일회담 시기 일본의 독도정책 전개

23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 제2차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한 액수, 구성, 금

리 등의 제공 조건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은 일본
측이 청구권 문제에 관해 한국 측에 접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회담

안을 내놓았다. 이에 관해 일본 측 기록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동 제안은
예비교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이다.14

또 일본 측 문서에는 기술이 없으나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관한

인 만큼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이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었음은 분명

한국 측 기록에는 김종필 부장의 제3국 조정안에 대해 오히라 마사요시 외

해 보인다.

상이 제3국을 미국으로 상정하면 그 조정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한 발

독도 문제에 관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의 발언 요지는 국교정상화시 양

국의 체면을 세우는 효과도 있으므로 일본 측 방침인 ICJ 해결 방식에 대해
한국 측이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만 제소 및 응소는 국교정상

언 기록이 나온다.15
즉 일본 측 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예비교섭에서의 검토, 또 한국 측 기록

에서 확인 가능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의 검토 발언을 고려하면 청구권 교

화 후가 된다고 표기하고 있다. 동 문서는 방침 후의 약 반 페이지가량이 먹

섭의 최대 고비였던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독도 문제 해결에 관해

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국 측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그나마 처음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나온 해결 방안을 맞이해 일본 측은 일

완전히 풀 수 있다.12 그것은 ICJ 제소의 경우도 시간적으로는 약 2년 정도
걸리므로 양국 국민 감정상 문제 없다는 내용에 불과했다.13
위와 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왜 먹칠되었는지에 관한 경위는

불명이다. 어찌됐든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중요한 고비이던 제2차 김종필・
오히라 회담 자리에서도 ICJ 방식은 제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간

단 그것을 정식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 측 문서를 검토하면 그 후 일본은 제3국 조정안 등 ICJ 이외의 해결 방
안 검토 사실을 표면화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 후 일본 외무성은 정확한 작성 날짜 표기가

없으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에 대한 보고 자료로서 동 제2차 김종

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회담 타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필・오히라 회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동 보고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

측에 ICJ 해결 방식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성되어 있으며, 전면 먹칠되어 있는 다섯 번째 항목을 빼고는 독도 관련 기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일본 측의 의도는 먹히지 않

술이 없다. 그러나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은 독도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한국 측에서 제3국 조정안이라는 제안이 나온 회담이었던 만큼, 그 내용을

았다. 동 회담에서 김종필 부장은 일본 측의 주장인 ICJ 해결 방식은 승패

수상에 대한 보고 자료로서 정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먹

가 명확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주지의 제3국 조정

칠된 다섯 번째 항목은 독도 관련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16 혹시 이 추측이

12 위의 문서, 179쪽

14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1826, 1962. 11. 12, 「제2차 오히라 대신・김종필 중

13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1826, 1962. 11. 6, 「11월 12일의 오히라 대신・김 부

장 제2회 회담에서의 오히라 대신의 발언 요지」, 8~9쪽(타자된 문서)：『일본 측 외
교문서』 V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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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보부장 제2회 회담 기록」, 3~4쪽(타자 문서)：『일본 측 외교문서』 VI -22
15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 165~166쪽
16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1340, 작성 날짜 불명, 「한일회담」, 2쪽：『일본 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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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면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새롭게 나온 독도에 관한 중요한 논
점이 제3국 조정안이었던 만큼 먹칠 부분의 내용은 김종필 부장의 제3국

막에 나오는 이케다 하야토 수상의 재가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다.19
동 문서는 일본 측 내부문서이므로 한국 측 기록과의 대조를 통한 정확

조정안 제안과 그에 대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의 검토 발언에 관한 내용일

한 내용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동 문서가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의 내

개연성이 아주 높다.

용 보고라는 것과 위 11월 16일 예비교섭에서 일본 측이 제3국 조정안은 이

또 이 추측은 이후의 문서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도 한층 더 뒷받침된다.

케다 하야토 수상의 재가 후에 가능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한다

한 예비교섭에서 검토라는 대응은 11월 16일 제15회 예비교섭에서 실제 논

언급한 제3국 조정안에 대한 검토 사실에 관한 것일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 6항목 중 제6항으로 정리된 일본 측 독도 문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의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 기록에도 나오는 제3국 조정안에 대

면 먹칠되어 있는 부분은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에 관한 예비교섭 개요 가운데 공개되어 있는 내용은 ICJ 제소에 관한 것뿐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일본 측의 이러한 자세는 다음 12월의 문서에서 한

이다.17 동 문서에는 약 한 줄 정도의 먹칠 이외에 다음 페이지도 비공개로

층 분명해진다. 일본 외무성은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 방한

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동 회의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

시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郞] 아시아 국장이 일본 측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나 동 회의에 관한 한국 측 공식 문서를 확인하면18 일본 측이 제2차 김종

한국 측에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12월 12일자로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독

필・오히라 회담에서 나온 제3국 조정안에 관해 이케다 하야토 수상의 재가

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조정안이라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동 방법으로

후에 검토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기록이 나온다. 그러므로 위의 일본 측 문

는 시간적으로 해결 전망이 서지 않는 것을 이유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제

서상의 비공개 부분에는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일본 측 대응에 관한 기술이

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인 ICJ 방식이 그대로 공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먹칠로 숨겨져 있다.20

또한 11월 26일자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의 이케다 하야토 수상에 대

그러나 동 문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 수교된 것인 만큼 한국 측

한 설명 자료로 만들어진 문서에서도 일본 측의 그러한 의도를 알 수 있다.

공식문서에서 같은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21 일본 측이 숨기려고 한 내용은

문서 가운데 독도 문제는 제6항에 정리되어 있으나, 기술 대부분이 역시 먹

“국교정상화 후 예컨대 1년간 일한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

칠되어 있다. 일부 공개되고 있는 내용은 ICJ 제소라는 일본 측 입장과 마지

에 부치며, 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라는 구절이었다. 이 구절은
19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1340, 1962. 11. 26, 「한일회담의 각 안건에 관한 최

교문서』 VI -22
17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1340, 작성 날짜 불명, 「한일 예비교섭 제15회(11.

16)개요」, 2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22
18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1~65차, 1962. 8. 21~1964. 2.

6』, 전 5권(vol. 2, 4~21차, 1962. 9. 3~12. 26),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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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경위」, 3~4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22
20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523, 1962. 12. 10, 「무제」, 9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23
21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1~65차, 1962. 8. 21~1964. 2.

6』, 전 5권(vol. 2, 4~21차, 1962. 9. 3~12. 26),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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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의 제21회 예비교섭을 위해 일본 측이 준비한 발언 요지 속에서

1963년 1월 11일 실무자 간에 가진 다음 제22회 예비교섭에서 그러한 일

도 확인할 수 있다. 동 발언 요지에서도 일본 측은 ICJ 제소 부분만을 공개

본 측 인식과 속사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동 회의에서는 우선 당시 오노

하고 관련 일부를 먹칠하고 있다.22 그러나 한국 측 문서23에서 확인할 수 있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가 내세우던 독도 한일 공유론이 일본 측 공식 입장

는 해당 부분은 바로 “1년간 일한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이 아니라는 발언이 나왔으며, 그 다음 부분 중 이하 세 군데가 먹칠되어 있

회부하고, 이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이라는 구절이었다.

다.25

이와 같이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측 대응의 제2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

1962년 무렵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은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통해

가) 독도 공유론 부정 뒤의 약 세 줄

터져 나온 제3국 조정안을 일단 한일 간에 공식화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이

나) ICJ 해결 주장 앞부분에서 약 한 줄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단

다) 한국 측의 ICJ 거부 이유를 추측한 부분에서 약 일곱 줄

계에 관한 문서 분석 결과로 주목되는 것은 일본 측은 독도 문제 해결의 중
요성에 대한 당시 일본 측 속셈을 현재 밝히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한편 12월 25일의 제21회 예비교섭에서 일본 측은 ICJ 방식을 통한 해결

일본 측 기록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동 회의에 관한 한국 측 기록을
보면26 한국 측 기록에는 보이나 일본 측 기록에는 없는 내용과 기타 토의의

합의의 필요성을 국회 승인 문제와 연결시켰다. 동 문서는 회의기록 중 국회

흐름을 감안해서 먹칠 부분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 다섯 줄 정도가 먹칠되어 있으나24 한

은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국 측 회의록에서는 아예 독도 관련 기술이 없어 한국 측 문서를 통해 먹칠

첫째, 가) 부분은 일본 측 수석대표의 발언으로 독도 문제는 국교정상화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먹칠 부분이 독도

후에 천천히 해결해도 된다는 등의 발언, 즉 일본 측에 독도 문제는 그렇게

해결의 필요성을 국회 승인과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면서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시인하는 관련 발언 부분, 둘째, 나) 부분은 일본 측

음 회의 기록 내용을 검토하면, 먹칠 부분은 독도 문제 해결 필요성에 관한

대표가 독도 문제의 해결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그 이유로 야

일본 측 속사정을 드러낸 부분으로 추측된다.

당 등의 반대가 심하다고 발언한 부분, 즉 위 제21회 예비회의의 내용과 같
이 독도 문제 해결 방식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야당 등 국회 사정에 있다

22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652, 1962. 12. 25, 「한일예비교섭 제21회 회합기록」

는 인식을 드러낸 부분, 셋째, 다)에 관해서는 일본 측이 한국 측 제소의 형

별첨 3, 「12월 26일의 한일예비교섭 제21회 회합에서의 일본 측의 발언요지」, 8쪽：
『일본 측 외교문서』 VI -24
23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1~65차, 1962. 8. 21~1964. 2.

6』, 전 5권(vol. 2, 4~21차, 1962. 9. 3~12. 26), 441쪽
24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652, 1962. 12. 25, 「한일예비교섭 제21회 회합기록」,

7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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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652, 1963. 1. 11, 「한일예비교섭 제21회 회합기록」,

4~6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24
26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1~65차, 1962. 8. 21~1964. 2.

6』, 전 5권(vol. 3, 22~33차, 1963. 1. 11~3. 28), 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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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도 좋고 제3국 조정안이라도 좋으나 결과에 대한 복종의 확약이 필요

속에도 나와 있다. 예컨대 1963년 2월 12일 제43회 국회에서 오히라 마사

하다고 발언한 부분, 즉 해결 방식 자체의 내용보다 해결 방식을 정하는 것

요시 외상은 ICJ 해결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최소한 해결방식만

자체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부분들이 각각 먹칠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은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답변하며 은근히 ICJ 방침이 절

크다.

대적 방식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29

또 위의 회의에 이어 1963년 1월 23일에 개최된 제23회 예비교섭에서 한

이상 1962~1963년 무렵 작성된 일본 측 문서를 통해 앞서 제2단계로 정

국 측은 일본 측에 수교한 ‘한국 측 발언요지’에서 한국 측 제3국 조정안은

의한 일본 측 독도 문제에 관한 대응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본 측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대

첫째, 일본 측은 1962년 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던 한국 측

답했다.27 동 문서에는 한국 측 답변에 대한 일본 측 대응 기록이 없어 일본

사정을 이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ICJ 제소 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를 한국 측

측 발언 등을 통한 입증은 하지 못하나, 한국 측이 제3국 조정안을 ‘일본 측

에 본격적으로 요구하려고 했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은 일본 측에 당시 ICJ 방식 자체가 최우선의 방안이 아니라 독도 문제 해
결을 위한 방식에 대한 합의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국 측에 전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당시 일본 측에게 중요한 것은 ICJ 방식의 결
정보다 한일회담 반대론 등 국내 사정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점은 7월 1일에 열린 최규하 대사와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과의 회
담에서도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의 ICJ 방식 반대의 이유
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본 측으로서 대체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함
을 밝히고 있다.28

둘째, 그러나 ICJ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1962년 11월의 제2차 김종

필・오히라 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나온 제3국 조정안 등을 일단 검토하

려고 한 흔적이 있다.

셋째, 일본 측이 동 시기 독도 문제 해결 방식을 정하려고 한 이유는 실
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 국회 등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내 대책 측면이 강하며, 그를 위해서는 사실상 해결 방식 자체보다
해결 방식에 대한 한국 측 합의를 중요시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그럼에도 문서상 ICJ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 검토 등의 사실관계나
일본 측이 당시 독도 문제를 거론한 사유가 독도 문제의 해결 자체보다 국

이 발언 역시 일본 측에 ICJ 방식을 고집하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중

내 사정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먹칠 등으로 비공개로

요한 하나의 자료적 근거임은 틀림없다. 또 이런 방침은 일본 측 국회 토의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현재 일본 측은 그 부분의 공개가 스스로에게 불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27 『‘독도’ 관련자료』 2, 문서번호 652, 1963. 1. 23, 「한일예비교섭 제23회 회합기록」

별첨, 「1월 23일의 한일예비교섭 제23회 회합에서 한국 측에서 제출」, 6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24
28 『‘독도’ 관련자료』 3, 문서번호 1728, 1963. 7. 1, 「우시로쿠 아시아국장・최규하대사

회담 요지」, 8~9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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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책적 함의로서는 특히 일본 측이 왜 ICJ 이외의 방법에 대한

29 『 ‘독도’ 관련자료』 5, 문서번호 132, 1969. 9,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 국회논의

IV(일한문제의 논의요지 3)」, 제43국회에서의 오히라 외무대신 답변, 46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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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하는가가 주목된다. 다만 안타깝게도 일본 측

식이 현재에도 자기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과거 ICJ 이외의 해결방법을

문서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문서가 없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추측한다면 다

검토하려고 한 사실관계를 숨기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음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으로 집약될 것이다.

일본 측 문서에는 1964년 4월 무렵 또 하나의 독도 문제에 관한 검토가

하나는 한국 측이 제시한 제3국 조정안은 해결 방법으로서의 실효성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그것은 기본관계조약 작성 관련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제3국 조정은 해결까지 시간적인 제한의 전

서 독도 문제는 독립된 협정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체결되지 않을

례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한 구속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 또

경우는 기본관계조약에 관련된 규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었다.32

한 현재 한일 양국이 가진 국력을 고려할 때 조정 역할을 해줄 제3국이 나

과거 1958년 무렵 독도 문제를 기본관계조약과 별도로 해결할 것을 생각했

타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또 당시 한국 측 공식 문서를 통해

던 일본 측이 1964년 시점에는 독도 문제를 기본관계조약의 한 조항으로서

서 밝힐 수 있는 바와 같이30 한국 측의 제3국 조정안은 사실상 현상유지를
꾀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영유권을 기존사실화하려는 것이었다. 즉 당시
한국 정부는 제3국 조정에 맡길 의도가 없었다. 일본 측 역시 그 의도를 몰

규정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측은 해결안 동의에 관한 한
국 측의 소극적 자세에 대응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마땅한 전략이 없자 그
입장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랐을 리가 없으며, 따라서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 기구인
ICJ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과거 ICJ 이외의 방법
을 검토하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ICJ 방식이 실제 일본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
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아무리 ICJ 방식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기 쉬운 방법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를 통한 해결이

IV. 제3단계 :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과정과 일본 측의 양보

일본 측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측 방침으로 내세울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관해 이번에 공개된 일본 측 문서에는 ICJ 방식이 일본 측
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흔적이나 그 근거에 관한 기술은 일절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일찍 국회 토의 과정에서 외무성 조약국장이 ICJ를 통

한일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합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봐도31 일본 측은 ICJ 방
30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1~65차, 1962. 8. 21~1964. 2.

6』, 전 5권(vol. 2, 4~21차, 1962. 9. 3~12. 26), 305쪽
31 『‘독도’ 관련자료』 4, 문서번호 130, 1969. 5,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 국회논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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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일한문제의 논의요지 1)」, 제16국회에서의 시모다 조약국장의 답변, 57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10
32 『‘독도’ 관련자료』 3, 문서번호 1847, 1964. 4. 14, 「일한기본관계문제의 처리 방침

(안)」, 8~9쪽, 『일본 측 외교문서』 VI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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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일본 정부는 ‘한일 현안 일괄타결 시 반드시 독도 처리에 관해서도

의 여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양국 간 분쟁’ 처리절차에서 독도의 현상유지,

명백한 처리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

즉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도록

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형태로 독도 영유

교섭에 임해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권 문제에 여지를 남기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 6월 이

구체적 교섭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1965년 6월 17일에 제1차 시

후 교환공문을 둘러싼 교섭이 실시되었다. 문제는 ‘독도는 한일회담의 의제

안을 제시하였다.34 제1차 시안은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의 이름으로

가 아니며, 국교정상화 이후 논의해도 된다’ 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과 ‘국

5조 10개항에 이르는 장문의 문서였다. 그 특징은 양국 간 분쟁은 평화적

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수하던 일본이 어떠한 이유와 경로를 통해 「분쟁

으로 해결하며, 분쟁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대국이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을 시작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본

중재를 요청하면 60일 이내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탁하며,

외교문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양국 정부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

1964년 4월 14일에 일본 외무성은 「한일 기본관계 문제의 처리방침안」을

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상대국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 세목에 관한 합의를 둘

수락한 30일 이내 각국은 각 1명의 중재위원을 지명하며, 이후 30일 이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별도의 협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결되

에 2인의 중재위원 합의하에 제3국 국민인 제3의 중재위원을 지명하거나

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을 마련

양자가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제3의 중재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다.

했다.33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의 협정’ 혹은 ‘별도의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자 일본은 18일

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일본 외무성은 이 시점을 전후로 국제사법재

제2차 시안을 제시했는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 이름이 바뀌

판소 제소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방식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일

면서 동시에 독도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 외에는 분쟁 처리 절차에 시간적

본은 1964년을 전후로 하는 시점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현실상 불가능

구속과 법적 구속 및 상대국의 중재 요구에 대한 의무적 승낙을 명시하는

하며, ‘다른 형태’로 독도 문제에 대한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음

등 제1차 시안과 거의 같았다.35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일 양국은 한일회담 타결이 임박했던 시기인 1965년

이에 한국 대표단은 18일 “양국 간의 분쟁 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
결할 수 없는 것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6월 이후 교환공문을 둘러싼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 교섭 과정
을 통해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게 하여 향후 분쟁
34 『‘독도’ 관련자료』 6, 문서번호 910, 작성 날짜 불명,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독도 문제)』, 221~224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23
33 『‘독도’ 관련자료』 3, 문서번호 1847, 1964. 4. 14, 「일한기본관계문제의 처리 방침

(안)」, 8쪽；『일본 측 외교문서』 VI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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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도’ 관련자료』 6, 문서번호 910, 작성 날짜 불명,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독도 문제)』, 230~232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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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것”으로 한다는 시안을 제시하며 일본에 대항하였다.36 그러나 한

한국 측 요구인 ‘조정’ 문구를 수락하는 형태로 타협을 보았다.

국 정부는 이 시안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동원 장관이 방일

다음으로 교환공문 교섭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양

하는 6월 20일까지 교섭을 중단시켰다.37 즉 이동원 장관의 진두지휘하에

국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교환공문」에 대한 한국 측 평가

교환 공문 교섭을 타결하려 했던 것이다.

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최종 확정안이 5조에 이르는 장문의 일본 시안

6월 21일 제출한 일본의 제3차 시안과 제4차 시안은 한국 시안과 몇 가
지 문구만 틀릴 뿐 거의 유사해졌다.38 일본은 한국 측 시안을 거의 수용하
는 대신 양국 간 분쟁에 독도를 명기하고자 하였다. 오재희 전 대사의 회고

이 아닌 한국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측 주장이 거의 반영
된 결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일본 정부의 평가는 외교문서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국회 발

에 의하면, 일본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언을 통해 확인해보면 일본 정부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독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고수하며 독도를 명기하고자 하였

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다. 그러나 한국의 강경입장에 밀려 일본은 독도를 명기하는 것을 포기하였

있었고, 이를 통해 국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언급

다.39

하지 않고 한일 교섭을 타결시키는 것은 국내 대책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문제가 된 것은 분쟁과 그 처리에 관련된 표현이었다. 한국 정부가 ‘양국

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해결’을 독도가 특정 국가의 영

간에 일어날 분쟁’이라는 표현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위 표현이 독도 문제

토라는 사실을 상대 국가에서 확인받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를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양국 간 분쟁’이라는 표현을

한국의 실효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묵인하면서 위 문제가 한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강제성이 없는 ‘조정’에만 한정할 것을 주장했던

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길 원했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측은 「분

반면, 일본은 ‘조정 또는 중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섭은 교착상태를

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맞이하여 22일 예정이었던 언론발표 예정시간까지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다음으로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논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이동원 장관과 사토 에이사쿠 수상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외교문서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보이고

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은 일본 측 요구인 ‘양국 간 분쟁’을, 일본은

있다. 일본 측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사토 에이사쿠[佐藤

榮作] 총리는 일본안은 최종적인 양보안으로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36 『‘독도’ 관련자료』 6, 문서번호 910, 작성 날짜 불명,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에 이동원 장관은 ‘일본 측의 최종안을 수용하겠지만 한 가지 요구가 있다.

(독도 문제)』, 226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23；한국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 회담』, 363쪽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 후 이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37 한국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 회담』, 382쪽
38 『‘독도’ 관련자료』 6, 문서번호 910, 작성 날짜 불명,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독도 문제)』, 226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23

39 오재희 인터뷰(2008), 『일본공간』 4호, 160~161쪽

36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발언을 해도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 반론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목숨
이 걸린 것이다. 다만 일본 국회에서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삼가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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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40
반면 한국 측 기록에는 “일본 정부는 교환 공문에서 말하는 양국 간의
분쟁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장래에 있을 분쟁만을 의미한다”, “우
리 정부가 장래의 문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
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사토 에이사쿠 수상으로부터 보장받았다”
고 되어 있다.41
일본 외교문서에 나타난 사토 에이사쿠 수상과 이동원 장관의 발언은 한
국 외교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회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한일회담 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떠한 형식으로 타결했는지에
대한 분석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동원 장관이 말한 “다만 일본 국회에
서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삼가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발언은 한국이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사실상’ 인정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사토 에이사쿠 수상이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 후 위 건(교환공문의 양국 간 분쟁)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도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 반론하지 않기를 바란
다” 는 이동원 장관의 요구를 양해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위 발
언은 결국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주장할 뿐, 독도
의 현상유지를 변경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일본은 한
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지만, 양국이 각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
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인 것이다.
40 『‘독도’ 관련자료』 6, 문서번호 910, 작성 날짜 불명,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독도 문제)』, 247쪽：『일본 측 외교문서』 VIII -23
41 한국외교문서,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일본방문 1965』,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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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본 한·일 독도 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I. 머리말

1951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샌프란시스코회의 결과 8일 대일평
화조약(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이 서명되었다. 일본과 전쟁관계에
전상숙 | 연세대학교

있던 54개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중국은 초청되지 않았고 미얀마, 인도, 유
고슬로비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51개국 가운데 소련
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
본과 전쟁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도, 서명도 할 수 없었
다.1 전문과 7장 27조문, 그리고 두 개의 선언과 부속서가 첨부된 대일평화
조약은 제1장 제1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본과 연합국들 간의 전쟁상태
는 이 조약이 발효되는 날(1952년 4월 28일)부터 종료되었고, 연합국들은 일
본과 일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토
문제를 담고 있는 제2장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이후 한・일 간 독도 분쟁의 기원이 되었다.2
샌프란시스코회의는 대일평화조약을 조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
화조약의 모든 문제를 논하는 회의는 아니었다. 대일평화조약은 미국의 냉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19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Vol. VI, pp. 1182~1184 ; Richard J. Zanard(1951~1952),
“An Introduction to the Japanese Peace Treaty and Allied Documents”, The
Georgetown Law Journal, Vol. 40, p. 94

2

Conference for the Conclusion and Signature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California, September 4~8, 1952, Records of
Proceedings, U.S.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No. 4392, p. 78 ; D. P. O’
Connell(1952), “Legal Aspect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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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제 구상과 그에 편승한 일본의 집요한 외교적 협상력이 빚어낸 정치적

수 있는 한・일 관계의 역사성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일평화조약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준비하던

여 제고해보고자 한다.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속한 평화조약 체결의 필요를
느낀 미국이 주도하였다. 이는 소련의 협력 없이도 가능한 평화조약체결 방
식을 구상하여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의 협력으로 이뤄낸 것이었다.3 미
국이 조속하게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려하자 일본은 집요한 외교적 노력
으로 일본의 의견을 건의하였고 곧 평화조약 내용에 전폭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시에 그 내용은 미국의 위신을 살리면서도 정치적인

II. 일본의 한국 병합 전후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와 일본의 ‘한국 문제’ 인식, 그리고 미국

실리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실 공산
주의체제와의 전쟁 발발은 전후 국제질서 정비를 주도하던 미국에게 비공
산권 국가의 총체적인 결집의 필요를 야기하였고, 이는 곧 일본과의 조속
한 대일강화조약 체결과 직결되어 이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은 정치적 타협

19세기 중반, 구미 열강이 동아시아로 본격 진출해오면서 종래 중국을

을 통해서 분명하지 않은 형태로 유보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중화질서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실질적으로 동아

의 영토 문제는 또 다른 국제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미래의

시아 삼국 관계의 변화는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문제로 남겨지게 되었다.4 이것이 오늘날 독도 문제를 낳은 근원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861년 러시아의 쓰

고 할 수 있다.

시마[對馬島] 점거 사건이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러시아는 군함 수리

그런데 한국 문제가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결정된 것은

를 이유로 쓰시마에 정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박은 장기화되었고, 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과정에서도

시마는 점령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조선을 탈취’ 할 것이고, ‘쓰시마를 지키

이미 미・일 양국 간에 ‘한국 문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바 있었다.

고 조선과 부산도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에 이르렀다.5 러시

아의 반복된 한국 공략 발언은 한・러관계의 문제보다 오히려 일본 막부가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한국의 식민지시기 전후 외교사의 관점에서 한・

러시아의 한국 침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방위 문제를

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연속성을 고찰하여, 독도 문제로 대표된다고 할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러시아의 한국 진출 발언
을 일본이 맞이하게 될 현실적인 위기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3

Richard J. Zanard(1951~1952), pp. 92~94

4

Record of Proceedings(1952),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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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釜山府(1937), 『釜山府使原稿』 6, 181~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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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섬나라 일본에게는 대륙과 연결되는 교두보와 같은 존재로서

동시에 열강의 일방적인 한국 점령을 방어하겠다는 의미였다.

직접 맞닿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

그것은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 사회가 서구열강과의 조약을 통하여 전

발언은 열강이 한국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일본이 받게 될 영향을 일본이

근대적인 국제관계로부터 ‘근대적’ 인 외교관계로 이행하고 있던 것과 궤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이미 열강에 의하여 강제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즉 일본은 자국의 경험을 한국의 개국에 그대로 활

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험한 바 있는 ‘일본 국가의 위기의식’ 과 직결된 것이

용하며, 종래 사대교린(事大交隣)관계에 있던 동아시아의 중화질서를 근대적

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섬나라 일본과 반도 한국의 지

인 국제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본은 열강에 앞서 한국의 문

리적인 관계에서 갖게 되는 국가 방위상의 위기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

호 개방을 꾀하면서 그것을 ‘쓰시마가 조선과 교류하면서 거의 ‘번속(藩屬)

이 한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인 국가 이익에 대한 위기의

의 예(禮)’를 취하기도 하고 무역상의 불합리한 정체 등도 있었던’ 8 전근대적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일본 국가의 위기의

인 교린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

식을 당시 일본은 ‘조선 문제’ 라고 칭하며 동아시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선

적은 열강에 앞서 한국에 대한 이권을 선점함과 동시에 ‘근대적’ 국제관계의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것은 열강의 한국 진출을 앞에 두고 일

정립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한국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열강에게 공시하는

본이 자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데 있었다. 일본과의 근대적 국제관계 수립은 곧 한국이 근대적 국제관계에

일본은 러시아의 쓰시마 점거를 곧 구미 열강이 한국에 발판을 마련하려

서 명백히 독립국임을 알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구미 열강보다 앞서 한국을 복속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권과 영향력을 선점하겠다는 것과 구미 열강이 동아

야 한다는 외교적 대의명분이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는 그것을 수용하였

시아로 세력을 확장해오는 것을 견제하면서 대륙으로의 국가적 발전을 꾀

다.6 쓰시마사건 이후 일본에서 정한론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국을

그러므로 쓰시마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한국 점령 발언은 바로 ‘일본 국

모방한 일본과 한국의 강화도조약 체결은 일본이 ‘조선 문제’를 명분으로 전

가의 문제’ 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조선 문제’ 라 하여 일본

근대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파괴하고 한국을 거점으로 국가 이익의 확대를

의 문제가 아닌 ‘조선의 문제’로 치환하였다. 그것은 열강에게 한국이 독립

추구할 것임을 천명한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열강에게 한국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분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초대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주권선

명하게 인식시켜서 한국에 대하여 일본이 갖는 특수한 관계7를 인지시키는

일본’에 대한 ‘이익선 조선’이라 하여 이를 국책으로 확정함으로써 공고화되
었다. 1877년 세이난[西南]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880년대의 제국주의적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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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事務一件」 4, 939쪽 ; 『松菊木戶公傳』 上(1927), 明治書院, 286쪽 ; 심재기
(2000), 「幕末明治初期에 있어서의 日本의 對朝鮮 對應」, 『東洋學』 30, 3~4쪽 재인용
일본이 외교적으로 활용한 한국에 대한 특수한 관계는 식민지배정책의 측면에서 지
속적으로 강조했던 ‘조선의 특수성’론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전상숙(2012), 『조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선총독정치연구』, 지식산업사, 5장 참조
8

심재기(2000), 『朝鮮事務書』 卷12, 1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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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담보할 군사제도의 개혁을 이루었다. 그리고 1890년, 일본 육군을

은 주권선 일본에 대한 이익선론에 기초하여 침략적인 대외 팽창의 국가전

창설한 초대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의 외교와 군사 문제에 대한 의

략을 주창한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쓰시마 점거사건을 계기로 구

견서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독립을 자위하는 길은 ‘주권선’ 과 ‘이익

체적으로 인식, 표출된 한국을 거점으로 한 일본의 대외 팽창 요구가 있었

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9 ‘주권선’은 곧 일본 영토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국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한국인의 반발과 근대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어 1882년 임오군란(壬

위해서 ‘이익선’, 다시 말해서 본국 영토의 안위와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는

午軍亂),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이 발발하는 등 한국의 정황은 일본의 계

인근 지역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곧 ‘이익선’의 논리였다. 이익선 논리는

획에 순응적이지 않았다.11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보호’하여 일본 본토의 안전을 확

1893년 일본은 이익선론에 입각한 국책에 의거, 군비의견서를 통하여 시

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는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쓰시마

베리아철도가 완성될 때 본격적으로 행해질 러시아 등 서구열강의 동양 침

사건 이후 제기되었던 정한론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

략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였다.12 그리고 ‘조선의 방위’ 라고 하는 이익선론에

도 건설 착수가 임박한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책으로 제안된 것이었

입각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렀으며, 이후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을

다.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되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투가 활발해질 것이

병합하였다.13 이와 같이 일본의 한국 병합은 일본이 러시아의 쓰시마 점령

고, 이는 곧 일본이 말하는 ‘조선의 독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었다. 일본은

을 계기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조선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이를 쓰시마 제도의 주권선이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이 위협받는

있다. 또한 열강의 동진에 대하여 일본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형세가 될 것이라 상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여 일본의 독

한 대륙국가화 기획의 첫 발걸음을 완수한 것이었다.

립을 완전히 하기 위해 일치 노력해야 할 방책으로 ‘조선의 독립’을 방어할

‘조선 독립’을 위하여 치른 청일전쟁은 이익선론으로는 성공적이었다. 또

것이 제안된 것이다. 이 방침은 제1회 제국의회 시정방침연설을 통해서 국

한 강화도조약은 일본이 열강에 대하여 한국이 독립국임을 주창한 ‘특수한’

책으로 결정되었다.10

것이었으며, 종래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인 사

1890년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헌법 발포와 제국의회 개최 등 근대적

대교린 관계를 타파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조약은 종래 중화질서

국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이익과 국력의 신장을 위해 일본의 발전을

의 종주국이었던 중국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근대적 조약을 체결

대외적·적극적으로 꾀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책으로 채택된 야마가타 아리
토모의 의견서는 새로운 ‘근대’ 국가 일본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것

11 후지와라 아키라 저·엄수현 역(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68~72쪽 ; 도

베 료이치 저·이현수・권태환 역(2003), 『근대일본의 군대』, 육사화랑대연구소,
90~96쪽

9

大山梓(1966), 山縣有朋, 「外交政策論」,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201쪽

10 大山梓(1966), 위의 책, 204~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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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大山梓(1966), 앞의 책, 215~222쪽

13 전상숙(2006),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寺內正毅]」, 『사회와 역

사』 71집, 12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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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중화질서가 사실상 와해되었음을 세계적으로 공시한

일본 발전에 필수적인 대륙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군비 확충에 박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삼국

를 가하였다. 일본은 대륙팽창정책을 구미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 관계 속에

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주도하였다.

서 조율해간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부산에서 의주를 관통하는 조선종

러일전쟁을 촉발한 일본은 개전 직후부터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가운

관철도와 대련만에서 금주를 관통하는 요동반도철도를 부설하고자 하였

데 1904년 5월 30일 한국의 ‘보호국화’를 결의한 ‘대한(對韓)방침’을 결정하

다. 그것은 앞으로 중국을 횡단하여 인도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하고자 하

였다.17 그리고 동년 7월,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외상은 “이 기회에 만주

는 적극적인 청국 본토 진출 계획의 일환이었다.14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와 한국 및 연해주 방면의 이권을 확장해 국력 발전을 꾀할 것”을 전쟁 강화

대외정책은 청일전쟁 이후 있었던 삼국간섭과 하문(厦門)점령의 실패를 경

의 방침으로 밝혔다.18 이는 러시아의 쓰시마 점거사건 이래 ‘조선 문제’ 곧

험하며 구미 열강에 대한 열세를 절감하면서 구체화된 것이었다. 청일전쟁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했던 일본의 대외정책 목적이 한국을 거점으로 하

의 승리로 확보한 중국 본토에서의 이권을 삼국간섭으로 상실한 일본은 그

여 대륙으로의 국가 이권을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드디어 명시한 것이었

직후인 1895년 군비확충의견서를 통해서 ‘동양의 맹주’ 가 될 것을 제창하

다고 할 수 있다. 그 직후인 1904년 8월 일본은 한국에 ‘고문정치’를 단행하

며15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과 영

였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한국의 보호국화를 수행하였다.19 이로써 러

일동맹을 체결하고, 그에 힘입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는 아시아의 서구화・근대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종적 배타성을 내포한 ‘황화론’ [黃禍論, Yellow Peril, Japanese Peril]

시아의 쓰시마 점령 이래 일본이 국가의 ‘방위’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
속적으로 추구하였던 한국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그것은 한
국 병합의 시작이었다.

이 구미에서 고조되는 부수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16 이는 백인 중심의 국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한국과 한・일 공수동맹조약을 맺었다. 그

제사회에서 황인종, 곧 일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것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약속한 것이었다.20 그러나 실상은 러일전

의미하였다. 그것은 구미 열강과 같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

쟁에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조

직 그들의 협조가 필요했던 일본에게 커다란 악재가 등장한 것이었다. 이에

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이미 한

일본은 종래의 영・미 협조주의 외교 노선을 적극 강화하여 열강과의 정치

국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적 영향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러

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일본의 입지를 국제적으로 다지고자 하였다. 동시에
17 外務省 編(1965), 「對韓方針に關する決定」,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 日本外務
14 小林道彦(1996),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南窓社, 27쪽
15 大山梓(1966), 앞의 책, 230쪽

16 전상숙(2010), 「국권상실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 『동아연구』 59집, 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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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 224~228쪽

18 外務省 編(1965), 「露日戰爭の講和條約に關する小村外務大臣の意見」, 228~229쪽
19 전상숙(2006), 앞의 글, 132쪽
20 국사편찬위원회(2007),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16 외무부』,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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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의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외교를 일본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미 국무장관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다

하였다. 그리고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현 고시 제40호로 리앙쿠르섬을

음날 미국은 주조선공사관을 철수시키고 조선에 관한 문제는 일본을 통해

죽도(竹島)라 명명하고 관할권을 공시하였다.21

서만 하겠다고 일본 대사에게 통보하였다.25 수교시 기타 열강과는 달리 솔

일본이 강화도조약에서 한국이 독립국임을 국제적으로 공시하고, 1904

선해서 ‘거중조정 조항’을 삽입하여 한국인의 신뢰를 얻고 있던 미국은 일본

년 공수동맹조약을 맺어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약속하고도 독도를 일

의 한국 지배를 사실상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

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한국에 대한 대외관계의 역설이며 곧 일본이 한국에

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직후에는 한국 주재 공사관을 철수하고 일본을

대한 기본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해서 한국 문제를 논의한다고 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사실상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대외관계의 역설은 미국과의 관계
에서도 내재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시작된 1882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밀약’에 의하여 한국에는 비밀로 원천 봉쇄되
어 있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제1조에 거중조정 조

그리고 한국 보호국화 이후 일본은 만주 진출을 목적으로 1907년 ‘통감

항(will exert their good offices)을22 두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

부 간도임시파출소’를 개설하였다. 그 명분은 한국인 보호를 책임지게 된

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솔선으로 동 조항을 삽입하자 한국은 미국을

일본이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주의 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

기타 열강과는 달리 처음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우방 국가로 여

다. 한국 보호국화를 천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공시한 일본은

기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이전에 이미 일본과 가

만주 진출의 명분을 만주의 한국인 보호에서 구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했

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상

듯이 일본에게 한국은 구미 열강의 동아시아 세력 확산을 견제하며 일본이

호 인정하고 있었다. 동 조약은 말 그대로 ‘밀약’으로서 비밀에 부쳐져 당시

대륙으로 진출하여 국가적 발전을 꾀할 토대였다. 대륙국가 일본이라는 궁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23

극적인 목적은 한국과 만주를 넘어 중국 본토 쪽으로 나아감으로써 완성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
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24 직후 11월 23일 주미 일본대사를 통해 한국의

것이었다.
일본의 조선통감부 간도임시파출소 개설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만주로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던 열강들을 이용하여

21 堀和生(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硏究會論文集』 24, 113~118쪽
22 F. A. McKenzie(1975), The Tragedy of Korea, Yonsei University Reprint

일본을 견제할 전략으로 1909년 3월 일본과의 문제를 일괄 헤이그 중재재
판소에 회부하였다. 청일전쟁 직후 열강의 삼국간섭으로 중국에서 이권을

Series, Yonsei Univrsity Press, p. 276
23 가쓰라-태프트각서는 1922년에 공개되었다. Robert T. Oliver(1960),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p. 71
24 전상숙(2006), 앞의 글,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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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이것을 제2의 삼국간섭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미・일 간의 국익 공조하에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

위기로 간주하였다.26 그리하여 대륙 진출의 거점인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없었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병합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 결과 1910년 일본

그러므로 이 가운데 이루어진 1905년 일본 정부의 독도의 일본 영토 편

은 한국을 ‘화란(禍亂)’의 요인으로 규정하며 보호정치로는 한국의 치안을

입 결정과 그 직후 독도를 시마네현의 죽도라 명명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안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합’을 단행하였다.27 그리고 한국 병합의 목적이

는, 일본 측이 주창하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국제법의 무주지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

선점의 논리나 국제법 조항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시 국제관계

구히 확보”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28 주지하듯이 그것은 근대 국가 일본의

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 발전 차원에서 한국을 일본국가화한 것이었다. 독립국 한국에 대한
일본 국가의 안정화는 곧 일본 국가의 안전과 성장을 담보할 한국의 일본영
토화에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한국 병합 전후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채 적응하지 못하고
대내적인 변화를 모색하던 과도기였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변화
하는 국제정세에 대내외적으로 적응체제를 갖춘 일본은 열강과의 협조관계

III. 한 국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
문제를 통해 본 한·일 관계와 미국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를 주도하였다. 그것은 열강이 한국 점령
가능성을 내비치자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이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현실적
으로 인식하면서 실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
대한 이권을 공고히하여 이를 토대로 일본 국가의 대륙화를 실현하는 데 있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국제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간

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사전 정비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헐적으로 제기되던 미・일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현재화된 것이었다. 미・일

승리 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함으로써 완비되었다고 할 수

간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명실공히 세계강국으로 부

있다. 즉 한국 문제는 한국이 국내 정세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국제정치의

상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항일민족독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

연속선상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 주기를 고대하던 미국과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이 대결하게 된 것이었
다. 따라서 일본의 패전과 그에 따른 한국의 해방은 기대할 만한 것이었다.

26 大山梓 編(1966), 앞의 책, 312~314쪽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전 정부를 계승한 망명정부로서의 요건을 구

27 朝鮮總督府(1912), 詔書 「韓國ヲ帝國二倂合ノ件」 1910. 8. 29, 附錄 1 ; 釋尾東邦

비하여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28 外務省 編(1965), 「韓國倂合に關する條約」, 340쪽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일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점령국 일본에 대하여

(1926), 『韓國倂合史』, 朝鮮及 滿洲社, 624~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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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병력을 통해서 수행하는 전쟁이나 타국에 의해서 수행되는 점령국에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 중 재미한인 6백여 명이 미육해공군에

대한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자국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배속되어 태평양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미육군전략처요원(OSS)으로 특

노력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였다.29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은 대한

수공작훈련을 받은 한국인 요원들을 직접 한국에 침투시킬 계획까지 실시

민국임시정부의 참전을 통해서 일본의 패배를 촉진하고 동시에 미국으로부

되기에 이르렀다.31

터 그 노력과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독립을 획
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사변 이래 효율
적으로 활용해오던 무력투쟁 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여 항일전쟁 참전을 통

중일전쟁 발발 이후 열강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외교활동을 펼

해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과 전후 대한민국의 독립을 확보하고자

치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태평양전

하였다. 태평양전쟁은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향을 대일선전포고를

쟁으로 확전되자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2월

통해서 국제적으로 알리고 보다 공식화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10일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여 대일전에 동맹국의 일원으로 참전할 뜻을

되었다. 그리하여 1943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카이로선언에서 미・영・중

세계에 선포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인민은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

3국 수뇌들이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가하여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으며, “한국과 중국 및 서

이러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해방 직전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1945년

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피의

2월 UN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맞추어 대독선전포고를 하고, 샌

투쟁을 계속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루즈벨트・처칠 선언의 각

프란시스코회의에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기까지 하였다.32 그러나

조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 적용되기를 강력하게 주장” 하였다.30

한국대표단은 미국의 전후 세계 신질서 구상 속에서 연합국 열강이 신탁통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나 승인 문제에 대하여 미국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주미외교위원부

치를 상정하는 가운데 전쟁의 직접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었다.

의 뜻을 수용하여 종래 외교적인 독립청원운동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그것

샌프란시스코회담은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은 재미한인을 미국 지원군으로 참전하도록 하여 직접 동맹국과 함께 결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회담이 진행 중이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에 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측의 무반응으로 대한민국임시정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조기 평

부의 대일참전선언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합법적으로 참전이 가능한

화조약 체결의 필요를 촉진하였다. 한국전쟁은 제1차세계대전 와중에 일어

재미한인을 대일 전선에 참전하게 하여 간접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난 러시아혁명의 성공으로 이미 잠재되어 있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위기의

29 전상숙·고정휴 외(2010), 「세계대전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의 현재적 고찰」,

31 임병직(1964), 『임정에서 인도까지』, 여원사, 239쪽 ; 김원용(1959), 『재미한인 오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438~441쪽
30 대한매일신보사 편(1999), 『백범김구전집 제5권 대한민국임시정부 II』,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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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사』, 417~418쪽 ; 김준엽(1989), 『장정』, 나남, 411~414쪽
32 국사편찬위원회(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표집 4 임시의정원 III』,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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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현재화시켰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상태

그 결과 1951년 6월 평화조약의 첫 번째 공식 초안이 연합국 간에 만들어

에서 분단국가체제를 구축한 한국의 공산화 위기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신

져 회람되었다. 즉 일본과의 평화조약은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협의과정을

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공산화 위협에 효과적

거치며 점진적으로 조약문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11개월 이상의 기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유일하게 동아시아의 제국

간 동안 많은 국가와 개별적인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으로 성장했던 일본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를 대두시켰다. 이는 곧 전쟁

샌프란시스코회의는 평화조약의 모든 문제를 논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아니

도발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의 국가적 지위를 복권시키는 문제를 긴요하게

라 이미 만들어진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35

만들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조약, 곧 대일평화조약은 미국의 주도하에

한편 대일강화조약의 제2장 제2조에서 제4조에 평화조약 상의 영토처리

국제회의를 통한 통상적인 강화조약이라기보다는 소련이 방해할 수 없는

문제가 규정되었다. 그것은 1943년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한 1945년

절차를 통해서 강화조약을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영국과 연합국들의 협력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을 구하여 이루어졌다.33

혼슈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군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를

그 과정은 이러하다. 제1차세계대전 종결을 위한 베르사이유회의에 미국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서 받아들였다. 포츠담선언의 항복 조건은 대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던 존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평화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샌프란시스코평화조

평화조약, 협상을 담당하였다. 덜레스는 관련국 모두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약에서도 제2장 제2조에 일본의 주권은 혼슈와 홋카이도, 규슈와 시코쿠

불가능하다면 각국과의 개별적인 회담을 통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군도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었다.36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50년 가을 뉴욕에서 개최된

영토 조항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연합국들은 일본의 주권을 단순히

UN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에게 대일평화조약 체결에 필요한 일반 원칙

한계 획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 영토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처리 규정을

을 정리한 각서(memorandum)를 전달하고 협의하였다.34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시점에서 합의되지 않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은 덜레스의 각서가 일본의 재침략과 재무장을

은 부분이 이후 문제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덜레스 미국 특

방지하는 장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 체결을 주저하였

사는 샌프란시스코회의 연설에서 “지금 일본에게 평화를 부여하는 것이 현

다. 이에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집단안전보장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대책

명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관련되는 경우 이 평화조약과는 다른 국제

으로 제시하였다. 1951년 1월 미국은 평화조약 협상을 위하여 미국 대표단

적인 해결책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둘 것”을 강변하였다. 그리

을 일본을 비롯해서 필리핀,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 파견하여 협의하였다.
33 Richard J. Zanard(1951~1952), 92~94쪽
34 John M. Allison(1952), “ The Japanese Peace Treaty and Related Security

Pac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roceedings,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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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채형(2007),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109호,

107~108쪽
36 Record of Proceedings(1952), pp. 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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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관철시켰다.37

관련해서 포츠담선언과 항복문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고 간주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자

고,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연합국을 설득하고자 하였

유진영이 소련과 중국 등 공산진영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도 가능한 빠

다.40 1947년 8월 일본 정부는 각 성의 국장급을 주축으로 국제위원회를 설

른 시일에 대일강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여긴 것에서 기인했다. 앞에서 언

치하여 강화 준비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주요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급했듯이 이는 일본의 잠재력을 현재화하여 일본을 주축으로 한 자유주의

강화조약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도록 분투하였다. 그리고 일본

진영의 동북아시아 보루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

은 주요 연합국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는 외교문서를

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으로 종래 미국이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의 가

전달하며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였다. 사실 일본 외무성은

치를 신중히 고려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일강화조약 내용 구상 시에는

일본 측 자료를 간단히 인정하고 참고하는 태도로 바뀌었다.38 이는 곧 대일

이미 GHQ로부터 언론이 눈치채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회답을
받아놓고 있었다. 패전국 일본은 비록 미국의 점령하에 있었지만 미국의 권

강화조약에 역설적이게도 패전국 일본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결과로 이

위를 방패막이로 물밑 교섭 작업을 통해서 강화회의 내용을 자국에 유리하

어졌다. 이렇게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본의 한국보호국화 당시와 마찬가지

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이 전쟁종전 시 전쟁 당사

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

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강화조약에 참가할 수 없었던

화시켰다. 냉전의 본격화는 미국이 일본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샌프

란시스코강화회의를 체결하여 한국 문제, 특히 영토 문제를 미제로 남겨둔
채 일본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데 반하여, 조약 체결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연합국에 대하여 충분히 자국
의 주장을 설득할 기회를 갖고 있었다.41
일본은 식민지 치하에 있는 한국이 강화조약의 서명국이 되는 것에 대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합국은 SCAPIN 667호 및 1033호를 통해서 독

여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게다가 한국의 공산화에 대한

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1949년에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영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의 우려를 이용하여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를 적극 저

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39 그런데 전

지하였다. 1951년 4월 일본의 요시다 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미국 덜레스대

후 미군정기 일본 외교가 전면 중지된 상황에서도 일본은 외무성 주관으로

표단에게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의 서명

1945년 11월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를 설치하여 향후 대일평화조약에

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태

대비하였다.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는 강화조약 협의 시 특히 영토 조항과

37 Record of Proceedings(1952), pp. 74~88

38 下田武三(1984), 『戰後日本外交の證言』, 行政硏究所出版局
39 『동아일보』 200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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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天川晃(1946). 「平和條約締結問題に關する基本方針級準備施策方針(案)」, 『平和條約

問題硏究會第1次硏究報告』 ; 渡邊昭夫・宮里政玄 編(1986), 「講和と國家統治體制の再
編」,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東京大學出版會, 60쪽 재인용

41 西村態雄(1971), 『日本外交史 29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鹿島硏究所出版局, 29쪽 ;

渡邊昭夫・宮里政玄 編(1986), 32~42쪽 ; 최장근(2004),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영토
조항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21집, 250~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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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덜레스 미국 특사가 1950년

지하듯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이로선언부터 포츠담선언에 이르기까

에 회람한 대일평화조약 각서의 7개항 중 첫째 항목인 일본과의 평화조약

지 명시되어 있던 독도 영토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으로 기타 구체적인 언급

서명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여야 한다고 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

을 하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후일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독도 영토 문제를

었다. 이 원칙에 의하여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서명국이 될 수 없었다.42

이슈화하여 국제분쟁화할 소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따라서 대일강화회의에서 발언권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은 만일 한국
이 대일평화조약의 서명국이 될 경우 평화조약에 따라 대다수가 공산당원
인 백만여 명의 재일 한국인들이 연합국 국민의 재산권 및 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한국 공산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
였다.43 이와 같이 냉전의 본격화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는 정치적으로 처리되게 되었다.

IV. 맺음말 : 한·일 간 독도 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그리하여 한국전쟁의 발발로 냉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국제정치의 일련
의 과정 속에서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독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채 유보되었다. 전후 대일강화회의의 기본이 되
었던 포츠담선언 원칙은 연합국의 영토불확장이 원칙이었다. 그것은 최대한

러시아의 쓰시마 점령으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對韓) 위기의식은 한반도

전전의 영토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가 서구 열강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서 시

변화를 배경으로 미국 중심의 평화조약 체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와 근대 국가 일본의 성장과

리하여 포츠담선언의 영토불확장 원칙의 사실상 불이행이라고도 할 수 있

관련된 일본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어 발전해갔다. 형식적으로 그것은 반

는 결과를 관철시켰다.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의 유보와 일본과 관련된

도 한국과 접한 섬나라 일본의 ‘방위’, 즉 ‘국방’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그

영토 문제의 논의를 차후 별도의 회의를 통하도록 한 것은 경우에 따라 일

리고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에 힘입어 시마네현 고시를 통

본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전

해 한반도의 일부인 독도를 일본령으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전후 세

실질은 근대 국가 일본이 서구 열강과 동등한 일원으로서 ‘성장’ 하는 데 목

계전략 구상에 편승하여 자국에 유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또한 주

적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반도 한국은 섬나라 일본과 맞닿아 있다. 러시아의 쓰시마

42 FRUS(1951), Vol. VI, pp. 1182~1184
43 FRUS(1951), Vol. VI, pp. 1006~1009

60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점령은 그러한 한반도로 열강이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이 받게 될 영향을 ‘실

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본 한·일 독도 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61

질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자국의 ‘위기의식’을 열강 및 한국과의 국

진 것이었다. 러일전쟁 직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그러한 장기적인 기획

제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종래 정한

하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첫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론으로 표출되었던 일본의 대륙국가화에 대한 야심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경우 일본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그에 대비

질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열강의 한국 진출을 ‘일본

해야 한다는 일본의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

국가의 위기’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명분은 열강의 침투로 한국의

본의 대한정책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 독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 보전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는

상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일본의 실질적인 필요와 동전의 양면과 같

것을 내세웠다. 그것은 반도 국가 한국의 위기는 그와 접하고 있는 섬나라

이 이루어진 것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위기와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한국의 식민지시기 전후 한・일관계의 연속성 속에서 독도 문

그것은 일본의 국가적 성장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

제를 고찰해보면, 그것은 근대 일본 국가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일본이 국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반도 국가 한국의 독립문제라 하

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활용하여(전상숙, 2009 ; 전상숙, 2010) 한반도를 일본

여 ‘조선 문제’로 치환하고, ‘조선 문제’는 일본 국가의 방위와 직결되는 것이

의 영향 아래 두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가쓰라-태프트

므로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자임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밀약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 병합은 한국의 주체적인 의지나 역

반도 한국은 일본이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불

량과는 관계없이 국제정치의 변화를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열강의 한국 진출에

일본과 미국 간의 타협과 절충으로 이루어졌다.

직면하여 일본이 이른바 ‘조선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창하는 역사적 근거로 1905년 2월 2일 독

바는 일본 국가의 대륙화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 병합을 통해서 곧 현

도의 시마네현[隱岐支廳] 관할 편입을 내세운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당

재화되었다.

시 시마네현의 현민 보호라고 하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 보고된

이러한 구상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 일본에 대한 ‘이익선 조선’의

것이었다. 이를 승인한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에 활용될 전략적 요충지의 필

논리로서 구체적으로 정책화되어 있었다. 국책으로 확정된 이익선 논리는

요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

러시아를 대표로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침투가 활발해지면 일본 쓰시마 제

본 정부는 대러 견제 차원에서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시마네현의 보고를

도의 주권선이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이 위협을 당하는 형세가 된

접수한 것이었다(堀和生, 1987).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은 러시아를 비롯한 열

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확보

강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반도에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초미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 인식은 일본의 성장을 위한

관심사를 집중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04년 한국과 공수동맹조

국익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한국 병합은 단순한 식민지 확보가 아니라

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일본의 한국 동원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

일본 국가의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기획하에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이루어

본 정부의 조치에 시마네현 고시는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한반

62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본 한·일 독도 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63

도에 대한 열강의 영향력 침투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한국 지배력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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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이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영토 주권을

제와 독도 문제를 고찰해보면, 거기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주도

주창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로서 사실적 적합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한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정치적 역학관계가 기본 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있다. 이는 국제질서 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성

더욱이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의 대륙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한 한국 병합

이라는 미국의 정책 구상이 큰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 속에서 미국이

이라는 일관된 목적하에 이루어진 한국의 보호국화(전상숙, 2006)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일본의 국가적 성장을 위한 국제적 역학관계가 한

실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써 그 정당성

국 문제를 규정하는 기본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곧 독도로 표상되는

의 명분도 함께 상실되었다. 전쟁 도발국 일본의 패전은 일본의 식민지 병

한・일 간 영토 문제의 뿌리 깊은 역사적 성격이자 곧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

합 및 지배의 부당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패전으로 그 부당성이 국제적으로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성장과 직결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은

공인된 상황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정당성 또한 상실되는 것이다.

양국 간 영토 문제는 한국의 국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상황에서 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한국과의 영토 문제
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를 내세우며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자국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
황이 되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시마네현 고시

1905년 ‘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일본의 태도

가 갖는 한국 병합 전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정치 문

는 사실상 중국, 러시아 등과 각각 영토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제와 함께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실상 제2차세계대

논리의 자체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모순적인

전 이후 전후 처리의 기본이 되었던 포츠담선언의 연합국 영토불확장의 원

부당한 침략의 역사인식을 공공연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칙, 곧 전전의 영토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을 위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한

반,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

반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남아 있는 냉전 상태와 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의 역학관계는 여전히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당시와 유사한 미・일 간의 전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전쟁의 발발로 현재

략적 제휴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영토 문제 처

화된 냉전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강화조약에 영토 문제가 구체

리 규정에서 독도의 한국령 조항이 사라지고 모호하게 처리되어 오늘의 독

적으로 명시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유보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

도 문제로 남게 된 것도 그러한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다. 미・일 간의 정치적

본이 전후 국제정치를 주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 속에서 강화된 일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한국 문제가 처리된 것이다. 그것이 일본과 미국 각각

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한 결과였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근거로

의 국익이라고 하는 실리적인 차원에 입각하고 있음을 재론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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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여 국제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관점은 재고

쟁인가를 밝힐 의무도 사실 없다. 법에 의한 해결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시마네현 고시를 염두에 두고 1905년 2월 22일 이후

제든지 그 분쟁을 비법률적 또는 정치적 분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재판을

가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각국 재판부탁의 실정이다(이한기, 1968, 336).

은(박배근・박성욱, 2006)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

그런데도 독도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바인 시마네현

사적・정치적 맥락이라고 하는 본질을 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독도

고시를 염두에 두고 국제법상의 결정적 기일을 문제 삼는 것은 독도 문제가

문제 해결에 국제법상의 결정적 기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독도 문제를 법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률적 분쟁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의도에 편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과오를 범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어디까지나 국제관계상의 정치적인 문제다.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것은 정치적 분쟁인 독도 문제를 법률적 분쟁화하려
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쟁이 법률적 분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
률적 이유에 관한 당사국 간의 의견 차이가 명백하게 대립하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을 야기하
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그러한 필요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으로 일본이 역사문제 발언을 통해서 영토 분쟁을 촉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양국 간에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대립하
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표출하고, 또 그 대립 기록을 누적하는 정치적
의도와 병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한국에 독도 문제를 야기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적 분쟁의 성격을 갖는 독도 문제를 국제
사회에 법률적 분쟁화하려는 목적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독도 문제가 법률적 분쟁이라는 주장은 일본 측의 독단에 지나지 않는
다. 국제법상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을 구별하는 방법 중 법적 정확성
을 갖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어느 때는 분쟁이 법적 권리
에 관한 것으로, 또 다른 때는 이익의 충돌에 관한 것으로 각각 선언할 권리
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쟁이 법률적 분쟁인가 또는 정치적 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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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I. 머리말

-‘고유영토 다케시마(독도)’ 영유 의사의 검증
전후 극동의 새로운 영토 질서는 이 지역에 군림하던 대일본제국의 해체
에 따라 주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극동의 영토 질서 재편
장박진 | 국민대학교

성의 효시를 고한 포츠담선언 제8조는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

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하 문헌에서의 직접 인용을 빼고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는 나열하지
않고 ‘본토’ 로 약칭)이라고 규정하였다.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그것을 수락한

이상 전후의 새로운 영토 질서는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전승국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정이 전쟁에 매듭을 지은 평
화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들이 점령하의 영토 질서 편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평화조약 초안 작성의 주역이던 미국, 영국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 성
과로 미국, 영국의 평화조약 초안 내용 등은 심도 있게 밝혀졌다.1 그러나 미
국, 영국이 주도한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1

I . 머리말
II . 독도 교섭 기록 결여의 논리적 유형
III. 일본의 영토 인식과 대응 과정
IV. 맺음말

이러한 각도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塚本孝(1994), 「平和條約と竹島（再論）」, 『レファレ
ンス』 제518호, 31~56쪽 ; 原貴美惠(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の盲点-アジア
太平洋地域の冷戰と「戰後未解決の諸問題」』, 溪水社 ; 정병준(2005a), 「영국 외무성
의 대일 평화조약 초안・부속지도의 성립(1951. 3)과 한국 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131~167쪽 ; 이석우 편(2006), 『대일평화조약자료
집』,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하 이 글의 집필에는 이석우 편집의
자료집에 수록된 1차 자료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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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이른바 독도 로비설 등이 있을 뿐,2 앞으로 검증해야 할 과제라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영토 인식이나 대응 등의 상세한 분석과, 현재

고 하겠다. 또 영토 질서 결정에 관한 동 시기의 고찰에는 일본에 대한 분석

고유영토로서 그 귀속을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 의사를 검증하

역시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나는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의 색깔이 짙었던 제1차세계대전의 전후 처

이 글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이 현재 펼치고 있는 주장과 달리 영

리와 달리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는 대서양헌장, 포츠담선언 등의 내용

토 질서 확정 시기에 일본이 보인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고유영

에 따라 패전국 일본에게도 그 고유영토의 존속이 약속되어 있었다. 또 제2

토에 기초한 독도 영유론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차세계대전 처리에서 일본은 단순한 패전국이 아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냉전의 격화에 따른 극동 정세는 미국에 의한 대일 점령통치의 성격을
바꾸었으며, 미국은 일본을 이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부흥시키는 전략으로
돌아섰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전후 처리문제와 함께 영토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평화조약을 이끌어가게 되었

II. 독도 교섭 기록 결여의 논리적 유형

다. 즉 영토 질서 결정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그 결정을 기다려야만 하는
단순한 수동적 국가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패전국으로서 결정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
도 단순한 수동 국가가 아니었던 일본이 전후 영토 질서 결정 과정에서 어

1. ‘현실 차원’과 ‘자료 차원’

떤 대응을 보였는가를 고찰하는 과제는 반대로 ‘독도=고유영토’ 라는 주장
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험무대가 된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패전 이후 평화조약으로 인한 주권회복 과정은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평화조

일본에게는 바로 전후의 새로운 영토 질서가 정해져가는 결정적인 시기였

약 교섭 과정에 관한 공식외교 문서를 주로 분석하며 영토 문제에 관한 일

다. 그러니만큼 이 시기 일본이 독도 문제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

본의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토 질서가 새롭게 확정되어 가는 결정적인

응하려고 했는가는 현재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주장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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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본의 로비설은 정병준(2005b), 「윌리암 시볼드(William J. Seabald)와 ‘독
도분쟁’의 시발」, 『역사비평』 71호, 140~170쪽 등에서 일찍 전개되었으나, 보다 포
괄적으로 일본의 움직임도 다룬 최근의 연구 성과인 정병준(2010), 『독도 1947 : 전
후 독도 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에서도 그 논지에 변함은 없다. 또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 「獨島/竹島問題 」の政治學』, ミネルヴァ書房, 제1
장에서도 평화조약 형성기의 일본 측 움직임을 일부 다루고 있다.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초적인 자료는 동 시기 일본의 영토 인식과 대응들을 상세히 기록한 평화조
약 관련 일본 외교 문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조약 관련 『일본
외교 문서』에는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따
라서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기초한 독도 영유 의사의 검증 작업에는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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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영토는 국가 형성의 기본 요건인 만큼 동 문서에는 일본이 영토

2. ‘현실 차원’의 유형

문제에 부심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관한 기술이
교섭 전체를 기록한 공식 문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우선 이 글은 그 논리적 가능성을 유형

우선 전자인 현실 차원의 가능성부터 검토하면, 이 경우에 속하는 유형
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통상 자료적 검증은 어떤 사항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 관계를 특정화하는 작업으로 진행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는 이상 그 기록을

1) 독도를 개념적으로 일본 본토에 속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 인식을 직접 실증하는 작업은 원천 불가능하다. 그
러나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모든 논리적 분석을 불가능케 하는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포츠담선언 8조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

것은 아니다. 비록 독도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영토 영유를 둘러싼

쿠’를 명시함으로써 출발부터 이들 본토가 일본에 그대로 귀속될 것을 약속

관련 기록은 풍부하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을 분석하면서 독도에 관한 기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무리 패전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대서양헌장이 천

술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추적해 나간다면 역으로 기록에 나오

명한 전승국의 영토 확장 없는 전후 처리에서는 일본이 이들 영토 확보에 신

지 않는 이유, 즉 독도에 관한 당시 일본의 영유 인식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경을 쓸 필요는 없었다. 실제 동 『일본 외교 문서』에도 영토 문제에 관한 언

수 있다. 그를 위해 이 글은 우선 기록이 없다는 결과가 귀결되는 논리적 경

급 속에서 일본의 주된 영역에 관한 기술이 나오는 일은 있어도, 향후 교섭

우를 분류하고, 그 후 자료 검증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어느

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영토로서 이들 영역이 제기된 일은 없다. 따라서 독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를 소거법을 활용해 밝혀냄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

도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독도가 개념적으로 본토에 속한 땅임

의 독도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우선 공식 교섭 기록에 독도 기술이 나오지 않는 논리적 가능성을 크게

즉, 이는 본토 표현으로 대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독도를 따로 명기

나누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기록으로서 남길만한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실제 수많은 일본 귀속의 작은 섬들 하나하나를 모

교섭 및 그를 위한 준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교섭이나 준비

두 거론하지는 않았다. 또 이 경우는 독도가 1905년 본토 시마네현에 귀속

는 있었으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또는 남긴 기록을 어떤 이유

되었다는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초적 논리와도 일치한다.

로 인해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는 ‘현실 차원’의 가능성
이며 후자는 ‘자료 차원’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적 추측이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후 출발부터 독도
가 혼슈 등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본토 귀속 영토임을 일본이 인식하고 있
었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
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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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가 개념적으로 한반도에 속하는 땅으로서
  완전히 자신의 영토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위와 반대로 일본이 패전으로 인해 독도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일본 땅으로부터 이탈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완전히 수락할

히 독도는 한국 귀속 땅이므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하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패전국의 입장으로 한정된 역량 속에서 교섭을 벌여야
했던 당시의 조건하에서 일본이 우선 순위가 높은 영역부터 교섭을 벌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섭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독도 문제의 우선 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다. 다시 말해 개념적으로 독도가 한반도에 포함

위가 지극히 낮으므로 교섭 및 그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된다는 것이다.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경우가 사실이라면

공식문서에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으로 인해 그 이탈이 기정사실
화되는 지역으로 ‘한반도(Korea)’3라는 기술이 많이 나온다. 물론 이 기술들

그것을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건을 특정화하는 것이 어렵
다는 점이다.

은 모두 일본 영토에서 제외될 것을 승인하는 영역으로 나오는 것뿐이다.

독도가 일본 귀속, 또는 한국 귀속이라고 인식하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독도가 한반도 귀속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독도를 따로 명

서는 독도가 각각 일본, 한국에 포함된다는 개념적인 집합관계에 있으므로

기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일본의 공식기록에서는 한반도와 함께 일본에서

그에 어긋나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경우는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있

제외된 수많은 작은 섬들을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있다.

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그러나 독도가 기록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을 부정하는 뚜렷한 근거 설정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은 점령 시기 일관되게 독도를 포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나, 독도

‘현실 차원’의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

를 개념적으로 한반도에 속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필

째 및 두 번째 가능성이 부정될 때 남은 가능성은 자동적으로 이 경우뿐이

요하다.

며, 따라서 소거법적으로 독도 기록의 부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독도 귀속 문제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교섭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세 번째 가능성은 일본에게 독도 귀속 문제
가 기록으로 남길 만큼의 교섭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다. 이것은 물론 단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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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동 책자의 내용은 현재 고유영토로서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첫째는 다른 영토들과 달리 독도 교섭에 관해서는 다른 문서에서 정리되

입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동 문서 비공개 이유를 독도 영유 정당화 때문이

었으므로 평화조약 교섭 관련 문서에서는 기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며, 둘

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거꾸로 말해 일본이 이 책자의 내용에 따라 독도 귀

째는 영토에 관한 교섭을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평화조약 관련 공식 기록

속 교섭을 벌였다면 그 기록을 숨겨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에서는 중요한 영역만 기술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 차원’에서의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문제는 이하 이유들로 인해 상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독도 관련 책자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는 영토 귀속을 결정하는 평
화조약 관련 핵심 외교 문서에 독도 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

1) 다른 문서의 존재 가능성

하지 않는다. 사실 이하 본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영토 관련 총 7권의 문
서 중에는 현재 영토 분쟁으로 되어 있는 북방 영토 관련 문서들도 있다. 그

우선 첫째로 다른 문서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이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야 한다.

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 관련 공식 문서에서 북방 영토에 관한 교섭 기록
은 하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독도 역시 그런 북방 영토들과 같이 평화조
약에서 그 귀속이 결정되는 이상 독도만이 평화조약 관련 공식 문서 이외에

(1) 독도 관련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이 이미 파악 가능하다는 것

서 그 교섭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현재 평화조약 관련 교섭 기록 이외에 알려진 독도 관련 문서가 하나 있
다. 점령하에서 일본 정부는 연합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총 7권에 이르는 영

(2) 비공개인 경우 기술 내용 문제

토 관련 책자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책자 중 4권의 제목은 『태평양 및 일본

물론 이미 그 내용이 파악 가능한 위의 『태평양 및 일본해 제소도』 문서

해 제소도』인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 III항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그

이외에 아직까지 그 존재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독도 관련 극비 문서가

존재 자체를 외무성이 평화조약 관련 공식 기록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따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문서

현재 동 문서 자체는 일본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추측되나, 미국립문

가 독도 관련 내용으로 인해 그 존재조차 완전히 비공개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기록 보관청(이하 NARA)에서는 열람 가능하므로 이미 책자의 내용은 모

논리적으로 그 내용은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야 한다.4 다시 말해 그런

두 파악 가능하다. 그 내용은 후술하겠으나,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였음을

문서 내용은 고유영토론에 기초한 영유 정당화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한

간략하게 지적한 1페이지 남짓한 짤막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글 자체

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문서가 존재할 경우 점령하에서 일본이 보인 영토

는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실제 독도 영유를 확정짓

대응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가 희박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

는 데 필요한 패전으로부터 평화조약 조인까지의 약 7년간의 영토 교섭 기

은 이 글의 취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극비 문서가 따로 존재

록을 대체할 수 있을 리 없다.

하고 있다고 쳐도 그것은 이하 전개할 이 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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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이 글은 이 가능성 여부에는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4

따라서 이 글은 일본의 평화조약 관련 교섭 기록에 독도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자료 차원’의 문제로 추측하는 가능성은 애당초부터 제외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평화조약 관련 공식 문서에 독도 기록

2) 중요한 영역만 기록했을 가능성

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록으로서 남길만한 교섭 및 준비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현실 차원’의 문제에 있었다고 상정하고, 그에 속하는

다음 ‘자료 차원’에 관한 두 번째 가능성은 평화조약 교섭 과정에서 독도
교섭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영토에 관한 교섭을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중

세 가지 유형 중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요한 영역만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일종의 논리 모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즉 독도에 관한 교섭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일본 자신
이 분쟁지역인 독도의 귀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토 문제에 관한 기록에서 독도가 단 한 번도 나
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단위를

III. 일본의 영토 인식과 대응 과정

결정하는 주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귀속에 대한 교섭이 있었다는 것 자체
가 바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임을 가리키고 있다.
더구나 다음 항에서 보듯이 독도 귀속 문제는 일찍 결정되었거나 또 그

1. 점령 초기의 영토 인식과 독도

귀추가 분명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없으며 평화조약 기초 막판까지 유동적
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중요한 영역만 기술하고 독도 관련 기록은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평화조약 준비 대책의 원형은 전후 직후인

공식 교섭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것

1945년 10월 22일에 이미 나타났다. 이 날 작성된 「평화조약 체결의 방식

은 1952년 1월의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 귀속 문제가 대두되자 다른 공식

및 시기에 관한 고찰」에서 외무성은 영토 문제의 처리가 카이로선언, 포츠

문서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5

담선언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예상했다.6 이 글 벽두에서
인용한 영토 조항에 관한 포츠담선언 제8조는 “카이로선언의 내용은 이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카이로선언에는 한반도의 독립, 타이

4

본론에서 후술하나 이에 관한 참고 사례로서 외무성의 비공개로 인해 열람하지 못
했던 영토 관련 책자 『지시마, 하보마이, 시코탄』(1946. 11)을 호주공문서관에서 발
견, 분석한 하라[原貴美惠] 교수는 당시 일본의 북방 4도 중 남쪽 두 도인 시코탄・
하바마이 반환에 목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5

물론 이 문서는 2007년 이후 공개되기 시작한 일본 측 한・일회담 공식문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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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務省(2006),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準備對策』(이하 『準備對策』으로만 기술),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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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무성은 우선 카이로선언에 있었던 한반도, 만주, 타이완 등과 함께

완・펑후 등의 중국 반환 등과 함께 폭력(violence) 및 탐욕(greed)으로 인
해 약탈한 지역의 박탈이 규정되어 있었다.
애매하게 규정된 “폭력 및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이라는 카이로선
언 규정은 포츠담선언 제8조 후반에 있던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을 당연히 예고하고 있었다. 이후 일본의 영토 귀속 여부의

폭력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으로서 제1차세계대전 전승에 따라 획득한 태평
양의 섬들, 그리고 전전 확대에 따라 점령한 지역들을 포기해야 할 ‘약탈 지
역’으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토 귀속에 대한 위의 전망과 영토 귀속 교섭의 전략으로 원용하

초점이 폭력으로 인한 약탈 여부, 다시 말해 평화적으로 일본에 귀속된 고

려고 한 연합국의 영토 불확대 원칙은 반대로 폭력으로 인해 약탈한 것이

유영토인가의 여부에 모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런 예상 아래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일본이 그 귀속을 요구할 생각임을

11월 외무성은 예비 연구를 하기 위해 성내 사무관으로 구성된 평화조약문

의미했다.9 바로 그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 지시마[千島], 남사할린 등의 북방

제연구간사회를 설치하여 평화조약을 위한 준비에 일찍 들어갔다.7

영토와 오키나와 등이다. 동 문서 속에서 외무성은 지시마, 남사할린의 소

1946년 1월 26일 첫 번째 연구 성과가 나왔다. 평화조약문제 연구자료로

련에 대한 할양 및 오키나와의 중국 반환에는 그 지역이 일본 영토로 된 역

에서 외무성은 연합국에 의한 영토 귀속 조치 예상과 일본의 희망 및 교섭

점령 초기부터 남사할린이나 오키나와 지역의 영토 편입을 폭력에 의한 약

서 작성된 「상정되는 연합국 측 평화조약안과 우리 측 희망과의 비교 검토」

사적 경위 및 그 주민 구성 등으로 이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0 즉 일본은

전략 구상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외무성은 향후 영토 문제 조

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기 일본의 영토 구

치를 이하와 같이 예상하면서 대서양헌장,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등에서

상은 러일전쟁의 결과로 1905년에 획득한 지역은 물론, 더 나아가 1879년

규정된 연합국의 영토 불확대 원칙을 각 사례에 원용하여 유리한 해결을 도

에 편입한 오키나와나 1875년의 교환조약으로 인해 획득한 지시마조차 ‘약

모할 것을 다짐했다.8

탈 지역’으로서 상실될 우려를 안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에 관해서는 단지 ‘조선의 독립’으로만 규정되어 있

- 주권의 한계 :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및 기타 제소도에 한정

을 뿐 독도가 포함되는 것인가에 관한 기술은 없다. 물론 독도에 대한 기술

- 태평양제도 박탈

이 없다는 것은 1910년 한・일병합 이전인 1905년에 편입한 독도 귀속 문제

- 만주, 타이완, 펑후도 등의 중국으로의 반환

는 한반도 독립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고 일본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해석을

- 점령지의 반환

가능케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1905년에 이루어진 남사할

- 조선의 독립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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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村熊雄(1971), 『日本外交史 27 :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 鹿島硏究所出版會, 21쪽

『準備對策』, 18~19쪽. 이하 이 글에서는 전후 그 명칭이 바뀐 지역에 관해서는 통
일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으로 표기한다(인용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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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로 이런 논리 구성은 당시 실무자로서 관여한 시모다[下田武三]의 증언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下田武三(1984), 『戰後日本外交の證言・上：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 行
政問題硏究所出版局, 53쪽

10 『準備對策』,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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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의 획득뿐만 아니라 1870년대에 획득한 지역조차 폭력으로 인한 ‘약탈 지

이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를 최종적으로 결

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침탈이 이미 본격화되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패전국가로서 영토 귀속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던 1905년에 편입한 독도에 관해서도 일본이 그 귀속을 확신할 수 있는 고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의 일본에게 동 지령은 그 후 최종적인 영토 귀속

유영토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시기는 전범국가로서 영

문제가 한층 더 어둡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토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은 지극히 제약된 입장에 놓인 패전 직후였다.

사실 쓰시마의 일본 존속을 확인한 위 31일의 ‘영토 조항’에서도 외무성

실제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제한적인 전망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

은 향후 영토 결정 시 문제가 될 영역을 제1차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취득

가능하다. 1946년 1월 31일 작성된 ‘영토 조항’ 11 속에서 외무성은 1945년

한 제소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1905년에 정식 편입한 독도가 향후 문

12월 1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점령정책 재성명(再聲明)이 쓰시마[對馬島]의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임을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 존속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때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쓰

물론 동 ‘영토 조항’에서 독도의 귀속 문제가 일절 거론되지 않았던 점에

시마의 귀속조차 문제시 되었던 시기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의심의

는 주의가 필요하다. 동 문서에서는 제주도가 한반도와 같이 조치될 것이라

여지없는 귀속 영토로 인식했을 리가 없다. 일본의 영토 귀속에 관한 전망

는 규정뿐이며 677호로 인해 행정지역에서 제외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중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1946년 1월 29일, 행정적으로 일본 영토에서

영토 제외 지역으로 외무성이 명시한 것은 제주도 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제외되는 외곽 지역을 명시한 주지의 SCAPIN 677호가 나왔다.12 677호는

677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의 일본 귀속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추론

쓰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등 위 12월 19일 최고사령관 성명에 따른

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추론 역시 독도와 함께 울릉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동 지령은 미국 점령하에 있었던 북위 30˚이남의 남서

는 점으로 미루어 성립되지 않는다.

및 태평양 제도, 또한 소련 지배하의 지시마,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의 북방지역, 심지어 이즈[伊豆]를 일본의 행정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적

으로 일본에게 지극히 엄격한 영토 제한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러한 제한적

흐름에 따라 동 지령은 한반도 관련으로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제외 지역으로 지정했다.13 물론 동 677호는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바와 같
11 『準備對策』, 46~49쪽
12 시볼드의 회상에 의하면 이 SCAPIN 677호는 대일 강경정책을 주도하던 총사령부

민생국이 작성했다고 한다. W シ-ボルト(1966), 『日本占領外交の回想』, 野末賢三
譯, 朝日新聞社, 217쪽

13 동 지령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3항에서 제외가 규정되며, 한반도 자체

는 만주나 타이완과 함께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어 표시상 독도와 한반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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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울릉도는 이미 에도[江戶] 시대에 일본이 포기한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14 그 영유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가 절단되어 있는 인상을 준다. 이것을 가지고 츠카모토[塚本孝]는 독도의 게재가 일
본 영토의 외곽(도서) 이외의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塚本孝
(1994), 앞의 글, 33쪽]. 그러나 이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추리임이 틀림없다. 왜냐하
면 그 추리가 옳다면 제주도나 울릉도도 한반도 귀속의 외곽도서가 아니라 일본 귀
속 영토였음을 뜻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 외무성조차 유지하지 않는 논리다.
14 또 주목되는 것은 이 생각은 현재의 일본 정부 입장뿐만 아니라 외무성이 영토 문제

에 관해 연합국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1947년 6월 준비한 『태평양 및 일본해 제소
도』 속에서조차 울릉도 영유 문제는 에도[江戶] 막부가 그 섬에 대한 도항 금지령을
내림에 따라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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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과 함께 울릉도 포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독도 기술이 없는

다. 1946년 2월 1일에 작성한 「평화조약의 내용에 관한 원칙적 방침의 연구

이유가 677호 지령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일본 귀속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및 연합국 안과 우리 측 희망 안과의 비교검토에 대하여」에서 외무성은 “평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해석이 옳다면 독도와

화조약 체결 전의 연합국 조치에 대해 (중략) 연합국의 신중한 주의를 환기

함께 제외 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았던 울릉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 귀속을

시킬 것 및 우리 측 요망을 관철하는 데 노력할 것”16이라는 방침을 세운 후,

확신했다는 논리적 귀결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즉 위의 ‘영토 조항’에서

영토 문제에 관해서 “중요 제소도의 확보(특히 지리적, 역사적, 민족적, 경제적

독도의 제외가 명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그 귀속을 일본이 확신했기 때

의미에서)”(밑줄은 인용자가 그었음)17를 희망할 것을 정하고 있다. 즉 외무성

문이라고 하는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 자신들의 요망을 관철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 아래 평화조약을 향해서

또 677호 지령이 영토 귀속 전망에 관해 일본에게 영향을 준 것은 다른

‘중요 제소도’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럼에도 평화조약을 둘러싼 그 후의

자료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외무성은 1949년 9월자 『관리월보』에 게

교섭 기록에 독도가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이는 일본이 확보할 것을 원했

재된 「일본외지에 관한 기본문제」에서 677호 지령으로 인해 행정지역에서

던 ‘중요 제소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대목이

제외된 지역이 현재 어떤 법적 지위를 보유하는가, 또 이들 지역에 관해 향

라 하겠다. 즉 외무성에서 독도가 거론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고유영

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등을 자세한 연구로 정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

토라는 자각에 따라 독도의 귀속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 제소도’

다.15 즉 677호 지령이 나온 지 3년 경과 후에도 일본 정부는 그 지령이 영토

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훨씬 크다.

귀속 문제에 줄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러나 반대로 이들 사실은 일본 정부가 단순히 한반도의 귀속 영토로서

1949년은 냉전 격화에 따른 미국의 극동정책 변화로 인해 패전국 일본의

독도를 제외 지역으로 인식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946년 4월,

지위가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에 따라 후술하는 대로 영토 문제에

일본에서는 전후 처음으로 성인 남녀 모두가 참여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으

관해서 일본은 나름대로 대미 교섭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시기에도

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일본

불구하고 외무성은 677호 지령이 향후 영토 귀속에 줄 영향에 대해서 염려

영토이면서도 외국군대에 점령당해 실질적으로 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지역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 법적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선 중의원의원선거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1946년 초에 나타난 일본의 영토 귀속 전

법 부칙 제9항(1945년 법률 42호)에서 오키나와, 구나시리, 에토로후, 하보

망 속에서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를 독도의 귀속을 일본이 확신한

마이, 시코탄 등을, 그 후 중의원의원선거 시행령 부칙 제4항(칙령 제707호)

결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서 도쿄도 소속의 아오가시마[靑ヶ島], 그리고 위 SCAPIN 677호 발령에

또한 독도의 기록 부재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
15 荒敬(1994), 「管理月報 第4號別冊」, 『日本占領外交關係資料集 第10 卷』, 柏書房,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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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準備對策』, 73쪽

17 『準備對策』,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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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946년 칙령 97호로 도쿄도 소속의 오시마[大島], 미야케지마[三宅島],
하치죠지마[八丈島], 그리고 가고시마[鹿兒島]현 소속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

이와 같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독도를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제주

도, 울릉도 영유 문제와 달리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

島] 등과 함께 시마네현 오키[隱岐] 관내 독도를 선거 실시 지역에서 제외시

다. 다시 말해 평화조약을 둘러싼 영토 전망 및 전략 구상 속에서 독도 문제

켰다.18 동 조치에 대해 당시 내무대신은 위 해당 지역 역시 종전 후 교통에

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을 일본이 독도를 한반도에 귀속될 땅으로서 일

일부 제한이 가해진 이외에는 제반 행정은 모두 내지와 같으므로 당연히 선
거는 집행되어야 하는데, 677호로 인해 선거 실시가 정지되었다는 설명을

본으로부터 제외될 지역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보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것
이다.

하고 있다.19
즉 677호 지령은 독도와 함께 제주도, 울릉도도 일본의 행정지역에서 제

외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이 없으므로 선거 실시에

현실적인 지장이 없는 독도만을 내부 법령으로 일부러 실시 지역에서 제외
시켰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독도가 제주도, 울릉도와 분명히 다른

2. 영토 관련 책자의 작성과 로비설

존재라고 인식되었음을 가리킨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1월 29일자 지령에

1946년 5월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는 제1차 연구 성과로서 다섯 가지

서 한정된 일본 영토 외의 지역에 있는 경찰기관에 관한 건」에서도 볼 수 있

문서를 책정했다. 그 구성은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 및 준비

다. 동 지시는 677호 발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북

시책 방침(안)」, 「평화조약 내용에 관한 원칙적 방침」, 「평화조약 연합국 안

위 30˚이남의 남서제도, 이즈・오가사와라, 그리고 지시마 등과 함께 한반

(상정)과 우리 측 희망 안과의 비교 검토」, 「대일평화조약에서의 정치 조항의

도 관련해서는 독도만이 일본 경찰 권한 아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20 즉

상정 및 대처 방침(안)」, 「대일평화조약에서의 경제조항의 상정 및 대처방침

경찰 권한 지역에 관한 문서 역시 독도를 제주도나 울릉도와 분리해서 인식

(안)」22이었다. 당시 실무자로서 관여한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의 증언에

하는 시각이 일본 정부 내에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뜻한다.21
18 「昭和二十年 勅令第七百七號（衆議院議員選擧法施行令中改正ノ件）中改正ノ件」（マイク

ロフィルム番號013200-0199 : 같은 표제의 문서가 따로 있으므로 구별하기 위해 마
이크로필름 번호를 붙임）, 2~5쪽(동 문서는 쪽수가 없으므로 표지부터 저자가 세
었음), 日本公文書圖書館(www.archives.go.jp) 2010년 1월 17일 검색

19 위 「昭和二十年 勅令第七百七號（衆議院議員選擧法施行令中改正ノ件）中改正ノ件」,

19~21쪽

20 「領土外二對スル行政權停止二關スル件」, 日本公文書圖書館(www.archives.go.jp) :

2010년 1월 17일 검색
21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제2조(a)에 삽입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기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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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문서들 가운데 세 번째 「평화조약 연합국 안(상정)과 우리 측 희망
안과의 비교 검토」에서 영토 문제가 거론되었다.23 그러나 동 자료는 2006년

관해 1951년 8월 4일 작성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초안의 해설」 속에서 이들 지역
이 “종전 전도 조선총독부의 행정하에 있었던 섬들이다”라고 하는 보충설명과[外務
省(2007),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對米交涉』(이하 『對米交涉』으로만 표기), 674쪽]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일본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독도의 영유를 일제시
대의 행정 구역에 따라 구별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

22 『準備對策』, 87쪽

23 西村熊雄(1971), 앞의 책,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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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공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24 비공개 이유가 영
토에 관한 문제 때문인지, 또한 영토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독도에 관한 기
술 때문인지 등은 일절 불명이다.

역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시키고 있다.29
즉 1946년 5월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가 제1차 연구 성과로서 작성한
위 두 개 문서 속에서 일본이 영유 의사를 보인 지역은 태평양 전쟁 종결에

그러나 동 자료는 1947년 12월 시점에서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외

따라 미국의 점령 하에 들어간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등의 태평양제도,

신 기사를 이용해서 그 요지를 보도했다.25 니시무라 구마오는 보도 내용을

그리고 대전 말기 소련의 참전에 따라 점령당한 남사할린과 지시마 열도였

보고 작성 문서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다. 그리고 이러한 영유 의사는 이하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변함이 없었다. 다

진술하고 있으므로26 보도 내용은 믿을 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영토 조항은

시 말해 1946년 5월에 나타난 일본의 영토 인식은 1946년 2월 1일 「평화조

지시마,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를 포함한 태평양제도 및 근접제도(아마 이에
이오지마[硫黃島]가 포함될 것이다)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었다.27
또한 같은 시기 작성된 위 5권의 문서 중 네 번째 「대일평화조약에서 정

약의 내용에 관한 원칙적 방침의 연구 및 연합국 안과 우리 측 희망 안과의
비교 검토」에서 외무성이 목표로 삼았던 ‘중요 제소도’를 구체화시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SCAPIN 677호로 인해 행정 지역에서 이들과
같이 제외된 독도가 영유 대상 대열에 오르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치조항의 상정 및 대처 방침(안)」에서도 영토 인식과 그 대응이 기술되어 있

이와 같이 일본이 영토 확보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해가는 가운데 1946

다. 이 문서에서는 SCAPIN 677호로 인해 행정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 특

년 6월 22일 SCAPIN 1033호가 나왔다. 일본의 어업 영역을 제한할 것을

히 아마미오시마나 이즈오시마에 관해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것을

목적으로 한 동 지령은 이른바 맥아더라인을 책정하는 것과 함께 특히 독도

다짐하고 있다.

를 3(b)에 단독으로 명기함으로써 일본 어선들의 12마일 이내 접근조차 금

기타 동 문서는 오키나와에 관해 중국 반환의 가능성은 적으나 그 경우

지했다. 물론 동 지령 역시 일본의 통치권(national jurisdiction), 국경

는 반대할 것, 또 유엔 또는 미국 단독의 신탁통치 지역으로서 미국이 지정

(international boundaries)을 정식으로 결정하는 최종 결정이 아님을 규정

하려고 할 경우 그에는 반대하지 못할 것, 지시마와 남사할린에 관해 후자

하고 있으므로 이 지령 자체가 독도 제외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

는 포츠담선언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나 지시마는 얄타협정에 구속되지 않

에서 말한 일련의 흐름은 패전국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 영유에 대한 전망을

을 것을 강조하여28 최악의 경우도 인민투표로 부칠 것을 다짐하는 등 각 지

한층 더 어둡게 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고유영
토’ 독도로의 접근 금지를 명한 동 1033호 지령에 일본이 대응한 교섭 기록

24 『準備對策』, 114쪽

25 「讀賣新聞」 1947년 12월 11일

26 西村熊雄(1971) 앞의 책, 42쪽

27 西村熊雄(1971) 앞의 책, 41~42쪽
28 기록에 의하면 일본이 남사할린 및 지시마의 소련 영유에 관한 미소의 합의를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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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없다.
으로 인식한 것은 1946년 1월 29일 미국 번스(James F. Byrnes) 국무장관의 얄타
협정 발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準備對策』, 47쪽

29 『準備對策』, 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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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위 SCAPIN 1033호로 인해 생긴 어획량 부족에

1. 『지시마, 하보마이, 시코탄』(1946. 11)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1033호 지령에 따른 어업 조업

2. 『류큐 및 남서 제도』(1947. 3)

지역 제한으로 인해 생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업 지역 확장을 점령

3. 『오가사와라 및 화산열도』(1947. 3)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청 지역은 동지나해나 황해, 중태평양, 남지

4. 『태평양 및 일본해 제소도』(1947. 6)

시마 근해 및 소야해협[宗谷海峽] 서쪽 등이었다.30 이들 지역은 1946년 5월

5. 『사할린』(1949. 1)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가 영유 의사를 보인 지역과 기본적으로 겹치는 지

6. 『남지시마, 하보마이, 시코탄』(1949. 4)

역들이었다.30그러나 독도에 관해서는 그 영유 의사는 물론 주변 12마일 접

7. 『쓰시마』(1949. 7)

근 금지에 따라 생긴 조업 제한 조치의 완화조차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는다. 이는 당시 일본에게 독도가 영토 뿐만 아니라 어업 조업 지역으로서도

무엇보다 영토에 관한 설명자료 속에서 『태평양 및 일본해 제소도』

그다지 특필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내비치는 하나의 근거라고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Minor Islands

하겠다. 물론 독도에 대한 이들 무관심은 독도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었음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가 네 번째로 작성되었다.33 동

을 뜻하지는 않는다. 위 1946년 5월 무렵의 1차 연구 성과에 따라 외무성은

문서가 다룬 섬들은 다이토제도[大東諸島],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오키노

각 문제를 보다 깊이 검토하기 위해 제2차 연구계획을 책정했다. 그 계획 책

토리시마[沖ノ鳥島], 독도, 울릉도 등 다섯 가지이며 그 가운데 독도 관련 내

정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일련의 설명 자료가 작성되었다.31 1946~1950년

용은 지리, 산업에 대한 짤막한 언급과 함께 일본에서는 이미 1667년의 고

12월까지 작성된 자료는 일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특수 문제 등을

문서에서 독도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 ‘Dagelet’에는 ‘울릉도’라는 한국명

포함한 총 36권에 이르는 포괄적인 것이었으나 이 가운데 영토 문제에 관해

이 있으나 ‘Liancourts Rocks’에는 없다는 것, 또 1905년 2월에 독도를 시

서 이하와 같은 7권의 영토책자가 작성되었다32(괄호는 작성날짜).

마네현 오키의 행정하에 편입했다는 것 등의 간략한 역사 해설이다.34
결과적으로 이 문서가 독도 귀속 문제에 관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틀

30 “Request for Authorization for Extension of Fishing Areas”, 1947. 5. 5 : 竹前榮

림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독도 포기 요구를 받아 독도 귀속 문제

治 監修(1994), 『GHQへの日本政府對應文書總集成 10』, エムテイ出版, 978~979쪽

31 西村熊雄(1971), 앞의 책, 45쪽

32 西村熊雄(1971), 앞의 책, 45~47쪽 ; 外務省(2002), 『平和條約締結に關する調書』

[第一分冊（I~III）], 676~677쪽. 이하 『平和條約締結に關する調書』에 관해서는 『調
書』로 약기한 후 분책(分冊)번호만 표기함. 단 『調書』에는 작성연월 표기는 없다.
문서의 순서에 관해 니시무라 구마오는 작성 시기와 상관없는 분류를 하고 있으나
NARA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류큐 및 남서 제도』에 ‘part II’, 『오가사와라 및
화산열도』에 ‘part III’, 그리고 『태평양 및 일본해 소제도』에 ‘part IV’라는 순서 번
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영토 문제에 관한 책자 번호는 작성연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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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론과 같이 저자가 표기했다.
33 동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시모다의 증언에 의하면 동 문서는 당시 조약국에 있었던 가

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담당했다고 한다. 下田武三(1984), 앞의 책, 53쪽. 가와카
미 겐조는 독도 영유 분쟁화에 따라 外務省條約局(1953), 『竹島の領有』를 쓴 사람이
며, 그 후 그는 이 소책자를 발전시켜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硏究』,
古今書院을 출판했다.

34 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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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막판에 이르던 1951년 7월 13일 지리학자로서 영토 문제의 자문 역할을

이 의견서가 송부된 후 독도의 일본 귀속을 정한 12월 8일자 초안 제3조 작

하던 보그스(Samuel W. Boggs)는 일본이 준비한 위 문서의 이름을 직접 거

성에 즈음하여 보그스는 이 수정이 시볼드의 제안에 따른 것임을 보고하고

론하고 있으며,35 또 31일에는 ‘Liancourts Rocks’의 한국명을 추가 조사한

있다.39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36 이 사실은 내용 면에서도 일본이 작성한 위 독도

관련 책자가 막판에 영향을 발휘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독도의 귀속 수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위의 시볼드 의견서에는 일본
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증언도 있다. 당시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 간사역

또 선행연구로 인해 밝혀진 바와 같이 1947년 3월 9일의 평화조약 최초

으로서 중책을 맡은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는 시볼드의 사무소를 자주 찾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 초안까지 한반도 귀속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던

아 일본이 작성한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40 요시다 시게루

독도는 1949년 12월 8일 초안에서 처음으로 일본 귀속으로 되었다.37 이 변

[吉田茂] 수상은 이러한 영토 문제에 관한 자료가 가장 힘을 쓴 것의 하나였

화는 시기적으로 볼 때 총사령부(GHQ) 외교국장으로서 직접 일본과 교섭

음을 진술하고 있다.41 실제 시볼드가 위의 의견서 속에서 일부러 독도를 거

하는 입장에 있던 시볼드(William J. Sebald)가 본국에 보낸 주지의 1949년

론한 점을 생각하면 일본 측 실무자와의 토의 과정에서 독도에 관한 이야기

11월 14일의 전보 및 그것을 발전시킨 19일자 의견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

가 오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다. 19일의 시볼드 의견서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고 정

이와 같이 독도 관련 책자의 작성, 시볼드 의견서, 일본 측 관계자의 회상

당해 보이며 독도를 한반도 앞바다(off the shore of Korea)에 위치한다고 간

등을 감안할 때 독도 영유에 대한 이른바 일본의 로비설이 유력해 보인다.42

주하는 것은 어렵다” 38고 하며 독도의 일본 귀속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129쪽
35 USNARA/694.001/7-1351,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

39 USNARA/Doc.No:N/A,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from

Daito Islands and the Draft Japanese Peace Treaty”(1951. 7. 13), 이석우 편
(2006), 앞의 자료집, 242쪽

Samuel W. Boggs(Special Adviser on Geography,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to Maxwell M. Hamilton(U.S. Representative on the Far Eastern
Commission) and Robert A. Fearey(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 :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Territorial
Clauses”(1949. 12. 8),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132쪽에서 재인용. 다
만 동 보고가 전하는 시볼드의 제안에 따른 수정 사항은 직접적으로 영토 귀속을
“positive terms”로 정하는 표기 방식에 관한 것이며, 독도의 귀속 문제가 아닌 점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 “positive terms”라고 함은 영토 귀속을 제외 지역 명기로 인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 지역을 직접 명기하는 방식을 뜻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초안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귀속으로 된 것 역시 시볼드 의견서의 내용이 작용
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36 USNARA/Doc.No:N/A,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to

Robert A. Fearey(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 from Samuel W. Boggs(Special Adviser on Geography,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 Parangdo and Dokdo(islands)”(1951. 7. 31), 이석우 편
(2006), 앞의 자료집, 253쪽
37 평화조약 초안에서의 독도 영유권 변화는 이석우(2003),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

란시스코평화조약』, 인하대학교출판부, 72~73쪽에 정리되어 있다.
38 USNARA/740.0011/PW(PEACE)/11-1949, U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for Japan, “Comment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Enclosure to Despatch No.806 dated November 19, 1949, from Office
of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for Japan, Tokyo, Subject : “Comment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1949. 11. 19),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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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下田武三(1984), 앞의 책, 54쪽

41 吉田茂(1983), 『回想 10 年』 第3卷, 東京白川書院, 26쪽
42 정병준(2005b),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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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과로서 독도 귀속 문제가 일본에 유리하게 된 것은 평화조약 작성 과
정에서 일본이 취한 철저한 준비와 연합국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의 결과라

를 냈으나 동 포고는 1697년 이후 울릉도가 한국에 귀속되었다(turn over)

는 이유로 울릉도로의 도항은 허락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 또

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로비설이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뚜렷한 영유

한 메이지[明治] 신 정부도 그 방침에 따라 울릉도 개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 설에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탄원을 물리쳤다는 것, 그리고 병합 후 울릉도는 총독부 행정하에 들어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으므로 울릉도의 기술 자체는 영유 정당화를 목적으

첫 번째 문제는 평화조약을 위해 준비된 책자를 로비설의 유력한 근거로

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4 일본 정부가 동 책자에 울릉도 관련 기술을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외무성이 연합국에

왜 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뜻은 불명이다. 그러나 그 후 울릉도에 대한 영

대한 설명 자료로 작성한 문서들은 총 36권에 이르는 포괄적인 것이었으며,

유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접 로비 대상으로 보

바로 그 작성에 관여한 시모다 다케조가 증언하듯이 “총 수십 권, 수십만

이지 않는 내용까지 담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평화조약의 내용에 관계가

어에 달하며 평화조약의 내용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거

있을 것 같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거의 다 망라”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느끼

의 다 망라한 자료”43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동 문서들은 “평

게 한다. 또 이러한 성격은 외무성이 일찍 그 귀속 성명을 확인하던 쓰시마

화조약 내용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사항”을 일단 거론한 것에 불과하며, 그

에 관한 책자를 1949년 7월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문서에 담은 사항들을 꼭 국가로서 실현시켜야 할 목표를 담은 것으로까지

있으며, 반대로 일본이 1946년 5월 시점에서 이미 그 영유를 포기하던 사

평가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영토 책자는 7권이 만들어졌
으나 이들 영토 관련 책자 역시 일본이 영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로비 대상
을 담은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독도가 담긴 같은 책자 속에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동 책자에서 외무성은 울릉도에 관해
1697년 당시 에도 막부가 어업을 위한 울릉도 도항을 금지함에 따라 한・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 문제는 한동안 해결되었다(settled)는 것, 그와 관련해
1837년의 밀무역으로 인한 해운관계자(shipping agent) ‘하치에몬’ 처형 사
건을 계기로 막부가 외국영토로의 모든 도항(all journey)을 금지하는 포고
43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下田武三(1984), 앞의 책, 54쪽에 따른 것이나 이러한 표현

은 吉田茂(1983), 앞의 책, 25~26쪽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시모다 다케조의 표현은
요시다 시게루의 회상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6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44 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9-2347. pp. 10~11 ; 정병준(2010), 앞의

책, 342~346쪽은 일본 정부가 동 책자 속에서 울릉도에 대한 과거 일본인들의 관
여 사실을 기술한 부분을 특필하고 동 책자를 통해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의 부
속도서로 선언”했다는 놀라운 해석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울릉도에 대한 일
본 측 관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의 움직임에 불과하며, 본론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국제법상 영토 영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
한 기술 내용들은 모두 동 책자가 울릉도의 영유 ‘선언’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가리키
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부속도서 선언’의 근거로서 동 책자가 1950년의 문서에서 일
본어로 번역된 ‘일본부속도서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미국
에 대한 설명 자료로 만들어진 동 책자들은 원래 원문이 영어이며 따라서 ‘인접’을
뜻하는 ‘adjacent’라는 원어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정 교수는 원어인
‘adjacent’보다 일본어 번역인 ‘부속도서’라는 개념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이유로 같
은 인접도서이면서도 일본 귀속이 확실한 쓰시마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으나, 쓰시마에 관한 설명 역시 비록 다른 책자이지만 준비되어 있다. 또한
그 포기를 기존사실화 했던 사할린에 관한 책자 역시 ‘일본부속도서 시리즈’에 들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일본부속도서 시리즈’가 꼭 일본 영토임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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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린에 관한 책자를 만든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독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만들어진 책자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

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수 있
을 리가 없다. 사실 독도의 한국 귀속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면 과연

다. 더구나 그러한 포괄적인 문서 중 독도 기술 분량은 위에서 소개한 역사,

시볼드의 건의만으로 국가방침이 단시간에 변경되는 것이 가능한지 지극히

지리, 산업 부분을 포함해 1페이지 남짓한 정도다. 즉 연합국에 제공하기

의문이다. 더욱이 시볼드 의견서의 내용은 단지 당사자인 일본의 주장을 간

위해 작성된 책자 속에서 전개된 독도 관련 기술은 틀림없이 그 영유를 정

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 정해진 국가 방침을 뒤집을 만한 상세하고 객관적

당화하는 내용이었으나, 그것이 곧 일본이 국가로서 독도에 강한 영유 의사

인 근거를 새롭게 제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시볼드 의견서가 송부된

를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직후 독도 귀속이 일본으로 변경된 것은 오히려 변경 이전의 초고에서 나타

두 번째 문제는 독도 영유권 확정에 영향을 끼친 시볼드 의견서 역할에

난 독도의 한국 귀속 명기 자체가 미국 정부의 정식 방침이 아니었음을 시

대한 과잉 해석의 문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볼드 의견서가 나오기

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반대로 시볼드 의견서에 따라 일본 귀속으로 명

전인 1949년 11월까지의 평화조약 초고에는 독도의 한국 귀속이 명시되어

시된 독도가 다시 사라지게 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시볼드 의견서 직

있었다. 시볼드에 대한 공작 결과로서 독도의 귀속 변경이 일어났음을 강조

후에 나온 초안이 만약에 정식 국가 방침의 위상을 가졌다면 그 후 왜 다시

하는 로비설은 바로 시볼드 의견서가 나온 직후인 12월 초안에서 독도의 귀

독도의 일본 귀속에 관한 기술이 사라졌는지 의문스럽다. 사실 주목해야

속 변경이 일어난 점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해석이 혹시 미국 정부

하는 것은 단지 조문에서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후술하듯이

의 공식 방침을 변경시켰다는 주장이면 그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지적해야

1951년 7월 한국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이후 나타난 미국의 대응들은

한다. 현재 1949년 11월까지의 초고에서 미국이 어떤 정보로 인해 독도의

평화조약 막판까지 독도에 관한 미국의 국가 방침이 확실한 기반을 갖추고

한국 귀속을 명기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정보가 무엇이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들은 시볼드 의견서

그 시점까지의 초고가 미국의 정식 국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은

전후의 초안들이 단지 미국 정부의 일각에서 잠정적으로 구상된 것에 불과

원천적으로 어렵다.

하며, 따라서 시볼드 의견서를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과 직접 연관시키는

우선 1949년이라는 시기는 대일 유화라는 평화조약 성격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45 따라서 평화조약 전체의 성격

45 1948년 10월의 NSC 13/2 “NSC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U.S. Policy

Toward Japan”은 평화조약을 대일징벌적인 것으로 하지 않음을 밝혔으나[大藏省
財政室 編(1982), 『昭和財政史 - 終戰から講和まで』, 第20 卷(英文資料), 東洋經濟新報
社, 193쪽] 이것으로 평화조약의 성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
다. 예를 들어 호소야[細谷千博]는 애치슨(Dean Acheson) 국무부 장관의 취임, 국
방부의 저항, 영연방의 반대 등을 들어 1949년 후반도 평화조약의 성격이 여전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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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과잉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평화조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교섭 기록은 일본이

동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細谷千博(198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への道』, 中央
公論社, 50~51쪽. 적어도 대일 유화로서의 평화조약 성격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결
정한 것은 본론에서 후술할 덜레스(John F. Dulles) 고문의 취임, 평화조약에 대한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성명, 그리고 대일강화 7원칙이 나온 1950년 후
반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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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뚜렷한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로비설을 뒷

에 수교한 것과 같은 문서를 제출했다.51 영연방대표에 대한 이 시기의 활동

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 대일평화조약에 관한 영연방 측의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 8월 말 열릴 예

1947년 1월 20일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의 아사카이 고이치로[朝海浩一郞]

정이던 호주 캔버라영연방회의 개최를 내다본 것이었다.

는 대일이사회 영연방 대표 볼(McMahon Ball)에게 비밀리에 영토 문제에 관

독도가 포함된 네 번째 문서가 1947년 6월 무렵에 작성되어 있었던 것을

한 설명 자료를 건넸다.46 또 아사카이 고이치로는 위 볼에게 수교한 문서를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애치슨, 볼에게 수교된 위 문서들 속에 해당 문서가 들

애치슨(George Atcheson) 대일이사회 미국대표에게도 1947년 3월 12일 이

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52 그러나 적어도 기록에 의하면 일본 측 제출 자

전에 수교하고 있었다.47 그러나 독도가 들어간 네 번째 문서의 완성이 6월

료를 읽으면서 볼 대표가 던진 일본 근해 도서에 대한 질문에 아시다 히토시

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 연합국 측에 넘겨진 영토 관련 책자가 네 번째 문서

외상이 답한 것은 시코탄[色丹],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등이었다.53 시코탄은

였을 가능성은 없다.

위 문서 구성 중의 1, 6에 해당되나 시기를 감안하면 동 자리에서 제출된 것

이후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연합국 접촉이 계속된 기록이 있

은 첫 번째 문서일 것이며, 또 아마미오시마는 두 번째 ‘류큐 및 남서 제도’

다. 아사카이 고이치로는 1947년 7월 3일 영토에 관한 서류를 애치슨에 수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I. RYUKYU AND OTHER NANSEI

교했다고 보고하고 있다.48 또 외무성은 7월 26일 애치슨 대사와의 회담을

ISLANDS)에 들어가 있다.54 즉 동 시기 연합국에 제출된 문서들은 광범위했

위해 24일 포츠담선언에 따른 일본 귀속 소도의 결정에 즈음하여 일본 본토

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기록상 애치슨, 볼 대표에 수교된 문서들 가운데 직접

와의 역사적,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인 긴밀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

적인 토의 대상이 된 것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관련 문서였던 것으로 추측된

는 희망을 전할 것을 규정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49 실제 그 문서는 26

다.55 다시 말해 독도가 일본의 강한 로비 대상이었다는 기록은 없다.

년 8월 11일 아시다 히토시 외상은 볼 영연방대표와의 회담에서 위 애치슨

51 西村熊雄(1971), 앞의 책, 36~37쪽

일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외상으로부터 애치슨에게 수교되었다.50 또 1947

52 다만 동 문서를 본국에 부친 보고문서에는 ‘도쿄 1947년 9월 23일’, ‘국무성 수령 10
46 西村熊雄(1971), 앞의 책, 29쪽
47 니시무라는 3월 12일 아사카이 고이치로와 애치슨 회담을 언급하면서 동 문서가 그

회담에 앞서 애치슨에게 넘겨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西村熊雄(1971), 앞의 책,
31쪽.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불명이다.

48 外務省(1979), 『初期對日占領政策（下）：朝海浩一郞報告書』, 每日新聞社, 14~15쪽.

단 동 회고 속의 영토에 관해서는 그 앞에 ‘◯◯’이라는 기호가 기입되어 있으며, 사
실상 어느 영토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49 『準備對策』, 246쪽
50 『準備對策』, 253쪽

100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월 1일’이라는 날짜 표기가 있어(동 문서에는 몇 가지 날짜 기술이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불명이나 그 시기는 큰 차이는 없음) 도쿄 9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일
본에서 넘겨진 직후에 찍힌 날짜라면 7, 8월의 교섭 장에서 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
았을 가능성도 있다. 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9-23 A/DE

53 『準備對策』, 277쪽. 기록에서는 시코탄, 아마미 ‘등’으로 되어 있어 기타 섬들에 대

한 응답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로비설이 가정하는 독도에 대
한 일본의 강한 영유 의사는 동 섬에 대한 교섭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이다.
54 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7-1447
55 위에서 언급한 『태평양 및 일본해 제소도』를 본국에 보낸 보고문서(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9-23 A/DE)에서는 7월 14일자로 영토 책자 1, 2, 3권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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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로비설은 기록에 남지 않는 이면 교섭을 중요시 할 수도 있다. 그러

한 기록이 남지 않는 이면교섭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

나 영토 관련 책자가 작성, 제출되던 1947년 당시 일본은 아직 패전국으로

는 것은 이들 시볼드에 대한 일본 측 이면 활동이 국가로서의 뚜렷한 영유

서 지극히 제약된 위치에 있었다. 아사카이 고이치로는 7월 3일 애치슨과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영토는 국가 성립의 기본

회담에서 영토에 관한 최근 일본의 견해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에서

단위이며 따라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공식성이

도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애치슨의 진술을 보고하고 있으며,56 또 애치슨

요구된다. 그리고 당시 그것을 충족하는 근거는 말할 나위도 없이 평화조약

과 볼에 제출된 동 문서들은 비공식이라도 그것을 수령하는 것이 일본에 반

이었다. 따라서 독도 귀속의 실현은 점령군의 부속에 불과한 외교국 소속의

대하는 다른 나라들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57 또 8월의 영

시볼드에 대한 로비만으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혹시 당시 교섭의 직

연방 캔버라 회의에서 본토 이외의 일본 소유 영토는 가능한 한 최소한도에

접적인 창구였던 시볼드에 대한 일본의 활동이 국가로서의 명확한 영유 의

제한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추세였다.58

사를 드러낸 신호탄이었다면, 이하 논하는 바와 같이 영토 문제에 대해 공

즉 전승 - 패전의 역학관계가 짙게 남았던 동 시기에 독도 귀속 문제에 중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면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확대

식적으로 결정짓는 평화조약 조문 교섭에서 독도 문제가 왜 단 한 번도 정
식으로 제기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해석이다. 실제 상술한 바와 같이 시볼드의 의견서가 나옴에 따라 독도 영

다시 말해 시볼드에 대한 일본의 활동은 “평화조약 내용에 관계가 있을

유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49년 12월의 일이며, 1947년 6월 작성 문서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망라” 한 포괄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

가 당장 영향을 준 일은 없었다.

어진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

물론 로비설이 중요시하듯이 1949년 11월의 시볼드 의견서는 독도에 관

로 보인다. 이른바 로비설은 일본의 영유 의사를 사실관계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 의사를 뒷받침하는 위험성을

송부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본론에서 논한 시코탄, 아마미오시마가 토의된 7월,
8월 무렵의 시기와 일치한다.

56 外務省(1979), 앞의 책, 15쪽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해야 한다.59

57 西村熊雄(1971), 앞의 책, 34~35쪽. 동 문서는 아시다 히토시 외상으로부터 총사령

59 로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저자의 NARA 조사에서는 영토에 관한 로비

58 『準備對策』, 305쪽. 그러나 흥미롭게도 캔버라회의에서는 ‘최소한도’라는 합의와 달

관련 문서로는 55명의 서명을 담은 오키나와 일본 귀속에 대한 1946년 10월 2일자
의 탄원서(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10-2146), 또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1947년 8월 13일자 홋카이도 의회 의장의 맥아더 장군에 대한 탄원서(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9-1847) 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독도에 대한 유

부 민정국장 휘트니(Courtney Whitney)에게도 수교되었다고 하나, 곧 반려되었다
고 한다. 단 그 후 제8군사령관 에이첼버거(Robert L. Eichelberger) 중장을 통해서
동 문서는 미국 측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리 한반도 관련해서는 그 주민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한반도의 불
확실한 장래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를 일본의 주권하에 둘 것을 조언하는 것
을 고려할 것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것은 10월 9일자로 미
국무성에 전달되었다. 740.0011 PW(Peace)/10-947, “The British Embassy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ume
VI The Far East,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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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움직임은 아직 발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1948년 8월 5일자
로 당시 ‘대한우국노인회’(the Patriotic old Men’ s Association)가 독도, 쓰시마, 파
랑도에 대한 한국 반환 탄원서를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RG59,
Central Decimal File, 894.014/9-1648. “The Patriotic old Men’ s Association”이
당시 존재하던 ‘대한우국노인회’에 해당함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세미나(2010.
7. 19)에서 현대송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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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패전국 일본에 대해 엄격할 것이 예상되던 영토 귀속 문제는 그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일본의 국익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후 변화되기 시작했다. 증대하는 냉전의 그림자는 이른바 봉쇄정책을 본격

는 점이다.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 강화는 반대로 북방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적으로 가동하게 했다. 그 주역이던 케넌(George F. Kennan)은 10월 14일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소련은 얄타협정으로 남사할린

자로 남지시마를 일본에 영유시킬 입장을 드러냈다.60 또 이미 봉쇄 정책이

의 반환과 지시마의 인도에 관한 약속을 미국에게서 받고 있었다. 반대로

본격화되던 1949년 6월 총사령부 외교국의 휴스턴(Cloyee K. Huston)은 지
시마를 소련에 인도하기로 한 얄타협정에는 ‘지시마’의 정의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역사적・행정권의 고려, 일본의 어업 이익, 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북방 4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을 국무부에 건의하고 있다.61
또 냉전의 표면화에 따라 군부 역시 6월 통합참모본부(JCS)가 군사적인

북방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증대는 남서, 태평양 제도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저절로 높였다.
이러한 냉전 체제의 강화는 북과 남에 있던 ‘고유영토’에 대한 주권 상실
의 위기감을 구조적으로 일본에게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대서양헌장 등에
보이던 연합국의 영토 불확대 원칙은 동서냉전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

측면에서 소련의 봉쇄를 위해 일본 주변도서의 연쇄성이 가지는 전략적 중

해 사실상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946년 2월

요성을 지적하고 있다.6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의 일본 귀속을 건의한 시

무렵에 이미 구체화되던 ‘확보해야 할 중요 제소도’는 냉전체제의 한가운데

볼드 역시 독도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로서의 사용가치를 언급했다.63 이것

서게 된 이들 북과 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은 일본의 주권 회복 직후인 1952년 7월에 독도가 미・일행정협정 제2조에
기초하여 미군의 해상연습장으로 지정된 사실을 상기시킨다.64

그러나 1948년 이후 일본의 공식 기록은 영토 문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1947년 맥아더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촉발된 강화

즉 냉전의 진행에 따른 주지의 미국 대일정책 변경은 영토 문제에 관해서

움직임은 그 후 냉전의 진행에 따라 강화 후의 일본의 안전보장 문제, 군사

도 그 기조를 바꾸어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냉전의 진전은 적어도

기지 확보의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잠시 교착상태에 빠졌다.65 아마 이로 인
해 평화조약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영토 문제는 잠시 그 움직임을 멈출

60 PPS10, “Results of Planning Staff Study of Questions Involved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ume VI
The Far East, p. 538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1 894.628/6-2749, “ The Charge in Japan(Hust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art 2, pp. 787~791

62 細谷千博(1984), 앞의 책, 58쪽

63 740.0011 PW(Peace)/11-1449,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art 2, p. 900
64 원래 독도는 1940년 8월 일본해군의 군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대륙을 향한 지

리적 특성상 군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川上健三(1966), 앞의 책, 252~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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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냉전의 진전에 따라 일어난 대일 강화를 위한 미국 내부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楠綾

子(2009), 『吉田茂と安全保障政策の形成』, ミネルヴァ書房, 제2장과 제3장에서 자세

히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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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일강화의 구체화와 대응

- 타이완, 평후제도를 중국에 반환한다.
- 남사할린을 소련에 반환하고 지시마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지지부진했던 평화조약 문제의 타개를 위해 국무부 고문에 취임한 덜레

- 조선을 독립시킨다.

스(John F. Dulles)는 1950년 6월 7일 일본의 지리적 상황(Geography)에

- 남양 위임통치지역을 포기한다.

관해 대륙중국, 만주, 북한, 사할린, 지시마가 공산세력 지배하에 있는 상

- 관동주(關東州) 조차지를 중국으로 반환한다.

황 속에서 타이완은 위험하고,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전
했다.66 그리고 18일 후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예상된 한반도에서 포화가

기타 동 문서는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 이오지마에 대한 신탁통치를

터졌다. 이웃 지역에서의 공산세력 침공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일 수

예상했다.69 일본은 이상과 같은 예상을 배경으로 그에 대응하는 상세한 방

밖에 없었다. 미국 내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군사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침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입장 표명 요청이 평화조약 대강

위해서도 평화조약 체결로 인한 일본의 독립을 미루자는 주장이 강했으나,

이 결정된 후가 될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일본은 조약 대강이 결정되기 전

오히려 점령의 장기화에 따른 미・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

에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을 얻었다.

일본은 평화조약 조문 기초 전에 적극적으로 그에 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1950년 9월 14일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대일강화에 관한 성

이를 위해 사무당국이 ‘A작업’으로 칭한 일련의 작업이 9월 말부터 시작

명을 발표하였고, 이튿날인 15일 미 국무성 관계자가 대일강화에 관한 미국

되었다.70 그 결과 10월 4일자로 작성된 「미국의 대일평화조약안 구상에 대

의 구상을 밝혔다.67 드디어 대일강화의 열쇠를 가진 미국이 구체적으로 움

응하는 우리 측 요망방침(안)」과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대미진 술서

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추세를 맞아 1950년 9월 외무성은 미국이 대일

(안)」이 완성되었다.71 그 안은 정치・군사・경제・조약 이행・안전보장 등에 걸

평화조약에 관한 조건으로 제출해 올 것을 예상한 「대일평화조약상정대강」

친 상세한 것이었다. 영토 문제에 관해 외무성은 역사적, 인종적으로 일본

을 작성했다.68 그 속에서 영토 문제에 관한 예상은 아래와 같았다(밑줄은

고유의 섬이었던 지역, 따라서 카이로선언이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갈취

본문).

또는 점령”한 지역이 아닌 부분을 영토 귀속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그 근거를 토대로 영유를 주장하려 한 지역은 지시마・류큐・오가사와라・이
오제도들만이었다. 외무성은 영토 문제에 대해 “해외 영토의 전부를 잃은

66 694.001/6-750, “Memorandum by the Consultant to the Secretary(Dulles)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ume
VI, East Asia and The Pacific, p. 1208

67 『對米交涉』, 12쪽

68 다만 동 문서가 미국의 구상 전달 이후에 작성된 것인지는 자료적으로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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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準備對策』, 521쪽

70 A 작업의 전체 내용에 관해서는 『調書』 第一分冊, 639~662쪽 참조
71 <진술안> 중의 영토 문제는 『對米交涉』, 25~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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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에게는 본토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박탈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75 다시 말해 1946년에 그 모습을 이미 드러낸 ‘두

일” 72이라고 진술했으나,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된 동 시기에 본토에 속한다

도 반환’론은 평화조약 기초가 구체화된 1950년 가을에 접어 들어서도 변

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함이 없었던 것이다.

평화조약을 내다보면서 귀속 요구 영역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특히 주목

기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이오에 대해서 동 문서는 역사, 주민의 인종

되는 것은 현재 북방 4도 반환 요구와 관련되는 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적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기지 사용 의도를 존중하는 대신, 영토 주

견해다.

권 자체는 일본에 남길 것을 호소하고 있다. 즉 오키나와 등에 관해서도 이

외무성은 지시마의 소련 인도를 약속한 얄타협정이 영토 확장을 부정한

른바 잔존 주권을 요구한 것이다.

대서양헌장에 위배되는 데다가 밀약이므로 일본이 관계하는 바가 아님을

북과 남에 위치한 섬들에 대한 이러한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는 이들 지역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시마 열도의 일본 귀속을 미국에 전하는 원칙적인 입

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무성은 9월 하순

장을 밝히면서도 하보마이, 시코탄은 지대구조상 북해도의 일부이며 지시

부터 10월 중순까지 피어리(Robert A. Fearey)와 세 번에 걸친 회담을 통해

마 열도에 속하지 않으므로 영토 처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

지시마가 소련 점령하에 있는 조건에서는 귀속 문제는 미해결로 할 수밖에

하였다.73
이는 거꾸로 말하면 북방 4도 중 북측 2도는 지시마 열도에 속한다는 인
식을 드러낸 것으로 현재 북방 4도는 지시마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

없다는 것, 또 오키나와에 관해 군부의 강한 희망으로 신탁통치하는 선으
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키나와는 역사적·민족적으로 일본과 배경이 다르다
는 견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고 있었다.76

‘ 극적’인 방침은 소련
조하면서74 그 반환을 주장하는 모습과 다르다. 이런 소

이와 같이 평화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1950년 가을

의 점령이 그대로 영토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에는 고유영토론에 기초하여 일본이 기대한 북과 남의 섬들의 귀속 문제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우선순위가 월등히 높은 지역의 귀속 문제가

사실 이에 관해서는 전후 미국에 의한 영토 처리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이 독도 문제에 심경을 쓸 겨

한 하라 기미에[原貴美惠]가 7권의 영토 책자 중 일본에서는 비공개인 『지시

를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일본은 1950년 10월 4일자의 「대미진술

마, 하보마이, 시코탄(1946. 11)』을 호주공문서관에서 발견, 북방 4도에 관

(안)」 속에서 타이완, 남양제도와 함께 조선의 독립을 수락하는 의도를 내

해 당시 일본의 반환 목표가 남쪽의 시코탄・하바마이의 이른바 ‘두 도 반환’

비쳤으나77 그와 독도는 별개의 문제임을 천명하는 등의 교섭 기록은 없다.

72 『對米交涉』, 26쪽
73 『對米交涉』, 19쪽

7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www.mofa.go.jp/mofaj/area/hoppo/hoppo_kei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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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原貴美惠(2005), 앞의 책, 제3장 참조
76 『調書』 第一分冊, 774쪽

77 『調書』 第一分冊, 951쪽. 이에 관해 동 진술이 이들 지역의 포기 수락 이유를 “주민

의 의사에 반해 영토를 가지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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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시기의 기록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또 하나의 문제는 혹시 비밀리에 독도의 귀속이 일본에 전해져 있었다면

것은 그 이전 시기에 기록이 없다는 것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그 후 연합국의 귀속 방침이 불투명해질 경우 오히려 일본은 한 번 약속받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9년 12월의 초

은 독도 귀속문제를 교섭의 도마에 적극적으로 올려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안에서는 독도의 일본 귀속 방침이 처음으로 정해지고 있었으며, 이 방침은

그러나 독도 제외를 규정한 영국 초안에 직면했을 때도 일본은 독도 영유

1950년 10월 무렵 호주의 질문에 대한 미국의 답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78

조치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일조차 없다.

따라서 1950년대에 접어든 이후 독도 영유에 관한 교섭 기록이 없다는 것

따라서 1950년 이후 평화조약의 기초가 구체화되어가는 가운데서도 독

은 일본이 독도의 귀속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 의사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를 그 귀속에 대한 확신

그러나 이 추론 역시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 역시 어렵다.

하나는 위 방침 전환은 어디까지나 미국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기록상

11월 24일 미 국무성은 대일강화 7원칙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반도에

동 방침이 일본에 정식으로 전해져 있었음을 가리키는 자료적 증거가 없다.

관해서는 독립 승인, 오키나와・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을 시정권

기록상 일본이 평화조약 초안을 미국으로부터 처음 제시받은 것은 1951년

자로 하는 신탁통치 실시에 관한 유엔 의결 합의, 타이완・펑후, 남사할린,

3월의 초안이며, 1949년 12월 초안과 달리 여기에는 독도 귀속 여부에 관

지시마 등에 관해서는 영연방, 소련, 중국, 미국의 향후 결정을 수락할 것

한 규정이 없다.79 물론 여기에서도 기록에 남지 않은 점에서 독도의 일본 영

(평화조약 발효 후 1년 경과 후에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유엔총회가 결정) 등이 규

유가 전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독도 영유가 일본에게 중요한

정되었다.80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세계를 향해서 공표된 이 7원칙은 그

사항이었으면 그 지역의 귀속이 약속되었다는 정보가 왜 평화조약을 둘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키나와 등에 대한 신탁통치, 북방 4도에 관한

싼 기록 속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의 결정, 한반도의 독립 승인만을 규정하는 등 영토 문제에 관한 구체
성이 결여되고 있었다. 원칙만이 표면화된 이상 일본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는 바로 일본의 영토 영유 의사를 검증하는 데 중요

할 만하다. 다시 말해 이 진술은 한반도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일본
정부 스스로 시인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한 시금석이 된다.

78 이는 호주 정부의 질문에 대한 답신으로서 피어리가 독도(Takeshima)를 오키

덜레스 방일에 따른 미・일교섭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무성은 구체적인 대

(Oki), 사도(Sado), 기타 등과 함께 오랫동안 일본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는 이유
로 일본에 귀속시킬 생각을 전하고 있는 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 자료에는 직
접 날짜 표기는 없으나 각주에서 10월 26일의 각서에 첨부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694.001/10-2650, “Undated Memorandum by Mr. Robert A. Fearey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ume VI, East Asia and The Pacific, p. 1328

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른바 ‘D작업’ 81으로 불리는 작업에서 일본이

79 3월 27일 미국으로부터 일본에게 제시된 첫 번째 평화조약 초안은 『調書』 第二分冊,

516~529쪽 참조(일본어 번역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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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對米交涉』, 95쪽

81 ‘D작업’에 따른 작성 문서는 『調書』 第一分冊, 850~8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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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일원으로서 대등한 지위가 되는 것이 선결 문제라는 것이었다.82 즉

것으로, 독도의 귀속 자체는 평화조약 및 미・일 관계 발전의 조건이 아니었

미국의 평화조약 원칙이 공식화되어가는 추세를 맞아 일본은 영토 문제를

음을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냉전 체제에 따른 미국의 대일 포섭정책을 역이용하
려 한 것이다.
외무성은 이런 전략을 토대로 12월 27일 영토 문제에 관해 국민 감정상
오키나와의 분리는 수락할 수 없음을 내세웠다.83 그 후 「D작업 정정판」

4. 제1차 미·일교섭

(1951년 1월 5일)에서는 지시마의 결정을 유엔총회 결정에 맡길 가능성을 언

급한 미국의 자세를 평가하고 지시마에 대한 국민 감정이 오키나와, 오가사

1951년 1월 25일 평화조약 기초의 주역인 덜레스가 방일했다. 사실상 평

와라와 다른 바 없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시마의 귀

화조약 기초에 관한 첫 번째 미・일교섭이 가동된 것으로, 고유영토 귀속을

속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천명했다.84 즉 일본 친미화의 대가로써 오키나와

위한 중요한 기회가 패전국 일본에게 주어진 셈이었다. 29일부터 예정된 이

에 대한 주권의 잔존과 지시마의 일본 귀속을 중요시하는 강경적인 태도를

른바 제1차 미・일교섭을 앞두고 외무성은 26일 「오키나와·오가사와라 제도

내비친 것이다.

신탁통치에 미국이 고집할 경우의 조치」를 작성, 그 가운데 신탁통치에 기

이러한 방침은 실제 미국에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 1950년 9월 26일 외

한을 설정하는 것이나 일본을 공동시정자로 할 것 등을 제안할 방침을 세웠

무성은 영토 문제가 정치적으로 가장 결정적인(most explosive) 문제이며,

다.86 즉 단지 주권의 존속뿐만 아니라 신탁기간에 제한을 두고, 신탁 기간

일본 국민이 평화조약에 대해 우호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

중에도 일본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여지를 열어 놓으려고 한 것이었다.

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오키나와 및 지시마
열도임을 밝히고 있다.85

역으로 말하면 이는 오키나와, 지시마의 귀속이 확보되기만 하면 되는
82 『對米交涉』, 129쪽
83 『對米交涉』, 114쪽

84 『對米交涉』, 131~132쪽. 그 후 1월 19일자로 다시 ‘D작업’ 재정판이 작성되었으나

한편 같은 날 미국은 앨리슨(John M. Allison) 공사를 통해 일본에 1차
교섭 의제를 제출하였다.87 그 가운데 영토 문제에 관한 의제는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에 국한된다”
는 항복선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포츠담선언 제
8조를 그대로 제시한 것이었다.88 냉전 격화에 따른 대일 부흥 정책에 기대

를 걸었던 일본에게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내용적으로는 위 정정판과 큰 차이는 없다.
85 USNA R A /D o c.No:N/A , US D epa r t ment of St ate, “ Memor a ndu m of

Conversation between Yoshimitsu Ando(Chief, General Affairs Section,
Political Bureau, Japanese Foreign Office) and Meridith Weatherby(Foreign
Service Officer, US POLAD, Tokyo : Japanese Peace Treaty”(1950. 9. 26), 이
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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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對米交涉』, 162~164쪽
87 『對米交涉』, 172쪽
88 『對米交涉』,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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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즉시 그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1월 27

했다. 또 그 요구는 이른바 전면강화를 발판삼아 국제사회로의 완전 복귀

일 급히 작성된 「대처안」은 ‘일반원칙’ 과 ‘특정사항’으로 구성되었다.89 그 가

를 갈망하던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소련의 반발로 인해 평화조약 성립이 위

운데 ‘일반원칙’에서 일본은 작년 11월 발표된 대일평화 7원칙을 언급하며

태로워질 가능성을 내포했다.

그것은 일본에게 특별한 제한을 가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석을 펴내면

1월 30일 외무성은 이상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우리 측 견해」를 덜레스

서 안전보장 문제와 더불어 영토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의 재고(再考)를 요청

및 맥아더에게 제출했다. 그 내용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에 관해 미국의

하는 방침을 굳혔다. 즉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의제로 삼으려 한 미국의 제

군사적 요구에는 어떻게든 응할 것임, 신탁통치가 해소될 때는 일본에 반환

안을 간접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미국 자신이 내걸었던 7원칙을 들고 나온

할 것, 일본을 공동시정권자로 할 것 등이었다.91 즉 북방지역에 관한 요구

것이었다.

는 빼고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지역들만을 교섭 대상으로 하는 타협적인

한편 ‘특정사항’ 속에서 일본은 자신의 관심이 포츠담선언 제8조 중의

자세를 보인 것이었다.

“우리가 결정할 제소도”에 있음을 솔직히 토로하며 원래 일본 영토였던 부

그러나 이런 일본 측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

분은 모두 일본에 귀속되도록 요망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 방침 아

했다. 31일 제2차 요시다 덜레스 회담에서 덜레스는 영토 문제는 항복선언

래 구체적으로 거론된 ‘원래 일본 영토’ 역시 오키나와·오가사와라 제도 및

으로 해결되었으며, 영토 문제를 일본이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며

지시마 뿐이었다. 평화조약 기초 교섭이 본격화된 장에서도 독도는 일본이

일본의 기대를 일축했다.92 즉 영토 문제는 전승국인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명시한 ‘원래 일본 영토’ 대열에서 배제된 것이다.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 측 태도에 대해 외무성은

그러나 1951년 1월 27일의 「대처안」에 대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의견

“참으로 충격적이었다”는 증언을 남겼다.93

을 수렴해 외무성은 영토 문제에서 지시마에 대한 요망을 빼기로 했다. 그

결국 영토 문제에 관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일본은

이유는 “지시마에 관한 요망은 소련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며, 미국에 말

미국과의 사이에서 2월 9일 제1차 미・일교섭의 성과로 합의한 다섯 가지 문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었다.90

서를 교환했다. 그 가운데 하나인 2월 8일자 「가(假)각서」에서는 조선, 타이

즉 제1차 미・일회담에 즈음하여 영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

완, 펑후에 대한 권리 포기와, 오키나와를 비롯한 북위 29도 이남의 섬들에

을 접한 일본은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해 미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유엔신탁통치가 규정되었다.94 이 교환

대일 참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방 영토 할양을 소련에게 약속했던 조건
하에서 미국에게 지시마의 귀속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압박을 뜻

89 『調書』 第二分冊, 12~14쪽
90 『調書』 第二分冊,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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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는 오키나와 등에 대해 일본이 희망한 반환 조항도, 일본을 공동시정
91 『調書』 第二分冊, 22~23쪽
92 『調書』 第二分冊, 35쪽

93 『調書』 第二分冊, 38쪽
94 『對米交涉』,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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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로 하는 조항도 없었다. 즉 일본의 주권 잔존에 대한 약속은 전혀 없었

다는 것이었다. 즉 구체적인 인도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조건에서 일본은 북

던 것이다. 오키나와 등의 주권 문제에 대해 이 시기 미국이 일본에게 긍정

방 4도 중 최소한 확보해야 할 남측 두 도의 확보를 노렸던 것이었다.

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대소 전략을 내다보면서 일본 내 기지의

사실 일본은 “두 나라 간 협정 또는 평화조약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사법

안정한 확보를 주장한 국방부 등과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 작용했을

적 처리에 부칠 것”으로 한 위의 미국 측 방침97을 “일본을 포함한 관련 국

가능성이 크다.95

가들이 영역획정(define)”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구절로 할 것,98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오키나와 등에 대한 엄격한 대

또 소련이 평화조약에서 이탈할 것이 분명해질 경우는 동 조항을 삭제할 것

응과는 대조적으로 소련 지배하의 지시마 열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게

등을 요청했다.99 ‘지시마’의 영역 확정에 대해 일본이 관여할 발판을 보장해

유리한 구상을 전했다. 위 2월 8일자 「가각서」에 대한 미국 측 수정 및 3월

주는 것과 더불어 소련의 평화조약 참여와 지시마 인도를 교환 조건으로 삼

14일 일본에 제출한 각서에서 미국은 지시마 문제에 관해 소련의 평화조약

으려 했던 것이다.

이탈이 결정되기까지는 그 참가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초안에

미국은 3월 23일 이러한 일본의 요청에 대해 답신을 보내며 지시마 열도

서 남사할린의 반환(return)과 지시마의 인도(hand over)를 규정할 것을 전

의 범위는 언급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에 부칠 것을 고려하고 있으

했다. 그러나 인도될 지시마 열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일·소 두 나라 간 협정

며, 소련이 조약을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을 규정할

또는 평화조약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사법적 처리에 부칠 것, 또 소련이 평

것, 또 소련이 평화조약에서 이탈할 것이 사전에 분명해지면 동 규정을 조

화조약에 서명 및 비준을 할 경우에만 이 규정을 넣을 것들을 제안하고 북

약에서 일절 삭제할 것도 고려한다고 대답했다.100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방 지역의 일본 귀속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시마 열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소 간의 국익과 상충

주목되는 점은 이런 미국의 구상에 대해 일본은 3월 16일 제출한 답신에

하는 문제에 말려드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최대한 피해야 했다.

서 남사할린의 반환 및 지시마의 인도에 대해 소련이 평화조약에 참여한다

위와 같이 평화조약 초안 기초를 위한 덜레스와의 제1차 미・일회담에서

는 상정 아래 ‘동의한다’(agreeable)는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다.96 물론 그것

영토 문제에 관해 벌여진 교섭은 결국 오키나와 등의 남측 지역과 소련 지배

은 미국의 입장, 소련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 소련의 참가도 포함한 평화
조약 성립을 고려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적인 자
세가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인도해야 할 지시마 열도의 범위 문제가 남았

95 구스노키 아야코는 일본과의 교섭에 나서는 덜레스에게 요구된 미국 측의 과제 중

하나가 오키나와 등의 일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배를 확보하
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楠綾子(2009), 앞의 책, 130~133쪽

96 『調書』 第二分冊,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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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對米交涉』, 310쪽

98 『對米交涉』, 313쪽. 동 문안에 대해 당초 14일자로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에는 소련

과의 두 나라 간 협정에서는 일본 측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미국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으나, 일・소 간에 맡길 것을 부정
하는 이유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지시로 삭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調書』 第二分冊, 511쪽 참조

99 『對米交涉』, 311~312쪽
100 『對米交涉』,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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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있던 북방 지역에 대한 것 뿐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독도의 귀속 문

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일본에게 처음으로 제시된

제는 이 기회에서도 전혀 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초안에서 독도가 제외 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 귀속

3월 27일 처음으로 평화조약 초안이 일본에 제시되었다. 동 초안은 연합

을 확신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독도 귀속 관련 문제를 일본이

국과 더불어 한국과도 의견 교환 후 작성된 것이었다.101 동 조약 제5조에서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 오히려 미국이 제시한 위 초안에 대해 일본이 제출

는 위의 미국의 답신대로 소련에 대한 남사할린의 반환과 더불어 그 범위를

한 4월 4일자 「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우리 측 의견」에서 영토 문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지시마 열도의 인도만이 규정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에 처

일본이 제기한 이의는 제4조 ‘북위 29도 이남의 류큐제도’를 ‘남서(南西)제도’

음 정식으로 제시된 초안에서는 한반도 관련 영토 문제는 제3조에서 ‘한반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 뿐이었다.103

도(Korea)’로만 기술되어 있었다.102 즉 독도 귀속 문제는 공백으로 되어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1949년 12월 이후 미국의 내부 방

즉 공식성을 띤 평화조약 기초에 관한 제1차 미・일교섭에서 일본은 그
귀속을 확신하지도 않는 독도 문제를 거론한 일 역시 없었던 것이다.

침에서 독도가 일본 귀속 영토로 편입될 것이 구상되어 있었어도 그것을 최
종적으로 결정짓는 평화조약 초안을 통해서 일본이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물론 평화조약 조문 규정의 의미를 포기해야 할 지역의 나열 방식으로
이해하고 조문에서 독도가 빠진 것을 일본 귀속의 의미라고 해석할 여지는

5. 영국 초안의 제시와 제2차 미·일교섭

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후 평화조약 최종
조문에 들어가게 될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도 이 초안에서는 규정되지 않

제1차 미・일교섭을 끝내고 필리핀, 호주 등을 방문한 덜레스는 다시 일

았는데, 초안이 포기 지역의 나열 방식을 취했다고 이해하고 지역 명기가 없

본과의 협의를 위해 4월 16일 방일,104 4월 18일 요시다 시게루 수상과 제2

다는 것을 일본 귀속의 의미로 인식했다면 초안에서 빠진 제주도도 일본 귀

차 미・일회담에 들어갔다. 덜레스 방일에 따른 제2차 미・일교섭을 앞두고

속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

외무성은 13~14일에 걸쳐 회담 준비 서류를 작성했다. 그 가운데 외무성이

이 일본은 제주도의 이탈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 그 후 제주도, 거문도, 울

영토 문제에 관해 거론한 것은 남서, 오가사와라 제도 등 미국의 신탁통치

릉도가 배제지역으로 추가, 명기되었을 때 일본이 그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에 들어갈 것이 예상된 지역이었다. 외무성은 이들 지역이 일본 본토와 불가

역시 없다.

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종적・사회적・문화적 및 기타 모든 면에서 제2차세계

다시 말해 이 시점에서 일본이 평화조약 조문을 포기해야 할 영토 표기

101 『對米交涉』, 349쪽
102 『對米交涉』,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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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후에 신탁통치하에 놓이게 된 다른 지역과 그 성격이 다름을 강조하면
103 그 이유는 29도 이남에 같이 속하는 아마미제도가 류큐제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

었다. 『對米交涉』, 352쪽

104 방일의 경위에 관해서는 『調書』 第二分冊, 423~4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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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 지역을 신탁통치에 두게 될 경우에도 ‘탄력적 및 실천적인’ 배려를 가

은 취지이며 일본 측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영회담을 원활하

할 것을 요청하는 방침을 세웠다.105 즉 신탁통치 실시 후도 그들 지역과 본

게 진행하기 위해서 영국안을 채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109 덜레스 역시

토와의 관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일본의 잔존주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

18일 요시다 시게루 수상과의 회담에서 영국과의 교섭 시 참고가 된다는

었다.

이유로 영국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것을 요시다 시게루 수상에게 직접

다시 말해 평화조약 작성에 관해 제1차 미・일교섭보다 한 단계 심화될
것이 예상되던 제2차 미・일교섭에 즈음하여서도 일본이 독도 확보에 나서
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요청하였다.110
즉 일본은 영국안 제시로 독도 상실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셈이었다. 더
구나 미국은 영국안을 제시하면서 일본 측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또한 독도 영유 인식을 고찰하는 데 제2차 미・일교섭과 관련해서 짚고

는 영국안 수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재차 일본 측 의견 표명을 요청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동 교섭을 앞둔 4월 17일 미국은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초

있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가 있었다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 이

안106을 일본에게 비밀리에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107 선행 연구가 밝힌
107

의를 제기해야 마땅하며, 또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영국안이 제시된 날 작

바와 같이 1951년 4월에 작성된 영국 단독의 최종안은 경도와 위도로 일본

성된 영국안에 대한 주목점을 정리한 「영국의 대일평화조약안」 중 영토 조

영토를 명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독도는 일본에

항에서 외무성이 지적한 것은 남서제도가 북위 30˚로 구별되고 있는 점과

서 제외됐었다.108 4월 17일 영국안을 제시하면서 피어리는 미국안과 비교

시코탄이 일본 영토에 들어갔다는 점뿐이었다.111

하고 영국안에 대한 일본 측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 그것을 미・영회담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일본에 대해 엄격한 내용을 담은 영국 초안에 격

참고로 할 것, 또 미국은 미국안을 고집할 생각이나 영국안 중 미국안과 같

한 반응을 보였다. 요시다 시게루는 패전국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조약

105 『調書』 第二分冊, 591~592쪽

지적한 후 영토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도로 명확한 영역 확정을 기도한 영국

106 공식 기록에서는 제시된 영국안이 어느 시기의 초안인지는 불명이나, 제시 날짜가

4월 17일 오후로 되어 있으므로(『調書』 第二分冊, 616쪽) 제시된 영국안이 츠카모
토가 말하는 4월 7일자의 최종 영국안이었음은 틀림없다. 이는 영국 초안 중 일본
이 평가한 시코탄의 명기가 있는 한편 일본이 그 명기를 요구한 하보마이의 기술이
누락되어 있는 등 내용 면에서의 일치를 봐도 알 수 있다.

107 동 초안 제시시 피어리는 미국 정부는 영국안을 제시하는 입장에 있지 않으며, 영국

안을 제시받은 것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1시간 동안 영국안을 읽는 것을 일
본에 허락했다고 한다. 『調書』 第一分冊, 20쪽.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영국안의 열람
을 요청한 당시 연락국지방과장의 말에 따라 17일 밤 따로 영국안을 제시한 사실도
있는 것 같다. 『調書』 第二分冊, 448쪽
108 이에 따라 첨부된 영국 초안 부속 지도는 정병준(2005a), 앞의 글, 첨부 4에 소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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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히틀러를 낳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영원한 평화를 가능케 하지 않음을

안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괜히 자극할 뿐이라고 표현했다.112 그러나 경도,
위도 방식으로 인해 배제된 독도에 대하여 요시다 시게루가 비판한 기록은
없다.
외무성은 영국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위해 「영국의 평화조
109 『調書』 第二分冊, 441쪽
110 『對米交涉』, 385쪽

111 『調書』 第二分冊, 617쪽

112 『調書』 第二分冊, 448~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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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안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작성, 20일 제시했다.113 여기에서 일본 정부
는 영국안이 무조건 항복을 한 패전국에 대해 전승국이 가하는 평화조약안

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117 한반도에 대한 주권 포기 자체는 카이로선언

이후의 흐름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다. 그런데 영국안은 제1

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미국안이 채택될 것을 희망한

조 영토 조항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실상 독도를 한국 영

다고 천명했다.114 이어 21일 니시무라 구마오 조약국장은 구두로 피어리에

토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이 수락하는 의사를 표명한 제

게 요시다 시게루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경도, 위도로 일본 영토를 상세히

2조 한반도 주권 포기 규정은 독도에 대한 주권 포기의 의미를 강화하는 성

규정하는 영국안은 일본 국민에게 영토 상실감을 강하게 주므로 감정적으

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로 좋지 않다는 것, 또 지도를 첨부하는 것 역시 국민 감정에 줄 영향을 고

채 제2조의 수락을 승인하려 한 것이다.

려해서 반대한다는 생각을 전했다.115

제2차 미・일교섭은 미국으로부터 영국안이 제시되는 등 평화조약 조문

이와 같이 일본이 제기한 영국안에 대한 이의는 어디까지나 경도, 위도

작성에 직결되는 미・영교섭을 앞두고 일본으로서는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는

로 인해 일본 영토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으며, 제외된 독

결정적인 장이었다. 사실 외무성은 제2차 미・일교섭의 의의를 미국이 영국

도 귀속 문제 자체가 거론되는 일은 없었다.116 더구나 일본이 채용을 요청한

안을 제시한 것에 찾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평화조약의 향후 초점이 앞으로

3월의 미국안 역시 독도의 일본 귀속을 명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

열릴 미・영 간의 의견 조정 결과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118

본이 독도 귀속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이다.

또 제2차 미・일교섭의 성격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 측 태도를 봐도 짐작

또 주목되는 것은 21일의 구두 진술에서 니시무라 구마오 국장은 영국안

할 수 있다. 21일 니시무라 구마오 국장의 구두 진술에서 외무성은 영국안

영역 조항 중의 제2조 한반도에 대한 주권 포기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

이 시코탄을 일본 영토에 포함하는 방침이었던 점에 주목하면서, 분쟁을 막
는 의미에서도 그와 같은 성격을 띤 하보마이 제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119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라며 그 영유권을 주

113 『對米交涉』, 388~392쪽(일본어 번역 부분도 포함)
114 『調書』 第二分冊, 626~627쪽
115 『調書』 第二分冊, 628쪽

장하고 있는 구나시리, 에토로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즉 일
본은 평화조약 기초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북방영토 4도 중 남쪽 두 도의

116 당초 정병준 교수는 로비설에 기초해서 영국안에 대해 일본이 격렬히 반대했다는

반환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추측을 내놓았으나[정병준(2005b), 앞의 글, 157쪽], 2010년의 저서에서는 이 글의
입장과 같이 영국안에 대해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 입장을 크게 수정
하고 있다. 정병준(2010), 앞의 책, 655쪽. 이 변경은 물론 일본 공식문서의 분석 결
과로 보이며, 정 교수는 이러한 입장 변경으로 일본이 독도의 일본령 제외를 인정했
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저서에서도 유지하는 일본의 로비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한 영유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이 시점에서, 또 영국
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일본이 왜 그렇게 쉽게 독도 포기를 인정했는지는
이른바 로비설을 유지하는 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같이 소련에 점령당하고 있던 조건을 감안하면서 패전국인 일본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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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調書』 第二分冊, 629쪽
118 『調書』 第二分冊, 479쪽
119 『對米交涉』,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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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싶은 지역만 반환을 요구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관해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포기가 명기되었다. 일본 측 공식 문서

풀이된다.

를 통해서는 이 단계에 이르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왜 따로 명기되었

이와 같이 제2차 미・일교섭은 평화조약 초안이 구체화될 것이 예상되는
미・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최소한 요구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요구’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안에서 명확히 제외되고

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미국 측 문서에는 동 섬들의 명기가 선으로 일본 영
토를 한정하려던 영국을 설득하기 위한 재료였음을 밝힌 기록이 있다.122

그 후 덜레스의 영국 방문을 통해 미・영 정부 간에 합의를 본 공동초안

또 미국안에서도 그 귀속이 규정되지 않았던 독도에 대해 일본이 아무런 대

이 6월 14일자로 작성되었다. 동 미・영 공동초안의 한반도 관련 규정은 최

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독도가 ‘최소한 요구하고 싶은 영토’에 속하

종문안과 같이 제2조(a)에 배치되었으며, 포기 영역의 명기 방식과 그 내용

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에 관해서도 변동은 일절 없었다.123
미국은 미・영회담 결과를 일본에 설명하기 위해 24일 앨리슨 공사를 일
본에 파견, 이른바 제3차 미・일교섭에 들어갔으나 그 과정에서 7월 7일 정
식으로 일본 측에 위 6월 14일자 미・영 공동초안이 제시되었다.124 미・영 공

6. 미·영 공동초안의 제시와 대응

동초안 제시에 앞서 6월 25일 앨리슨 대사는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 차관
에게 미・영 공동초안은 “미국안을 기초로 하여 영국안을 가미한 것이다. 영

일본과의 의견 조정을 거친 덜레스는 평화조약 입안을 위해 미・영교섭에

국의 양보를 얻은 부분이 많으나 어떤 부분은 영국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나섰다. 미・영회담에 임하기 전인 4월 23일의 회담에서 덜레스는 요시다 시

고 설명하였다.125 따라서 앨리슨의 설명에 따라 일본이 보게 된 미・영 공동

게루 수상에게 영국 초안 내용에 일본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

초안을 한반도 영토 관련 조항에 맞추어 미, 영 각 단독안과 비교하면 그

가 된다고 발언했다.120 미・영회담은 일본에 대해 엄격한 영국안을 보다 일

차이점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의 국익을 반영한 미국안 중심으로 절충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실제 미・
영회담에 나선 영국 이덴(Anthony Eden) 외상은 미국안을 ‘크레이지(crazy)’
라고 평가했다.121

표 1 합의된 미·영 공동초안과 미국, 영국 단독안의 차이점
미국안과의 차이

영국안과의 차이

내용에 새롭게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기가 명
기된 점

경도, 위도로 일본 영토를 명기, 제한하는 표기 방
식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을 열거하는 방식으
로 조문 표기가 바뀐 점

먼저 미・영 실무자 회담 결과 5월 3일자로 작성된 공동초안에서는 경도,
위도로 일본 영토를 제한하려 한 영국 방식이 기각되었다. 대신 한반도에

122 USNARA, 694.001/6-151, US Department of State, “Japanese Peace Treaty :
120 『對米交涉』, 408쪽

121 『對米交涉』, 440쪽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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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Draft and Commentary, June 1, 1951”(1951. 6. 1),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227쪽에서 재인용

123 塚本孝(1994), 앞의 글,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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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의 동기가 어떻든 미・영회담을 거쳐 확립된 한반도 영토 조항이 영

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독도가 한반도의 외곽에 위치한다는 것은

토 제한 방식이 아니라 포기할 영역의 명기 방식으로 규정된 이상 그 포기

오히려 한국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큼을 인식해야 마땅하다.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해석을 일본에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영 공동초안 제시 후에 독도 귀속 여부를 확

능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124125

정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한 사실은 없다. 이는 교섭 기록에 직접 나타나지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해석이 독도 영유에 대한 일본의 명확
한 의사로 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6월 미・영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에 관한 한・미교섭의 경과를 통해서 역
으로 추론할 수 있다.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제외시킨 영국 초안을 미국에

선행연구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51년 7월 한국 정부는 미국에

게 제시받은 일본은 단지 선으로 인한 일본 영토 제한 방식에만 반대 의사

대해 평화조약에 관련해서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7월 9일 양유찬

를 보였지, 독도 제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

은 덜레스에게 쓰시마가 한국에 귀속된 섬임을 언급하면서 평화조약으로

또 7월 7일 정식으로 제시된 미・영 초안 제2조(a)는 제주도 등 일본이 포

인한 귀속 결정 여부를 물었으나, 덜레스는 쓰시마가 일본이 오래 지배한

기할 영역을 따로 명기했으나 동 조항은 거기에 열거된 지역만을 포기할 것

영토임을 지적하고 그 지위에 변경이 없음을 그 자리에서 즉답하였다.127 그

을 밝히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니와 실제 거기에 명기되지 않아도 한국에 속

러나 그 열흘 뒤인 19일, 미국 측에 제출한 부속문서에서 일본이 포기할 한

하는 작은 섬들도 많았다.

반도 관련 섬들에 독도와 파랑도를 포함할 것을 한국이 요구하자 그 자리에

평화조약 확정 후 일본 정부는 조문에 명기되지 않은 다른 한반도 귀속

서 덜레스는 두 섬의 위치와 한・일병합 이전부터 한국에 귀속되어 있었는

섬들과 달리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그 위치 관계에 찾

지 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면 독도를 일본이 포기하는

고 있다. 즉 제외 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았던 수많은 섬들과 달리 독도는 일

한반도 관련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128

본에서 제외될 것이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보다 일본에 가까운 외

즉 1951년 7월 한・미교섭에서 나온 영토 교섭은 미국 내부에서 쓰시마와

곽에 위치하므로 그 섬이 평화조약에서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평화조약
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126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조약 발효 후에 가
능해진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조약문이 최종 확정도 되지 않았던 과정

124 『調書』 第三分冊, 81쪽. 제시된 초안은 『對米交涉』, 529~549쪽 참조
125 『對米交涉』, 438쪽

126 外務省條約局(1953), 『竹島の領有』,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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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94.001/7-95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in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Emmo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ume VI, Asia and The Pacific(part 1),
p. 1183. 덜레스가 쓰시마의 존재를 분명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건국 후 한국 정
부가 정부 차원에서 쓰시마의 영유를 거듭 주장한 것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
국 정부의 쓰시마 영유에 대한 움직임은 玄大松(2006), 앞의 책, 68~72쪽 참조
128 694.001/7-195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in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Emmo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ume VI, Asia and The Pacific(part 1),
p. 1203. 양유찬이 제출한 부속문서는 같은 문서, p. 1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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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독도의 일본 귀속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차원에서 일본이 독도의 귀속 문

하고 있다.

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

또 이것은 7월 말에 실시된 독도 문제에 관한 미국 내부의 재조사가

이 지리학자로서 평화조약 중의 영토 문제에 관여한 보그스는 일본에 대해

‘Liancourt Locks’의 한국명 조사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드

독도를 포기시킬 경우는 평화조약 2조(a)에 제주도 등과 함께 명기할 것을

러난다. 즉 한국명의 부재라는 주장은 1947년 6월의 『태평양 및 일본해 제

조언하고 있다.129 또 7월 31일 보그스는 ‘Liancourts Rocks’의 한국명을 추

소도』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던 내용 그대로이며, 이를 반대로 생각하

가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자 8월 7일 미 국무성

면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은 1947년 6월에 작성한 책자 내용 이상의 새로운

은 덜레스로부터의 지시임을 명기하면서 주한 미 대사 무치오(John J.

교섭을 벌인 일이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다.132

Muccio)에게 독도의 위치 파악에 관한 미국 내 조사가 성과 없이 끝났음을

독도의 한국 귀속을 부정한 주지의 8월 10일자 러스크각서는 독도 문제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정보를 듣지 못하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요구한 한국

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침 부재와 한국 측 대처 부족을 거쳐 나온 것으로

측 제안을 수락하지 못함을 전하고 있다.130

보인다. 그리고 평화조약 2조(a)에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평

이와 같이 7월 말 이후 미국 내부에서 독도의 귀속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

화조약은 독도 영유권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일

다는 사실은 7월 중순의 한국 측 독도 귀속 요구에 따라 미국이 재조사에

본 측 견해가 강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평화조약 교섭 막판에 나

나섰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평화조약 기초 교섭의 막판까지 독

타난 사실들은 평화조약에 따라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일본의 주장

도 귀속 문제가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131 따라서 일

이 단지 결과로서 가능해진 ‘요행수’에 불과하며, 조약 형성 과정에서 보인

본 역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덜레스가 독도

영유 의사로 인해 뒷받침된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언급했다시

의 위치나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영토 귀속에

피 북방 4도에 관해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남쪽 두 도의 반환
만을 요구하려다가 평화조약 제2조(c)에서 지시마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129 USNA R A /694.0 01/7-1351(CS/C V E), US Depar 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 Spratly Island and the Paracels, in Draft Japanese Peace
Treaty”(1951. 7. 13),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243쪽

‘요행수’의 결과133 현재 북쪽 두 도도 지시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영유를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

130 USNARA/Doc.No.: N/A, US Department of State, “Outgoing Telegram by

Dean Acheson(Secretary of State) to Us Embassy in Korea”(1951. 8. 7),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254쪽
131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독도의 귀속을 애매하게 처리한 것을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대비나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로 보는
하라 기미에 교수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原貴美惠
(2005), 앞의 책,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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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술했으나 7월 13일의 보고서에서 보그스는 동 『태평양 및 일본해 제소도』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7월 말 진행된 독도 명칭 재조사시에는 이 책자의 존재를 인식하
고 그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133 물론 지시마의 범위를 천명하지 않은 것은 냉전 체제의 진전에 따라 극동에서의 소

련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뚜렷한 전략적 사고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 전략
적 사고가 필요해진 것 자체는 일본에게 ‘요행수’였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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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독도에 대한 무관심과 달리 미・일 제3차 교섭에 즈음하여 일

거문도, 울릉도가 제외지역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

본이 관심을 보인 지역은 오키나와 등의 신탁지역이었다. 일본은 7월 7일 정

본이 독도의 귀속을 확인한 일은 없었다. 따라서 명기된 섬만이 제외 대상

식 초안을 받기 전인 6월 28일 오키나와 등의 신탁통치 지역에 관해 평화조

이 된다는 조문 규정이 없는 이상 조약 형성 과정에서 독도의 귀속을 확인

약의 원칙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가 원활하게 진행

한 적이 없는 일본에게 독도 귀속 문제는 일종의 공백이 아닐 수가 없었다.

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그 지역 주민의 일본 국적 보유 허가, 본

따라서 일본이 고유영토로서 독도 영유를 중요시했다면 평화조약 최종문

토와의 교류 등을 요청했다.134 일본은 동 지역에 대한 잔존 주권의 보유 인

안에서 공백으로 된 독도 귀속 문제는 곧 확정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

정을 미국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셈이다.

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8월 10일 일본은 시볼드로부터 모든 권리・권원 및

15일의 최종문안 제기 후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16일 국회에서 평화조약

이익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제2조와 달리 신탁통치를 규정한 제3조에는 그

조문에 대한 설명을 행했다.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

런 문구가 없으며, 그런 표현의 차이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또 제3조에서

락한 사실을 다시 거론하며 조약에 규정된 영토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

의 유연한 규정에 따라 미국의 통치에 즈음하여 본토와의 교류, 주민의 국

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사할린・지시마・타이완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의 포

적 문제 및 기타 문제들에 관해서 주민의 희망에 따른 실제적인 조치가 취

해질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다.135

기를 아쉬워했다. 그러나 제3조 남서제도에 관해서는 포기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지역의 일본 귀속을 보고했다.136 즉 평화조약 최종 문안

즉 ‘요행수’로 귀속 주장이 가능해진 독도와 달리 오키나와 등의 신탁통

확인 직후 일본 정부의 관심 대상은 북방영토 및 남서제도 등이었으며, 공

치 지역의 주권 잔존은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강한 영유 의

백으로 된 독도 문제가 국회 설명 과정에서 수상의 입에 오르는 일 역시 없

사로 인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었다.
9월 4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5일 덜레스는 평
화조약 기초자로서 연설을 행했다. 그 가운데 덜레스는 흥미로운 말을 남겼
다. 그는 영토 문제에 관해 일부 연합국들이 구 일본 영토 하나하나에 대해

7. 평화조약 조인부터 발효까지
평화조약 최종안은 8월 15일 일본에 제시되었다. 최종 문안에는 제주도,

최종적인 처분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밝히며 그렇게 할 경우 영

토 처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제안이 오히려
합의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라 지적하고, 현명한 선택은 이 조약 이
외의 국제적 해결책에 호소함으로써 의문점은 장래에 남기고 지금은 전진

134 『調書』 第三分冊, 113~114쪽

135 『調書』 第三分冊, 788~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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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調書』 第四分冊,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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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37 동 연설 가운데 덜레스는 평화조약 제22조에 기초

화회의 석상의 덜레스 연설을 들은 일본이 만약 독도 귀속에 관심이 있었다

해서 영토 분쟁이 있을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면 독도가 국제적 해결책에 부쳐질 지역인지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국제적 해결책이라고 한 말은 틀림없이 이를 생각하

것이다.

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덜레스가 지적한 최종 처분을 애매하게 한 영토들 속에 독도가 포

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이 연설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연설의 흐름
을 볼 때 그의 염두에 있었던 영역은 적어도 일본이 포기할 지시마 열도에
어느 섬이 들어가는가에 관한 문제였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그러나 덜레스 연설이 있었던 다음날인 9월 6일 평화조약 수락 연설을
위해 작성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연설안에서 일본 정부가 거론한 영토 문
제는 남서제도 및 북방 영토에 관한 것뿐이었다.140
또한 일본은 9월 8일의 평화조약 서명 후에도 최종적인 처분이 명확하지
않은 관련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미국에 대해 교섭을 시도했다.

미국은 이른바 러스크 각서를 한국에 제시함으로써 독도를 일본 귀속에 둘

12월 덜레스는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 주된 이유는 일본의 중공과의 접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 러스크 각서는 일본에 전달된

근 차단에 있었다.141 외무성은 덜레스 방일에 대비한 7항목의 준비 문서를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138 또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어도 기록상 평화조

11월 26일자로, 또 그것을 약간 수정한 것을 12월 8일자로, 또한 요시다 시

약 서명시까지 일본이 독도의 귀속을 확인한 기록 역시 없다.139 따라서 평

게루 수상과의 조정을 거쳐 6항으로 줄인 제3안을 12월 10일자로 잇달

137 外務省(2009),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調印・發效』, 69쪽
138 이러한 사실은 1953년의 문서에서 확인가능하다. USNARA/694.9513/7-2253,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Possible Methods of Resolving
Liancourt Rocks Dispute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1953. 7.
22),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274쪽 ; USNAR A/694.95B/11-2353, US
Department of State, “Outgoing Telegram to US Embassies in Korea and
Japan by John F. Dulles(Secretary State)”(1953. 12. 8), 이석우 편(2006), 앞의
자료집, 282쪽
139 정병준 교수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서 남게 되었다는 8월 31일의 외

무성 기자회견이 8월 10일의 러스크 각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미국의 방침을 일본이 시볼드 등을 통해서 인지했었다는 추
측을 하고 있다. 정병준(2010), 앞의 책, 858~860쪽. 그러나 위에서 확인했다시피
1953년 미국 내부의 기록들은 러스크 각서에서 언급된 독도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
장이 일본에게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8월 시점에서 혹시 비
공식이라도 미국의 독도 일본 귀속 방침을 정식으로 감지했다면 정 교수 자신이 소
개하고 있는 1951년 10월의 외무성 제출 「일본영역도」(같은 책, 864쪽)에서 왜 일본
외무성 자신이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의 귀속을 답변하면서도 10월의 「영역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
토에서 제외한 외무성의 모순된 자세는 당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 문제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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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작성했다.142 그 가운데 영토 문제에 관해 거론된 지역은 남서제도 뿐이
었다.
일본은 마지막 안인 제3안에서 군사적 필요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들
지역 주민의 열망에 부합할 구체적인 ‘조치안’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일본은
이주, 관세 없는 교역, 자금 교류, 어업, 그 지역의 법화를 엔화로 할 것, 일

관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 보인다. 일본이 미국의 독도 일본 귀속 방침을 언제
확인했는지는 아직 연구과제이나,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8월 31일의 외무성 기자회견 내용은 포기 영역을 명시하기로 한 평화조약 조문 표
기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이며, 시기만 보고 미국의 독도 일
본 귀속 방침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아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140 『調書』 第四分冊, 128~129쪽
141 『調書』 第一分冊, 320쪽

142 제1차, 제2차, 제3차 안은 각각 『調書』 第一分冊, 424~428쪽 ; 428~432쪽 ;

436~440쪽 참조. 민생에 관한 구체안은 482~484쪽(제2안 첨부) ; 488~489쪽
(제3안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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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가 여권을 발급할 것 등을 거론하면서 남서제도가 일본의 주권하에

IV. 맺음말

남을 것, 따라서 주민의 국적에는 변경이 없음을 미국이 확인해줄 것을 요
청했다.143 다시 말해 일본은 평화조약 제3조에서 권한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단 주권의 잔존이 전망되던 남서제도에 대해 그 섬들이 일
본의 주권하에 남을 것과,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치를 미국에게 거듭
요청하는 세심함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조약으로 일단 잔존 주권이 약속된 남서제도에 대한 이러한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그 귀속 여부가 분명하지도 않았던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까지 아무런 교섭도 벌이지 않았다.

이상 전후 영토 질서가 새롭게 결정되어가는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

본이 보인 영토 인식과 대응을 상세히 고찰했다. 이상의 고찰은 전후 영토
질서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일본은 독도 영유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을 벌인
일이 없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글은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논리적 유형을 먼저 설정해놓

1952년 1월 이승만 정부는 이른바 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

았다. 첫 번째 유형은 영토 교섭시 독도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를 천명했다. 기록상 일본이 독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그 이

교섭이 필요 없는 일본 영토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패전국인

후의 일이다.144

일본은 쓰시마, 이즈조차 그 영유를 확신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점, SCAPIN 677, 1033호 등의 지시에 따라 독도가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분리될 전망이 강화되어 있었다는 점, 일본에 실제 제시된 1951년 3월의 미
국안은 독도의 귀속 문제를 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영국안은 명시적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 독도의 한국 귀속을 부정한 러스
크 각서는 일본에 전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일본이 독도
귀속을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반대로 독도를 개념적으로 한국 땅에 속하는 지역으로

143 원문은 『調書』 第五分冊, 589~591쪽 참조
144 평화선 선포 후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된 일본 측 한・일

회담 공식문서를 사용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연구결과보고서(2009),
『전후 일본 공문서 조사 분석 연구사업』 제2장 「정책적 함의」, 16~54쪽에서 논했
다. 그중 ‘1. 평화선 선포 이후의 독도 분쟁화와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해결 방
침의 확립과정(제1단계)’ 및 ‘2. 한국 측 제3국 조정안 제안과 그에 대한 일본 측 대
응의 모색(제2단계)’을 필자가 담당했다. 동 보고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자료로
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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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함에 따라 교섭을 벌이지 않았을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본론에서 고찰한 사실 관계들로 인해 기본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우선
외무성은 1946년 6월의 영토 책자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내비
치고 있었다. 또 선거, 경찰권 등 내정에 관한 일본의 일련의 조치는 제주도
등 다른 한반도 귀속 섬들과 달리 독도가 일본 본토 소속의 섬임을 인식하
는 시각이 존재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당초 독도를 한국 귀속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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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침이 일본에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본에 실제 제시된

토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그 귀속 결정에 즈음하여 고유영토성이 무엇보다

1951년 3월의 미국 초안 역시 독도의 한국 귀속을 정한 것도 아니었다. 또

진정한 의미를 지녔던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일은 없었던 것

영국안에서는 제외된 독도 포기 규정 역시 그 후 미・영 공동초안에서도 기

이다.

각되었으므로 일본이 독도의 한국 귀속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은 성립되
지 않았다.
이상을 감안할 때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교섭 기록이 나
타나지 않는 유형을 독도에 대한 일본 또는 한국으로의 귀속을 확신한 결과
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가능성은 세 번째 유형인 독도에 대
한 낮은 관심으로 인한 결과밖에 없다.
전후 일본은 전쟁 종결의 구조로 인해 북과 남에 위치한 중요한 섬들이
미국과 소련의 점령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후 냉전 체
제의 격화는 제2차세계대전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영토 불확대 원칙을 퇴
색시켜 구조적으로 냉전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북과 남의 섬들의 상실 가능
성은 높아졌다.
독도에 대한 무관심은 영토에 관한 이러한 구조적인 조건이 작용했을지
도 모른다. 그러나 영토는 국가의 기본단위다. 더구나 독도는 냉전 체제의
격화에 따라 동서진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됨으로써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
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다른 섬들과 달리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생긴 문제였다. 그만큼 미국을 통한 독도 귀속 확정에는 ‘고유영토

론’에 기초한 영유 교섭이 한층 더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출발부터 결정까지 일본이 평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관되게
열의를 보인 것은 북방영토 및 남서제도들이었으며, 현재 고유영토임을 강
조하면서 그 귀속을 정당화하고 있는 독도에 관해서는 작은 책자 한 페이지
이상의 대응은 없었다.
다시 말해 현재 일본이 펼치고 있는 독도 고유영토론은 제국주의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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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독도

I. 머리말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외교문서를 소재로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
조윤수 | 동북아역사재단

히는 것이다. 독도는 한일회담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회담에서 자주 거론되

었고, 회담 타결 시점에서도 양국은 독도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으로 난항
을 거듭하였다. 1950년대 한국과 일본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둘러싸
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1960년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 大平正芳] 외상에 의한 청구권 합의 이후 일본이 제안한 독도 문제의 국제

사법재판소 해결 방식에 한국 측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분석해보기로 한
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는 한일 간의 분쟁 이슈이며 이 문제를
회담의 정식주제로 채택하여 해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은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처
럼 한일회담 과정에서 독도 문제로 대립하던 한일 양국은 어떠한 태도와 전
략을 취하였을까? 그리고 양국이 독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두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한일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
한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 외교문서 분석을 통

한 연구로는 정병준, 최희식, 현대송, 호사카 유지[保坂祐二]의 연구가 있다.
I . 머리말

정병준의 연구는1 미국 문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독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II . 한일회담 시기 독도에 대한 한·미·일 대응
III. 맺음말

1

정병준(2010), 『독도 1947：전후 독도 문제와 한・미・일관계』, 돌베개. 독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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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조명하였다. 그동안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영유권 문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

로 인식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병준의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과정을 자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영토 문제를 둘러싼 영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세하게 추적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문은 1960년 이후 한

등 영미에서의 새로운 사료를 소개함으로써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

일회담 과정에서의 독도 문제만을 다루었을 뿐 한일회담 과정, 특히 초기

러한 연구는 독도뿐만 아니라 현대사 및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

단계에서의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논쟁은 제외되어 있다.

가 있으며, 독도연구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최희식

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첫째, 일본이 독도 문제에 전략적

초기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의 시각은 현재 한일 양국의 논쟁과 거
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협상 전략의 변화

가치를 높이 부여하지 않았고 국내적 측면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했으며, 둘

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째, 일본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 독도 문제 결착을 위한 실마

독도에 대해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본

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실효 지배를 더욱 고착화시켰다고 주

이 취한 한일회담 당시의 독도에 대한 입장이 처음부터 일관된 것인지, 아니

장했다.2 최희식의 연구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유권

면 변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외

차원보다는 한일회담의 비준, 즉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했다고 분석했

교문서가 공개되어 양국의 외교문서를 교차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해석 차

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고착화시켰다는 분

이에 대한 비교도 가능해졌다.

석을 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대송은 교환공문을 통해 한국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를 소재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과 일본의 독도 주장을 분석하고 있으며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민족

양국 정부의 논쟁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추적,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전

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3 또한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를 활용해 독도

략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에 관한 양국의 인식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
문」 과정을 처음으로 분석했다. 호사카 유지의 연구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양국의 해석 차이를 집중 조명하면서 일본이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새로운 해석을

대한 한국인의 인식 시작과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게 된 배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2
3

142

최희식(2009),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 『일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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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일회담 시기 독도에 대한 한·미·일 대응

맥아더라인의 영향으로 일본어선의 접근과 조사가 어려웠지만, 법을 개정
해 합법적으로 독도 주변수역 조사와 어업 활동을 재개한다는 취지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독도 대책요강이 나온 것은 1953년 6월이
다.8 관계성청 간에 6월 2일・5일・9일 세 차례에 걸쳐 회의가 이루어져 이를

1. 1950~1959년 : 독도 실효 지배를 둘러싼 한일 대응

토대로 대책요강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공
개된 문서에 먹칠이 되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후 시마네현이 독도에 불법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부상하게

으로 표주(標柱)를 세우고 해상보안청 순시도 이 시점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

된 것은 한국 정부가 평화선 선포를 하면서부터다.5 그렇다면 1952년 1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마네현은 네 차례나 일

평화선 선포 이전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이고, 한국은

본 표주를 설치했다. 첫 번째 시도는 1953년 6월 27일에 이루어졌다. 표주

평화선 선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렸다고 할 수 있

내용은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 다케시마[島根縣穩地郡五箇村竹島]’였으며

다. 1952~1954년까지는 독도 주변에서 한일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이와 함께 무단 채취를 금하는 표찰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불법으

등 한일 갈등이 가장 고조된 시기였다.

로 규정하고 바로 철거하자 8월 7일 다시 표주를 세웠고, 이것 또한 한국 정

전후 일본이 펼친 독도정책은 1952년 평화선 선포 후 약 3개월 후에 구체

부가 철거하자 10월 6일과 23일에 표주를 재설치했다.9 일본 해상보안청 또

화되었다. 맥아더라인 설정으로 일본 어민은 독도 주변수역에 출어하지 못

한 ‘다케시마’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찰을 세웠는데 당시 일본 외무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정부는 지방 정부

성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사무관10은 해상보안청 순시에 동승했다.11 이같

차원에서 법률 개정과 독도 주변수역 조사를 실시했다.6 그리고 1952년 6월

이 1952년과 1953년 일본은 몇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상륙했는데, 이들은

19일 독도 주변수역 해수면 어업을 오키[隠岐] 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허

이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여겼다.

가하고 그동안 금지했던 강치잡이를 일본인 세 명7에게 허가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침범사건에 대한 1차 조사는 경상북도 울릉경찰서에
8

5
6

7

평화선 선포에 대해서는 조윤수(2008),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일본연구논총』
제28호, 207~218쪽 참조

1952년 5월 16일 현(縣) 규칙 제29호에 따라 「시마네현 해면 어업 조정 규칙(1951년
8월 29일, 현 규칙 제88호)」 중 일부를 개정해 강치 고기잡이를 지사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1953년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대마도 난류 개발조사를 위해 독도 근처에서 조사를 했다.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종전에 따른 일본 정부의 조치’
일본인 이름은 외교문서에 먹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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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대책요강의 결정과 일본 관헌의 상륙’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해상보안청의 竹島 순시’

10 가와카미 겐조[川上建三](1909∼1995)：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지리학 전공)를 졸

업한 후 타이완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참모본부, 대동아성에서 군무했고, 전후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 소련공사를 역임했다. 가와카미는 패전 직후부터 외무성에
서 일본 주변 섬 관련 역사지리학적 조사・연구에 전념해왔다. 그는 후에 『다케시마
의 역사지리학적 연구』(A5판 304쪽, 1966년 8월, 古今書院 간행)를 펴내 교토대학
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1 일본 외교문서, 910, 앞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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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하였으며, 그 보고는 주로 내무부를 거쳐 외무부에 전달되었다.12 일

국 주권 보장을 위해 산악회를 포함한 강력한 현지조사단을 독도에 파견하

본은 독도에 자주 불법 침범함으로써 한국 위령비와 영토 표석을 파괴하고

는 것을 원조하고, 한국인 어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자국의 영토 표석을 독도에 설치했으며, 특히 헤쿠라[へくら] 호와 한국 경찰

것이었다. 같은 날 독도 문제 관련 관계자회의가 해군법무감실에서 열렸다.

간에 발생한 총격사건은13 한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

참석부서는 외무부 정무국, 국방부 해군과 해군법제위원회 위원 박관숙 교

국에서는 정부가 독도 수호를 위해 강경한 대응과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 법제처 제1국장, 내무부 치안국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일본 도발과

는 여론이 등장하였다. 한국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관련해 결정한 사항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해군함선이 향후 일본 관헌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선포해야 하며, 일본이 행한 침략 행위에 강력 대응해

이 세운 표석을 조사하며, 해군 수로부에서 독도에 측량표를 세우도록 한

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첫 번째 건의는 1953년 7월 8일 한국 민의원

다. 또 역사적・지리적 조사를 비롯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고15 그 총괄

외교위원회의 ‘독도 침범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발표였다.14 내용은 한

은 외무부에서 한다”는 것이었다.16 회의 결과에 따라 1953년 7월 9일 한국

12 경찰이 언제 독도 경비를 시작했고 독도에 상주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있다. 한국 외교문서는 1952년 일본이 자주 독도를 불법 침범하자 1953년
3월 8일 외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에서 “독도가 어장기지로서 중요
할 뿐 아니라 국방상 중요한 아국 영토임은 명확한 사실임에도 이를 자국령으로 발
언하고 있으니, 당부에서 대비책을 강구하여 아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침북
에 따른 장해가 없도록 함이 好策일가 사료하여 이에 ◯ ◯(사료에서 해독 불가능)
통보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울릉경찰서에서 1953년 6월 일본이 독도에 불
법 침입해 일본 영토 표주를 설치한 것을 6월 25일・27일, 7월 1일 조사한 것으로 보
아 1953년도에는 울릉경찰서에서 독도를 경비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13 경북경찰국 보고에 따르면 “1953년 7월 12일 오전 5시 40분 미국이 제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본 시마네현 400톤급 경비 순시선(30여 명 탑승 중 7~8명은 권총 휴
대)이 아국 영토를 침범함에 따라 울릉경찰서 사찰주임 외 2명이 어민 보호와 선
박 단속차 순시 중 선박을 발견해 그 선박을 단속하려고 헤쿠라 호에 승선하려 했
으나 도망침으로써 발포・제지했지만 체포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국 외교
문서, 741.11JA, 1953년 7월 14일, 「일본선박 영해침범사건 발생의 건」, 『독도 문제
1952~1953』. 당시 단속은 최헌식 경사가 진행했는데, 그는 울릉군 남면 도동 배성
희의 발동선에 같이 탑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 따르면 발동선에서 1박한 후
독도를 향해 오던 선박을 발견하고 감시 중 오전 5시 40분에 선박이 순라반 위치에
서 서남방 약 300m 거리 해상에 도달하였을 때 일본기 게양을 위해 서행하고 정박
하기에 경사 최헌식이 당시 일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민간인 울릉중학교 교
사 기 교사를 동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외교문서, 741.11JA, 1953년 7월 14
일, 「일본선박 독도침범사건에 관한 건」, 『독도 문제 1952∼1953』

14 “경상북도는 7월 10일 한국 영토표식과 위령비를 파괴한 사건을 야만적 행위라고 비

판하고 이는 한국을 무시한 태도인 동시에 침략 근성이 다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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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고 독도 관리를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우선
등대와 측량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등대 설치는 교통

부17, 측량표 설치는 국방부와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후 독도 등대
설치는 교통부, 측량표는 내무부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인

밖에 없으므로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 외
교문서, 741.11JA, 단기 4286년 7월 8일, 「독도침범사건에 관한 대정부건의문」, 『독
도 문제 1952∼1953』
15 ‘독도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이병도)’에서 독도 관련 사료 조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조사를 통한 역사적 근거는 일본 구상서에 대한 반박서 작성시 이용되었다. 독도에
관한 일본 조사는 이형식(2011), 「패전후 일본학계의 독도 문제 대응 1945∼1954」,
『영토해양연구』 Vol. 1(창간호) 참조
16 한국 외교문서, 741.11JA, 1952년 7월 8일, 「독도 문제에 관한 관계자회의 경과」,

『독도 문제 1952∼1953』
17 1953년 8월 교통부는 등대 설치를 즉시 할 수는 없다는 어려움을 보고했다. 교통

부 장관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을 위
한 식자재와 업무용 물자를 보급해야 하고, 월 1회 연료 보급을 위해서라도 우선 예
산 획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외무부 장관에 보냈다. 한국 외교문서, 741.11JA,
1953년 8월 27일, 「일본관헌의 독도 불법침범에 대한 회보에 관한 건」, 『독도 문제
195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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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경상북도는 측량표 설치 자체에 관해 대외적인 관계 측면에서 곤란하

시가 1953년과 1954년에 집중돼 있고, 독도에 관한 일본 측 불법 상륙도

므로 우선 영토 표석을 설치한다고 내무부와 외무부에 보고했다.19

9회나 되는데 모두 1953년과 1954년 5월 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 측 대응에 일본 정부는 1954년 독도 주변 어업권을 더욱 강

경비대 상주 이후 한국 정부는 독도정책을 점차 강화해갔다. 1954년 8월

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1954년 2월 26일 일본인 두 명에게 독도 인광채굴

에는 1년 동안 준비해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이를 한국 주재 미국・영국・

권을 허가했고, 같은 해 오키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미역 2천 관, 전복

프랑스・중국(타이완) 외교대표에게 통고했으며,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소라 약 100관을 채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0 그러나 일본 측 독도 불법

독도’ 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1954년 한국 정부는 독도 우표

순시와 더불어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인 조업은 갑자기 줄었다. 한국 정

3종을 선보였는데 이것이 일본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자 일본 의회에서는 독

부가 경비선 파견을 발표한 1954년 6월을 기점으로21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

도에 자위대 파견과 재군비 논의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론이 부

로 보인다. 이는 해상보안청이 펼친 독도 주변 순시를 봐도 알 수 있다. 일본

상했다.23

해상보안청은 독도 순시와 관련해 1953년부터 외무성에 「다케시마 현황조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독도 수호 의지를 보이자 일본의 독

사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매년 보냈다.22 1953년 6월 이후부터 1965년

도 불법 상륙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평화선 선포를 계기로 독도

10월까지 독도 순시는 5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해상보안청은 1953년 16회,

등대 설치, 경비원 파견, 우표 발행 등 독도가 한국령임을 대외적으로 알리

1954년 14회, 1955년 6회, 1956년 2회, 1957년 3회, 1958년 3회, 1959년

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강하게 비난하였

3회, 1960년에서 1965년까지는 각각 1회씩 순시했다. 1960년부터 1회씩

고, 일본 의회에서도 독도 문제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24 그러나 1950년대

순시한 것은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횟수를 보면 해상보안청 순

후반 중단된 한일회담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회 내 발언도 줄어들
었다.

18 내무부는 1953년 8월 24일 독도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측량표 설치는 내무부 업무

일부로서 내무부가 주관부서라 생각한다고 회신하고 이를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교
통부는 1953년 8월 27일 독도 등대 설치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내외적으로 알리
는 것은 지당하나 무인 혹은 유인 간수 등대를 막론하고 막대한 예산 획득과 직원
을 배치해 실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른 시일 내 등대를 세우는 것은 곤란하
다고 보고했다. 한국 외교문서, 741.11JA, 「일본관헌의 독도불법침범에 관한 건」,
『독도 문제 1952∼1953』
19 한국 외교문서, 741.11JA, 1953년 12월 31일, 「독도측량설치의 건」, 『독도 문제

1952∼1953』
20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26∼31쪽
21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20∼23쪽
22 해상보안청은 사용선 선박명, 거리, 사진, 일본 측 설치 시설 상황, 한국 측 시설,

동향, 외교조치, 비고로 기입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 외교문서, 910, 앞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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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54년 4월 12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쓰루미 유스케[鶴見佑輔] 의원 질의
24 정미애(2011), 「한일회담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의 변화 : 일본의 국회

기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Vol. 1(창간호), 117∼122쪽에서 독도 발언 빈도
를 보면 요시다 내각기 16회, 17회, 19회, 하토야마 내각기 22회, 24회인 반면 기시
내각기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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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1963년 청구권 협상 타결 직후 : 제3국 조정안과 국제사
법재판소

김’ 메모28로 대일청구권 문제가 합의된 후에 개최된 1962년 11월 12일 김

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 회담에서였다.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은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 국내 정치 문제로 독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

1960년대 들어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정리하게 된 것

는 것이 어렵다면 국교정상화 교섭 후에는 반드시 이 건을 국제사법재판소

은 1962년 3월 최덕신 외무부 장관과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의 회

에 제소한다는 약속을 한국 측이 해주기를 바란다” 며 김종필 부장에게 압

담을 준비하면서다.25 당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독도 관련 공식 입장은 독도

력을 가했다.29 이 회담에서 김종필 부장은 갑자기 독도 문제 관련 ‘제3국 조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정안(mediation)’을 제안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제안한 제3국 조정안

일본은 독도 문제 해결은 한일회담과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발언 내용은 일본 외교문서에서도 발견된다.30

1950년대 중반과는 달리, 1960년대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
소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강하게 나타나 한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법재판

김 부장은 이 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시기가 비록 2, 3년 후

소 방식을 관철시킨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라 하더라도 승패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당하지 않으

1962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세 차례 정치회담에서 제안했다.

며, 오히려 제3국(김 부장은 미국을 염두에 둔 모양이었다) 조정에 맡길

첫 번째는 1962년 3월 제1차 정치회담에서였다. 고사카 젠타로 외상은 최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3국이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조정

덕신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

타이밍과 내용을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했다. 그러나 최덕신 장관은 독도는 국제법적・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로 논
의의 여지가 없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문제보다도 회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26 두 번째는 1962년 10월 23일 이
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회담이다. 이케다 하
야토 총리는 독도 문제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타결될 때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며 이는 절대 조건이라고 김종필 부장에게 설명했다.27 세 번째는 ‘오히라・

28 김・오히라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 한국 측은 3억 5,000만 달러(오픈

어카운트 포함), 일본 측은 2억 5,000만 달러(오픈어카운트 불포함)/이것을 양자가
3억 달러(오픈어카운트 포함)로 10년 기간 조기제공 가능 조건으로 양 수뇌에게 건
의한다. 2) 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 : 한국 측은 2억 5,000만 달러(이자율 3% 이하,
거치 7년, 20~30년 상환)/이것을 양자가 2억 달러(10년 기간 조기제공 가능 조건,
이자율 3.5%, 거치 7년, 20년 상환)로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 3) 수출입은행 차관 :
한국 측은 별개 취급을 희망, 일본 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로 신장 가능. 이
것을 양자가 합의하여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양 수
뇌에게 건의한다. 이원덕(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173쪽

25 일본 외교문서, 718, 「1962년 3월 7일 한일정치 절충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방침」
26 한국 외교문서, 723.1JA정, 「한일 간 외상회담 제1차 회의내용 요약」, 『1962. 3 V.

2』, 114쪽
27 일본 외교문서, 1825, 「이케다 총리 김종필 한국 중앙정보부장 회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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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본 외교문서, 1826, 1962년 11월 12일, 「오히라 대신과 김종필 한국 중앙정보부장

제2회 회담에서 오히라 대신 발언요지(안)」

30 일본 외교문서, 1826, 1962년 11월 12일, 「오히라 대신과 김종필 한국 중앙정보부장

제2회 회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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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부 훈령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1962년 11월 12일 오히라 마사

요시 외상과 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의장이 내린 훈령은31

가능하다.
그 후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 협상단의 독도 전략은 김종필 부장이 제기

“일본 측에서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이 문제가 한일회담 현안 문제가

한 ‘제3국 조정안’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라 마사요시

아님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일

외상은 이를 생각해 볼 만한 안이라고 하면서 ‘제3국으로는 미국을 지적하

본이 일으킨 대한 침략 경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경화시킬 우

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34

려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왜 제3국 조정안을

그러나 일본은 제3국 조정안을 회의적으로 판단했다. 1962년 12월 26일

갑자기 제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32 김종필 부장이 독

한일회담 예비교섭 제21회 회합에서 일본은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단으로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

이 응소할 것을 요구했다.35 일본은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하며 동시에 독도

부장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본을 피하고 사

문제는 국교정상화 후에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이 공평한 타협

실상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 대안으로 시사한 것

안이라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제23회 회합에서 독도 문제에

이라고 생각됨”이라고 기록돼 있다.33 이같이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에 분명

제3국 조정이라는 방식을 제의한 것은 일본 측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

하게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이라고 명확하게 보고한 것

며, 그 이상에 해당하는 방식은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36했다. 이 부분과 관

으로 보아 김종필 부장이 일본 방문 전 독도 문제를 정부 내에서 의논했을

련해 한국 외교문서를 확인하면 1963년 12월 10일 독도 영유권 경위 설명37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독도 문

에서 한국 측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의제가 아니므로 회담과는 별도로

제를 미해결 상태로 둔다는 정부의 방침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구체적으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일회담 타결이라는 대국적 견지와 일본 국

로 김종필의 발언을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

내 사정을 고려하여 1962년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제기된 제3국

안’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할 경

거중조정 외 다른 방법이 없으며 이것이 공식적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한

우 독도 문제는 미해결 상태에 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

일회담 예비 절충기간 동안 독도 문제 관련 논의는 매우 다양했다. 일본 측
오노 반보쿠 부총재는 독도 공유설을 제안38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결국 독

31 한국 외교문서, 724.41JA 796, 「대일절충에 관한 훈령」,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 10∼11』

32 최희식 교수는 제3국 조정안은 김종필의 독단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김

종필은 대일협상이라는 외교 최전선에 있는 존재로서, 일본과 진행하는 협상에 유
연성을 부여하고 청구권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술적 판단에서 이 같
은 제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남대 김영수 교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33 한국 외교문서, 724.41JA 796, 1962년 11월 13일,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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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 외교문서, 724.41JA 796, 위의 문서
35 일본 외교문서, 652, 1962년 12월 26일, 「한일예비교섭 제21회 회합기록」
36 일본 외교문서, 652, 「한일예비교섭 제23회 회합에서 한국 측 발언요지」
37 한국 외교문서, 741.1JA, 1963년 12월 10일, 「독도 문제의 경위」, 『독도 문제 1960

~1964』
38 한국 외교문서, 723.1JA, 『제6차 한일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V4.

회의록』, 20~25쪽. 한편 우시로쿠 국장은 독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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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64

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강하게 주장을 해도 한국 측은 결코 받

년까지 일본 공식 입장은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 즉 ‘국제법상 협의 조정

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conciliation)’으로,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국

제소 관련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1962~1964년 사이 후기 한일

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 측은 “이 문제는 국민 감

회담 교섭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에 직결되는 만큼 현재 아측 입장에서 후퇴함이 없이 ‘제3국 조정
(mediation)’ 방법을 그대로 견지하기로 한다” 39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와 관련해 한국 외교문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3. 1964~1965년 한일회담 타결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아측은 일 측 집요한 추궁을 회피하는 동시에 가급적 현상유지를 꾀하
여 독도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제3국에 의한
조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기 동안 일본 국회에서 독도 논의 대부분은
‘독도 귀속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전망이 없는 한 회담을 타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상 또한 “일본은 ‘다

한국 외교문서에 첨언하는 참고 각주40는 “일 측은 제3국에 의한 조정이

케시마’ 귀속 문제에 확실한 전망이 없는 한 전면회담을 종료하지 않을 방

일정기간(예컨대 1년) 동안에 결말을 보지 못할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

침”이라며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를 연결시켜 일괄타결할 방침임을 천명했

소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인 판사

다. 따라서 일본 측 협상단은 한일회담 타결까지 독도 문제 관련 어떤 대안

가 임명되어 있어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도 없다면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강조했으

에 제소하면 이 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판결 전에 우리 측이 이미 독도에 설

나 일본 협상단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한국 측이 협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

치한 시설과 경비원을 철거해야 할 우려도 있는 동시에 북괴가 이해관계 있

고 한일회담에서 해결한다는 것 또한 한국 측의 반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는 당국으로서 참가를 주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1964년 4월 작성한 「일한기본관계문제 처리

다는 안은 아측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

방침(안)」41에서 ‘독도 문제는 별도 협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결되지 않을 시 어떤 규정 설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는 것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문서, 723.1JA, 『속개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 및 본회의』

즉 회담 타결을 위해서라면 국제사법재판소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 1964년 4월 이후의 일본 외교문서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1965

39 한국 외교문서, 723.1JA 현 1963∼1964, 『한일회담 각 현안문제에 관한 아측 최종

입장결정』, 32~33쪽
40 한국 외교문서, 723.1JA 현 1963∼1964, 위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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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아시아국에서 작성한 문구에 ‘국제사법재판소 외 해결방법이라고 할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 목표를 정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 후 4월 13일

수 있는 방식도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42고 한 지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수석 대표회담에서 김동조 대표는 “향후 최대 난제는 독도 문제다. 일본 국

1965년 3월 이동원 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진행한 회담에 동

석한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43 심의관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자 김동조 대
사는 “거중조정 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가까운 시일에 논
의를 시작하자고 했다는 보고서44가 일본 외교문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제사법재판소 위탁은 물론이고, 김종필 ‘거중조정안’조차 한국에서는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47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을 시작했다.
1965년 6월 17일 시작된 교환공문 교섭은 김동조 대사, 연하구 아주국

여기서 말하는 거중조정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밝

장, 우시바 노부히코 심의관,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男] 아시아 국장이 모여

혔다.

진행했는데, 난항을 거듭했다. 처음 일본 측 안은 ‘독도’를 문구에 포함시켰

1965년 3월 24일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만난 회
담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현재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실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45고 언급했고, 같은 날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또한 이 장관에게 “세 안건(주：어업, 법적지위, 청구권 문제)

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중재과정에 구속력을 두는 것을 원했다. 일본은 ‘독
도’ 문제를 포함하여 협상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48
1965년 6월 17일, 일본이 제안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안은 다
음과 같다.

조약문이 확고해졌을 때, 정치적 견지에서 ‘다케시마’ 문제 해결 목표를 설
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일괄 조인하고 싶다”46고 언급했다. 이처

제1조

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을 비롯하여 사토 에이사쿠 총리에 이르기까지

양 체약국 간 모든 분쟁은 금일 서명한 모든 조약, 협정의 해석 또는 실

한일회담 협정에 어떤 식으로라도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협정 타

시에 관한 분쟁 및 ‘다케시마’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며 먼저 외교

결이 어려움을 일본 측은 계속 강조했다.

상 경로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1965년 4월 3일 합의사항에 임시조인한 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이동
원 외무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남아 있는 이야기는 독도 문제뿐이며, 이는

제2조
1. 제1조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쟁은 다른 평화적 방

42 일본 외교문서, 1127, 『1965년 2월 9일 당면의 일한 제 현안의 취급 현황에 관한 건』
43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1909∼1984] : 일본 외교관, 주 버마 대사관 참사관, 외

무성 경제국장, 주 캐나다 대사, 외무심의관, 외무차관 역임
44 일본 외교문서, 728, 1965년 3월 11일, 제목 없음
45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사토총리 이외무장관 회담’, 246~248쪽
46 일본 외교문서, 910, 앞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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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 외교문서, 910, 앞의 문서
48 일본 외교문서, 910, 앞의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처음에 ‘교환공문 의정서안’ 방식

을 취하여 어업, 그 외에 전 조약협정 가운데 중재사항을 정리해 규정하는 구상이었
으나, 분쟁해결이 ‘독도’에 한정되어 내용이 간단해졌고 또한 한국안의 형식도 교환
공문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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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쟁 해결에 관한 한일 양국 제안표49
날짜

6월 17일

한국 측

교환공문안
양국의 분쟁, 합의하는 제3국 조정

서50에서 독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51
일본 측

의정서안
‘다케시마’ 그 외 분쟁, 중재위원회에 의함

6월 18일

교환공문안
양국 간 분쟁, 중재위원회에 의함

6월 20일

교환공문안
양국 간 모든 분쟁, 합의하는 중재에 맡김

6월 21일

일본 정부가 국내적으로, 특히 국회에서 현안 타결 시에는 독도 문제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여온 바 있어, 일본 측이 본건

에 관하여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 시에는 본건에 관하여 일본 측과 여
하히 타협할 것인지, 정부 방안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교환공문안
양국 간에 생기는 분쟁, 합의하는 수단으
로 조정

6월 21일 밤

교환공문안
양국 간 분쟁, 합의하는 수단으로 조정
혹은 중재

6월 22일

교환공문
양국 간 분쟁, 합의하는 수단으로 조정

법에 의한 해결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15-221),
제3조 규정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의탁하기로

6월 19일 김동조가 보고한 교환공문 한국 측 안은 수기로 작성한 것으
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52

1. 한일 간 제 분쟁은 별도 규정이 있을 시를 제외하고는 외교교섭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분쟁 의탁에 관하여 체결하는 중재
계약에서 별도 합의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법 원칙 및 적용

2. 외교교섭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은 양국이 합의하는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조약 규정에 따라서 의탁받은 분쟁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49

김동조 대표는 교환공문 교섭 과정에서 ‘독도 문제’ 처리에 대한 어려움
을 본국에 보고하면서 6월 19일 ‘중재’를 포함시키는 안을 본국에 제안하였

6월 17일 회담에서 한국은 협정문 안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을 강하게

다. 그러나 이동원 장관은 한국대표단에 ‘일본 측에 국내(한국 국내) 형편이

반대했다. 6월 18일, 일본은 한국 측 안을 받아들여 ‘독도’를 협정안 문구에
서 삭제하는 대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맡긴다’는 취지를 담은 교환공문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다.
그 후 6월 19일 김동조 대표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협정문 관련 보고

49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분쟁 해결의 교환공문의 체결’,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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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국 외교문서, 『7차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374쪽
51 한국 외교문서, 『7차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375쪽. 문서에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고려해 최광수 동북아과장 편으로 보낸 방식에 기초하여 본직 자유재
량으로 안문을 작성하고 일 측과 협의 결정하여도 가하온지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52 한국 외교문서, 723.1JA 본 1964∼1965, 『7차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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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지하라고 지시53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입장을

부가 합의하는 수단에 따라 조정 혹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55

고수하라고 전달하였다. 결국 한국대표단은 이동원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교환공문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교환공문 교섭은 1965년 6월 21일 이동원 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

이러한 실무 최종안과 관련해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에게 6월
22일 새벽 4시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56

로 외상과의 회담으로 이어졌다. 6월 21일 이동원 장관은 시이나 에쓰사부

로 외상과의 회담54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은 독도 문

1.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

제를 한일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지시했고, 이 건은 한국 정부 안정

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을 시에는 양

과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만일 한국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국 정부가 합의하는 조정 절차 또는 중재 절차에 의하여 그 해결을

없다고 하면 한일회담을 중지해도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고 언급했

도모하기로 한다.

다. 그러나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일본 측으로서
는 독도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다”

2. 이상과 같이 양해사항을 한 것은 일본이 종래에 주장한 독도란 문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동원 장관은 “일본에 섬 자체 가치에 실리가 있는 것

구 삭제만에 의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당초 일본이 요구

은 아니기에 어떻게든 서로가 국회에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고 싶다”

하였던 절차상 합의 관련 시간적 구속, 법적 구속, 아측의 결정에

고 언급했다.

대한 복종 의무 등을 완전히 해소시킨 것임. 따라서 아국의 합의가

6월 21일 밤, 한국 측이 수정 제안한 교환공문안은 ‘양국 간에 생기는[生

없는 한 중재수속은 물론이고 조정수속으로도 밟지 못하게 되는 것

ずる]’ 분쟁, ‘합의하는 수단으로 조정(調整)’을 제안했다. 한국 외교문서에는

이며 독도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아측의 합의 없이는 영원히 미

나타나지 않지만 일본 외교문서 분석 결과 정부 훈령으로 최종안은 두 가지

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를 포함한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6월 22일 협상 조인일 오전에 양국이 합의
한 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문구를 반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외교문서에는 이 장관이 박 대통령과 통화한 결과 일본 측에 ‘양국 간에 생

양국 간 분쟁은 먼저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것에 의해 해결

기는 분쟁’을 협정문 안에 삽입시킬 것과 ‘중재’ 라는 단어는 삭제해 줄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단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정

53 한국 외교문서, 723.1JA 본 1964∼1965, 앞의 문서, 381쪽

55 일본 외교문서, 910, 앞의 문서

54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일한외상회담’, 244~245쪽

56 한국 외교문서, 『7차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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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주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57 일본은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구

으로 ‘독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기에 현재 문제도

중 양국 간에 ‘생기는’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

포함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외교문서에는 후지사키 마사토[ 藤崎萬里]58 조
약국장이 일본 측은 ‘생기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최악에는 ‘중재’를 ‘조정’

결국 교환공문 교섭은 협정 조인식 25분 전에 확정되었다. 한국은 「분쟁

으로 하는 안을 고려한다는 메모가 남아 있다.59 반면 한국은 양국 간에 ‘생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협정안에는 ‘독도’ 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기는’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중재’ 라는 문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응

독도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

했다. 결국 회담 타결을 앞두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생기는’이라는 단어의

본은 논의 과정을 근거로 ‘독도’ 가 교환공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추가 여부는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이동원 장관이 가진 회담을 통해 결정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한일회담은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 따

되었다. 한편 우리 측은 마지막 단계에서 ‘중재’ 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이

라서 그 해석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에 만족하려고 했으나 본국과 통화한 결과 본국에서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분석돼왔다.

두 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시해 결국 ‘중재’ 라는 단어 또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

1965년 국회 비준을 앞두고 8월 9일 특별위원회에서 교환공문과 관련해
이동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61

1965년 6월 22일 협정 조인식을 몇 시간 앞둔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이
동원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한국 교환공문안과 관련해 사토 에이사쿠 총리

분쟁 해결을 위한 ‘노트’ 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독도 문

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60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이나 외상 그리고 일본 사토 수상이
양해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에도 중대하며 지금까지 일본안조차도 예상을 뛰어넘
는 양보였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만이지만, 대국적 관점에서 이를 승인

1965년 한일회담에서 한국의 독도 전략은 일본이 독도 실효 지배에 대한

하기로 한 실정이기에 더 이상 양보는 불가능하다. 이미 양국 간 분쟁

현상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협상 목표를 두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이 독
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거중조정’을 내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57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244~245쪽

58 후지사키 마사토[藤崎萬里] : 외무성 조약국장, 주 네덜란드 대사, 주 타이 대사, 일

본최고재판소 재판관 역임. 외무성 조약국과장 시에는 미일강화조약 수상연설 초고
작성, 조약국장 시에는 한일조약 담당

것이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중재’
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과 “양국 간 ‘생기는’ 분쟁을”에서 ‘생기는’을 삽입할

59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246쪽
60 일본 외교문서, 910, 「XV 독도 문제」,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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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둘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재’ 라는 단

보였다. 이는 1965년 5월 25일 하비브(P. C. Habib) 참사관이 우시바 노부

어를 삭제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약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

히코[牛場信彦] 심의관을 내방한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서도 유추해볼 수

었다고 볼 수 있다.

있다. 하비브 참사관63은 ‘미국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조언하는데 독도 문제

한국 정부는 미국을 통한 ‘거중조정’이나 ‘제3국 조정안’이 실질적으로 힘

가 한일회담에서 거론된다면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들다고 판단했음이 틀림없다. ‘교환공문’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마지막 단계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선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며, 한

에서까지 독도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그 해결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독도

국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 측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지적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만 반응한 채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

다.64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러스크 극동차관보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 한국 측 전략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비브 참사관의 발언이 미국 정

부가 취하는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회담 타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
음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 미국 입장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가

4. 독도 관련 미국의 입장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영향으로 한일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입장이 일본에 전달되어 일본 독도정책에 변화를 가져

일본은 1951년 8월 러스크(D. Rusk)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대

왔을 수도 있다. 1965년 6월 12일 마에다 리이치[前田利一] 조사관이 외무

사에게 보낸 서한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했다고 주장한다.62 그러나

대신에게 보낸 공문 역시 독도 문제를 한국 측이 회담에서 거론하기 어려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본이 이를

며, 독도 문제가 거론된다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근거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65

미 국무성 공식 입장임을 밝혀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부터 한일회담 기간 내내 독도 영유

미국은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회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 문제에 집착하는 데에 강한 거부감을

62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 “독도 또는 리앙쿠르 암으로 알

려진 섬 관련, 통상 무인인 이 바위섬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지청 관할 아래 있다. 이 섬은 일
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 II-미국편』,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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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hilip Charles Habib(1920～1992) : 뉴욕 출생.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1949년 에스파냐・캐나다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1962∼1965년
한국 주재 대사관 정무담당 참사관, 이후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국
무성 부참사관보 등을 역임했다. 1971~1974년까지 한국 주재 대사로 근무했고, 국
무차관보(1974)를 거쳐 1976년에 정무담당 국무차관에 취임했다.
64 일본 외교문서, 1693, 『주한미국대사관 하비브 참사관의 의견에 대하여』；국민대학

교 일본학연구소(2009), 『일본 공문서 조사분석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참조
65 일본 외교문서, 661, 『1965년 6월 12일, 일한교섭(아주국장과의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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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문제를 미국에 의지해왔다. 1950년대 초반 일본은 평화선 문제를 포함

단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68 일본은 독도를 놓

한 한일 간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미국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전쟁, 혹은 미국에 의한 현상변경을 기

국의 힘을 빌려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66 당시

대했지만 결국 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영토 문제에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일본은 독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두 가지

않는 중립임을 밝혔고,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현재에도 계속된다고 할 수

방법을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67 그리고 미국에 샌프란시스

있다.

코 강화조약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한일 간 분
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피하려 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일교
섭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머피(Robert Daniel Murphy) 차관보는 일본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과 빈번히 외교교섭을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권리 주장을 유보하면서 한국 측 주장을 무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III. 맺음말

미국은 일본이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것을 포기한 것도 미국의 영향이 컸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53년 10월 28일 사와다 렌조[澤田廉三] 유엔대사 보

기존의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관련 연구가 196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

고에 잘 드러나 있다. 사와다 렌조 대사가 로지(Henry Cabot Lodge Jr), 머피,

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한일회담 전 과정에서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등과 회담한 결과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받은

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분석해 보았다.

인상과는 별개로, 한국 정치가 안정될 때까지 미국은 한국 입장을 지지할 수

한국은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로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밖에 없음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독도 문제로 한일관

선언했다. 1950년대 초반 한국은 전쟁 중이었음에도 1954년 7월에 경비대

계가 훼손되어 동북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

파견, 영토 표석 축조, 등대 건립, 독도 우표 발행 등 독도 관련 적극적인 조

할 수 있다. 미국은 한일회담 타결이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

치와 대응으로 일본이 독도를 더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일회
담 시기 독도를 둘러싼 한일 마찰로 한일관계는 악화되기도 했다. 1958년

66 미일안전보장조약 실시를 위해 설립된 미일합동위원에서 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중단된 한일회담이 재개될 때 일본은 한일회담과 독도를 별개로 진행하기

독도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 외무성이 공시하는 등 미국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고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67 1950년대 일본 ICJ 제소 과정과 유엔 상정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2009), 『일

본 공문서 조사분석 연구사업 결과보고서』；조윤수(2011), 『한일회담(1951∼1965)
시기 일본의 독도정책 분석:일본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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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했지만,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대일 청구권 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을 빚는 것은 동아시아 전략에 어긋나기 때문에, 독도 관련 미국의 전략은

후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한일

철저한 중립이다. 그러나 미국이 펼치는 동아시아 전략은 수정될 가능성을

회담과 동시에 타결되지 않으면 한일회담 타결 후 국내 비준이 어려울 수 있

언제나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비정한

다고 한국 측에 압박을 가했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분명하나 한

현실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렇

일회담이라는 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시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

게 미국이 펼치는 독도정책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 공

안으로 ‘제3국 조정안’을 한일회담에서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제3국 조정

문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공문서를 통해서 미국 입

안’은 한국이 독도 문제를 미해결로 둔다는 입장으로, 어떤 법적 근거나 그

장을 정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1950년대 한국 독도 경비

근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 입장에서 제일

사에는 논란이 있다. 이것은 한국 외교문서뿐 아니라 울릉도를 경비했던 민

좋은 것은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으

간인, 독도를 지킨 경비대원의 인터뷰, 경찰 문서를 통해서 앞으로 규명되어

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

야 할 과제다.

소 제소 대신 ‘제3국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회담에서 독도를 미해결로

놔두고 영원히 대한민국 실효 지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이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과의 회담에서 제기한 ‘제3국 조정
안’ 또한 김종필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
다. 한일회담 마지막 단계인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에서 일본은

‘독도’, ‘중재’라는 단어를 고집했고, 한국은 양국 간에 ‘생기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주장하며 ‘독도’를 문구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독도’, ‘중
재’ 라는 단어를 한국 측에 양보했고, 한국은 ‘생기는’이라는 단어를 포기해
결국 교환공문은 ‘양국 간 분쟁, 합의하는 수단으로 조정’이라는 문장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결국 양국이 국내정치 문
제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 측 전략
대로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두면서 한국 영유권
을 기정사실화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독도 관련 미국 입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미국
은 한국, 일본과 동맹국이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한일 간에 갈등과 마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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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과 독도 영유권 문제

I. 머리말1

1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독도2 영유권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 이는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
최희식 | 국민대학교

교섭한 결과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1952년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 영토조항은 일본 혹은 미국에 의한 일방적 영토 처
리에 불과하다. 물론 「교환공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은 상이하여 한
국은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일본은 포함
되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한일합방 조약의 무효성 항목을 둘러싼 한
일 간의 상이한 해석과 비슷하다. 양국은 각자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것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
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서는 교환공문
교섭이 시작되는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교섭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렇듯 「교환공문」이 어떻게 타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국은 어떠한 입
장을 취했는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교환공문이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명확히 하는
I . 머리말
II .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의미

III .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과 일본의 독도 정책

1

IV . 제3국 조정안의 대두
V . 독도 문제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움직임
VI .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타결
VII. 맺음말 : 「교환공문」의 정치적 의미

2

이 글은 최희식(2009),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 한국 외교문서 분석과
그 현대적 함의」, 『국가전략』 15-4를 바탕으로 일본 외교문서에 대한 분석을 첨가한
「韓日會談における獨島(ドクト）領有權問題 : 韓國と日本外交文書に對する實証的分析」,
李鍾元・木宮正史 編(2011), 『歷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II : 脫植民地化編』, 法政大
學出版局 논문을 본서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번역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암 등으로 불리는 독도의 명칭을 독도로 통일
한다. 다만 원문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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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이에 이 글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하여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울

문」 타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릉도와 죽도 및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무시하였다.
물론 석도가 독도인가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지만, 대한제국이 울릉도에서
의 일본인 벌목 작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울릉도에 대한 편제작업을 시도하
는 과정에서 울릉도 주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행했던 바, 석도가 독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3 결국 영토 개념이 불명확했던 동양적 국제질서를

II.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의미

대체하며 등장한 국제법 논리에 입각하면, 1900년과 1905년 한일 양국 정
부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해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영유권 분쟁의 시작점이 된다.
두 번째는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등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체결이다. 1945년 조선의 해방, 즉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독도 영유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중요한 사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권 문제는 본격적으로 한일 양국에 정치문제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초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다.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무인도 소속에 관

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기본적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

한 건’을 결정하였다. 그 결정문 요지는 (1) 오키시마[ 隱岐島] 서북에 있는

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45년 9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은 일

다케시마[竹島]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1903

본의 어로활동을 일본 본토 주변의 일정 해역에 한정하는 조치, 이른바 ‘맥

년 이래 일본인이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아더라인(MacArthur Line)’을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 어로활동 지역에서 제

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따라서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

외하였다. 또한 1946년 1월에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약간

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이 러일 전쟁을 기

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에서도

점으로 한반도 식민화 정책 추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면에서 ‘독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구선희 2007, 356~362).

일본제국주의’ 등식으로 한국 국민이 인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국

이러한 자세는 1951~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이

국민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과잉 대응’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졌다.4 연합국에서 준비한 「구 일본영토 처리 합의서(1947)」 및 영국 정부

이러한 요인 때문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 조치에서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임을 주장하였지만,
대한제국은 이보다 5년 빠른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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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양국 간 논쟁은 金學俊(2004, 119~137), 下條正男(2004, 116~
133) 참조. 이에 대한 자료는 신용하(2000, 9~158) 참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구선희(2007, 362~365),
김영수(2008), 이석우(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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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상정되었다. 실제 미국 정부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는 1951년 8월, 이른바 「러스크 문

강화조약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지만, 6차 초안부터

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는 면도 존재한다. 즉 러스크

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다.5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영토 포기 조항에 독도를 삽

(Dean Rusk) 당시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앞으로

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 이는 일본 정부의 로비, 일

보낸 공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정병준 2009, 71).

본 점령군 최고사령부 정치고문 시볼드(William J. Sebald)의 개입, 군사전략
상의 고려7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리앙쿠르암(독도)이 일본 주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으로 불리는, 이와 관

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연합국의 인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

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위 덩어리

으며 한일 간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네마현 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의한 해결을 주장했다(김영수 2008, 119 ; 정병준

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2006, 4~10).

주장하지 않았다. 파랑도를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분리될 섬 중 하나

두 개의 사건은 사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입증하기 힘든

로 지목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기각된 것으로 이해된다.

구석이 많다. 일본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의 석도가 독도가 아님을
주장하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언어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의도적으로 영토문제의 ‘미해결’을 추구

하여 냉전 질서 구축에 일조하도록 했다는 측면은 부정되기 힘들지만(原貴

국에게 석도와 독도 사이의 언어적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힘든

美惠 2005), 위와 같이 조사 수행 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

면이 존재한다.

린 제3국 외교문서의 존재는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8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존재한다. 두 사건은 한국을 배제한 일방
적 선언 혹은 교섭이었다는 점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당시 소국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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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구체적 사료는 신용하(2000, 264~395) 참조

으로서 서양의 국제법 질서를 잘 알지 못한 대한제국의 허점을 이용한 측면

한국 정부는 연합국최고사령부에 독도, 대마도(對馬島), 파랑도의 영유권을 주장하
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연합국에게 양보를 얻어내
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1951년 7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
마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였다. 문제는 실재하지 않는 전설의 섬인 파랑도의 영유
권을 주장한 것이었는데, 미 국무부의 조사 결과 파랑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
고, 결국 파랑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박진희 2008,
88~93).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해방 후 미군은 독도를 공군 폭파 연습장으로 이용하였다. 1951년 시점에서 한미동
맹 체결 의사가 없었던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켜 오키나와와 같이 미국
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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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채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러스크 문서」가 가지는 국제법적 의미는 국민대 일본학연
구소 콜로키움에서의 이석우 교수 발표에 시사 받은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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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65년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명백히 동일 주권국가로서

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담’에서의 논쟁이다(한

독도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하려던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함의는 매

국외교문서 1962B, 25).8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외교문서 상의 회의록은 문장

우 크다. 어찌보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평

이 어색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하에 인용하는 외교문서는 필자가 읽기 쉽게 교

화적인 방식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첫 번째 사례일 것이

정한 것이다). 9

다. 따라서 교환공문 교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교섭 과정에서 어떠
한 정치적 함의가 발견되는지는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국장 : 청구권 문제가 해결될 가망성이 높은 단계

국제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치

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케 될 것이다. 독도에 관한 문제도 이때

적 의미를 가지는 교환공문 교섭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우선 박

토의하게 될 것이다.

정희 정권 시기 일본과 한국의 독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영택 참사관 : 독도 문제를 왜 또 꺼내려고 하는가? 고노 이치로 씨는

독도는 국교가 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일 측이 왜 이를 또 꺼내려 하는가?
이세키 유지로 국장 :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III.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과 일본의 독도 정책

최 참사관 : 회담 도중에 이 문제를 내놓겠다는 말인가?
이세키 유지로 국장 : 그렇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것을

정해야 하겠다.
최 참사관 : 국교 정상화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이세키 유지로 국장 : 국교 정상화 후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적극적이었다. 이는 국가이념으로 반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북 봉쇄망 구

것을 정하자는 것이다.

축과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위해 발전국가 노선을 탐색하며 일본의 경제적

최 참사관 : 일본에 곤란한 사정이 있듯이 한국에도 사정이 있는 것인

지원을 확보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외교전략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후 한

데, 이 문제는 내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일회담은 급물살을 타며 진전되어, 청구권 문제가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이

이세키 유지로 국장 : 섬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내놓지 않을 수

원덕 1996 ; 高崎宗司 1996, 116~126). 이에 일본은 1962년 본격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
싼 한일 양국의 정책과 인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1962년 9월 3일에 개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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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위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위 회담에 대한 간단한 기록은 일본
외교문서(1966, 208~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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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다. 당시 사회당을 중심으로

배의환 대사 : 중요하지도 않은 섬이고 한일회담의 의제도 아니므로 국

하는 혁신세력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미국의 냉전논리에 편승하여 한미일

교 정상화 후에 토의한다는 식으로 별개 취급함이 어떤가?

삼각 군사동맹 수립을 통해 대공산권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하

스기 미치스케 수석대표 : 영토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

여 이를 반대하였다. 특히 이승만라인에 기초한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나

므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포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혁신세력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회 대책을 위해서라도 독도

이 회담에서는 일본이 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국

영유권 문제가 타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후술하지만,

내정치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1963년 1월 11일 회의에서

1963년 1월 11일에 개최된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22차 회의’에서 우

스기 미치스케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한국외교문서 1963A,

시로구 토라오 아시아국장이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이 문

24).

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문제다” 라고 언
급한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한국외교문서 1963A, 25). 이러한 일본의 국내사

사실 독도 문제는 국교 정상 후에 천천히 토의해도 될 문제다. 그런데

정은 일본 외교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962년 9월 3일 개최된 ‘제6차

사회당이 떠들고 있으니,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 정상화의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4차 회담’ 기록에 “일본 국회에서 언

국회 비준을 받기 어렵다.

제나 문제가 된 이상, 일한 간의 관계 조약 심의 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도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는 이세키 유지로 국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위 논의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기본자세를 보여주었다.10

(일본외교문서 1966, 208).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

둘째, 일본 정계 및 교섭 담당자가 독도에 대해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

하는 등 표면상 독도 문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일본의 독도정책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독도 폭파 발언은

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로 국회비

김종필만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본 측도 이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

준이라는 국회대책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60년 안보투쟁’을 겪으

이다. 1962년 10월 29일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김종

며 ‘저자세, 관용과 타협’을 내세우며 등장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

필은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에게 독도 폭파 발언을 했지만, 오히라 마사요시

에게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혁신세력의 움직임은 ‘제2의 안보투쟁’을

외상이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 러스크에게 말했다(미국외교문서,
611~612). 김종필·러스크 회담은 동년 10월 20일의 제1차 김종필・오히라

10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기본 정책을 알 수 있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

성 아시아국 제2과는 1953년 8월 ‘다케시마 문제 처리방침’을 작성하였지만, 그 내
용을 먹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외교문서(1966,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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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였다면, 독도 폭파 발언은 제1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한국 외교문서에도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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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서가 있다. 김종필은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끝내고 귀국한 11월

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필의

13일, 하네다 공항 귀빈실 기자간담회에서 독도 폭파 발언을 회고했다. 여

독도 폭파 발언이나 배의환 대사의 연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박정희

기에서 김종필은 기자에게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권의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배의환 대사가 언급한대로 “(독도 영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한국외교

권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국교 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토의

문서 1962C, 216). 물론 이 문서에는 독도 폭파 발언을 누구에게 했는지, 언

한다”는 것이었다. 독도 영유권을 직접 주장하며 테이블을 맞대고 일본 정

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외교문서와의 연관

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회담 교섭 테이블에

성 속에서 추측하자면, 김종필이 독도 폭파 발언을 한 것은 제1차 김종필・

오르는 것 자체를 억제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고착화하려는

오히라 회담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기록

전략이었다. 따라서 ‘독도는 중요하지 않은 섬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한일회

한 한국 및 일본 외교문서에서는 김종필의 독도 폭파 발언이 발견되지 않는

담에서 거론하지 말고 국교 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논리를 전

다. 결국 외교문서상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국장이 김종필보다 독도 폭파 발

개했다고 볼 수 있다.

언을 먼저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는 이세키 유지로 국장이 독도의 전략
적 가치를 높게 두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위 문서에서 나타난 일본 정계의 거두였던 고노 이치로의 발언,
그리고 교섭 당사자인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국장의 발언은 일본 측이 독도
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동년

IV. 제3국 조정안의 대두

8월 2일 배의환 주일대사와의 면담에서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 또한 “고사
카 젠타로 외상이 독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
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하면, 목표를 멀리 두고 대담하게 해결하
여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외교문서 1962A, 8). 이후에는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가 독도 공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한국외교문서 1963A, 23). “섬 자체
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교섭 과정에 대두한 것은 1962년 제1・2

차 김종필・오히라 회담 때였다. 김종필은 10월 20일에 있었던 제1차 김종

필・오히라 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 정상화

이세키 유지로 국장의 발언은 독도에 대해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후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 며 박정희 정권의 기본 입장을 성실히 대변

국내 대책을 위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했던 일본의

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독

속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 또한 독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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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지 않았지만, 11월 12일에 있을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앞두고

김 부장의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일 측의 강력한 요구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한국외교문서 1962C,

대하여 몸을 피하고 사실상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154).

작전상의 대안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됨.

일 측에서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문제가 한일회담의
현안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동시, 일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왜 ‘생각됨’이라고 기록하였을까? 이는 외무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만약 박정희의 암묵적 양해 아래 제안되었다

한국민에게 일본의 대한(對韓) 침략의 경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담의

면, 굳이 김종필의 의도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 것(11월 8일 훈령).

제3국 조정안은 김종필의 독단적 행위였다고 추리할 수 있다.

그러나 김종필은 이와 같은 훈령을 초월한 제3국 조정안을 제시했다.

12일 김종필・오히라 2차 회담에서 김종필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현안
문제가 아니며, 한국 국민의 감정을 경화시킬 뿐이다” 라며 훈령에 근거하
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강변하는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에 맞섰다. 그러

나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집요하게 추궁하며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확실히 김종필은 독도 폭파를 언급하며 독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게

두지 않는 듯한 인상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제3국 조정안은 이러한 김종
필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일 협상이라는 외교 최전선에
위치한 존재로서 일본과의 협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행위로 해석

될 여지도 있다. 1・2차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담의 전략적 목표가 청구권
문제의 타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측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타진하자, 김종필은 훈령을 초월하여 제3국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오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청구권 협상에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술

라 마사요시 외상은 제3국으로 미국을 지적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적 판단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교문서 1962C, 165~166).11

이러한 제3국 조정안은 김종필의 독단적 행위였을까, 아니면 외무부와의

여하튼 김종필의 독단적 행위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1962년 12월 중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기

공동 작업이었을까, 아니면 박정희의 암묵적 양해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을

존 입장에서 약간 후퇴하여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가 제시

까? 외무부가 위 회담을 정리하며 작성한 다음의 문서는 제3국 조정안이 김

한 타협안의 구체적 내용은 일본 외교문서에는 먹칠이 되어 있으나, 후술하

종필의 독단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한국외교문서 1962C, 166).

는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그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제3국 조정’임이 확인되
고 있다.12 1963년 1월 11일에 개최된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22차 회

11 일본 측 외교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 중 독도관련 기록은 다음을 참조. 일본외교문서(1962C, 22~23) ; 일본외교문
서(1966, 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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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우시로구 토라오[後宮虎郞] 아시아국장은 제3국 조정안의 진의를 물

12 타협안을 언급한 문서는 일본외교문서(1966, 212~213) 참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과 독도 영유권 문제

185

었다. 일본으로서는 제3국 조정안이 ‘독도 문제에 최종적인 결말을 내겠다

공동 이용할 것(joint usage)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의 견해를 조속히 알려줄

는 생각에서 인가, 혹은 제3국에 의한 조정방법을 취함으로써 해결을 지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규하 대사는 “독도 문제는 당초 한일회담의 의제

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우시로구 토라

에 들어 있지 않던 것을 일본 측이 공연히 끄집어내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

오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한국외교문서 1963A, 25).

게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이러한 조정 혹은 공동 이용을 수용
할 가능성이 낮다며 우시로구 토라오 국장의 제안을 실질적으로 거절하였

(만일 한국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 반대한다면) 제3국에 의한 조

다(한국외교문서 1963B, 44~45).13

정으로 해결하되, 제3국의 조정 결정에는 순종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3
국 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식의 절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 정
부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문제다.

V. 독도 문제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움직임
그러나 한국은 “국교 정상화 후에 제3국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하여 제3국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조정에 의해 해
결되지 않는 경우, 그때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얘기하며, 강제력이
없는 조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한국외교문서 1963A, 25). 이로써

더 이상 한일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 정상화 후에

판단한 일본 정부는 ‘한일 현안 일괄타결 시에 반드시 독도처리에 관해서도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제3국 조정안을 양립시킬 수 있

명백한 처리방안에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

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대로, 독도 영유

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형태로 독도 영유

권 문제를 영원히 미해결 상태로 둠으로써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고착화하겠다는 전략에 제3국 조정안을 일치시킨 것이다.

권 문제에 여지를 남기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 6월 이
후 교환공문을 둘러싼 교섭이 실시되었다. 문제는 ‘독도는 한일회담의 의제

그러나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1963년 7월 9일 개최된 일본

가 아니며, 국교 정상화 이후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 ‘국제

외무차관 등과의 회합에서 일본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했

사법재판소 제소’를 고수하던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다. 우시로구 토라오 국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1907년에 체결된
The 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에 의한 조정(arbitration), 혹은 영유권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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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을 시작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도 향할 것이다. 교섭 타결 후 외교채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

일본 외교문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직하다.

1964년 4월 14일에 일본 외무성은 「한일 기본관계 문제의 처리방침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 세목에 관한 합의를 둘

물론 하비브 참사관의 이러한 발언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양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별도의 협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결되

요구하는 미국의 공식견해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사정을 일본

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을 마련

측에 설명하여 독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

했다(일본외교문서 1964, 15).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의 협정’ 혹은 ‘별도의 규

다. 실제 당시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 교섭 당사자들의 하소연을 익히 들어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일본 외무성은 이 시점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한 정세보고를 통해 한국이 독도 문제에 매

전후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방식을 모색했

우 민감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정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1963년 7월 9일 개최된 일본

세보고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 국민 전체를 자극하고 모든

외무차관 등과의 회합에서 우시로구 토라오 국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

현안의 타협 전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한국 외무부 아주

제하에, 1907년에 체결된 The 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국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에 의한 조정(arbitration), 혹은 영

이렇듯 일본은 1964년을 전후로 하는 시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유권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동 이용할 것(joint usage)을 제안한 적이 있

는 현실상 불가능하며, ‘다른 형태’로 독도 문제에 대한 여지를 남길 필요가

다. 물론 우시로구 토라오 국장의 사견임을 전제한 것이지만, 일본 외교문서

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하비브 참사관의 일본

상에 나타난 ‘별도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일 것이다.

설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중재 노력도 크게 작용한 듯 보인다. 동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태도였다. 1965년 5월 일본 외무성 심의관과 주한

에 한국 국민이 독도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도 문제

미국대사관 하비브(Philip Habib) 참사관과의 회담에서 하비브 참사관은

를 잘못 건드리면 지금까지 합의되어 온 여러 가지 타협이 수포로 돌아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일본외교문서 1965A, 2).

수 있다는 인식도 방향 선회에 어느 정도 작용한 듯하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교착상태

한국 측의 정세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본 측의 견해는 너무나

를 회피하기 위해 비밀 채널을 가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3월 11일

편협하다.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교섭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과 이동원 장관 회담에서 김동조 대사는 “김종락과

는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는 비현실적이다. 독도 문제를 교섭의 일부

고노 이치로[河野一郞] 라인의 접촉에 대해서는 최근에 처음 들었다. 이 문

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의 감정적인 국가주의적 여론의

서는 이 공사가 어제 보았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비밀 채널을

화살이 일본 정부의 성실함에 대한 의구심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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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11장에서 고노 이치로 국무대신에 의한 교섭을 ‘고노 이치로 라인에 의
한 이면교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일본외교문서 연도미
상, 73~89). 다만 김동조 대사는 비밀교섭이라는 이중 외교에 극히 불만을

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 및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킨다.

표시하며, “이러한 약속을 일본 측이 신용해서는 안 된다” 면서 불편한 심기

위 ‘독도밀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 외교 문서는 확인할 수는 없다. 일본 정

를 드러냈다. 또한 위 교섭의 중요한 후원자였던 정일권 총리에게 확인한

부 또한 독도밀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15 노 대니얼의 취재에 의

바, 정일권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일본외교문서 1965B, 5~7). 여기

하면 ‘독도밀약’ 과정에는 이동원 외무부장관, 김동조 주일대사도 배제될 만

에서 말하는 ‘김종락과 고노 이치로 라인의 접촉’, 그리고 그 결과 문서화된

큼 극비였다. 다만 일본 외무 고위관료(외상과 대사 등)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약속’은 무엇일까?

한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김동조 대사 및 이동원 장관 등 교섭 실무진

이에 대한 내용은 노 대니얼의 취재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 대니얼은 2006년 6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과의 인터뷰에서 1965년

은 반발했으며, 정일권 총리 또한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으나 막후에서 교
섭 당사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노 대니얼 2007, 109~133). 실제 위의 일본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을 앞둔 5개월 전 독도를 둘러싼 ‘밀약’이 합의되었다

외교문서는 1965년 3월 11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김동조 대사가 하루

는 언급을 듣고, 그 내용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김종필의 형인 김종락과 고

전에야 알았으며, 정일권 총리도 이러한 밀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노 이치로의 측근 시마모토 겐로의 중개로 성사된 이 밀약에는 “해결하지

고 기록되어 있다.

않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즉, 독도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 없이

결국 ‘독도밀약’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본 외교문서상 한국과

회담을 마무리 짓는다14). 따라서 조약에는 언급하지 않는다” 는 것이 핵심내

일본의 최고 결정자 사이에 일종의 ‘협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용이며,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이 적혀져 있다고 한다(노 대니얼 2007,

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애매한

107~108).

타결’ 혹은 ‘잠정적 타결’을 추구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
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으로 연결되었

1) 독도는 금후 한일 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

으리라는 분석은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며, 동시에 그것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대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은 유지한다. 다만 경비원을 증강하

14 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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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그러한 밀약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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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6144.pdf/$File/b1661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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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타결

을 명시하는 등 제1차 시안과 거의 같았다(한국외교문서 1965A, 369~370 ;
일본외교문서 1966, 230~232).

이에 한국 대표단은 18일 ‘본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시
안을 제시하며 일본에 대항하였다(한국외교문서 1965A, 363 ; 일본외교문서
이러한 배경하에 일본 정부는 1965년 6월 17일에 제1차 시안을 제시하

1966, 226).

였다(한국외교문서 1965A, 374~375 ; 일본외교문서 1966, 221~224). 제1차 시
안은 「분쟁해결에 관한 의정서」로, 5조 10개항에 이르는 장문의 문서였다.

…… 양국 정부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

양국 간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그 분쟁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안

으로써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양국 정부가 합

되는 경우 상대국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면 60일 이내 3인으로 구성된 중

의하는 제3국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탁하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양국 정부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양국 간 분쟁에 다음과 같이 독도
가 포함되어 있었다.16

한국 측 시안의 특징은 양국 간 분쟁에 독도 문제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
력을 명기하기 않은 채 양국 정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제3국 조정안을 제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합의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거의 유

양 체약국 간의 모든 분쟁은 금일 서명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의 해석

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교환공문은 다음과 같다.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 및 독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한다.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해들은 일본은
다음 날인 18일 제2차 시안을 제시했는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로 이름이 바뀌면서 동시에 독도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 외에는 분쟁 처리
절차에 시간적 구속과 법적 구속 및 상대국의 중재요구에 대한 의무적 승낙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대표단이 작성한 시안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동원 장관이 방일하는 6월 20일까지 교섭을 중단시켰다(한

16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상대국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락한 30일 이내

각국은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을 지명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2인의 중재위원의 합의
하에 제3국 국민인 제3의 중재위원을 지명하거나 양자가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제3
의 중재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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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한국 측 시안과 최종안이 거의 유사하다는 면에서도 일본 측 시안

이 타결되고 기본조약이 조인된 당일(6월 22일) 주일대사가 본국에 보낸 긴

은 이미 논의 대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측 시안을 거의

급전보를 통해 알 수 있다(한국외교문서 1965A, 390).

수용하는 대신, 양국 간 분쟁에 독도를 명기하고자 하였다. 오재희 전 대사

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이상과 같이 양해사항을 한 것은 일본이 종래에 주장한 독도란 문구

경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는 문구를 고수하여 독도를 명기하고

삭제를 통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당초 일본이 요구하였던

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강경입장에 밀려 독도를 명기하는 것을 포기하였

절차상 합의에 대한 시간적 구속, 법적 구속, (상대국 제소) 결정에 대

다(오재희 인터뷰 2008, 160~161).

한 (아측의) 복종의무 등을 완전히 해소시킨 것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분쟁과 그 처리에 관련된 표현이었다. 한국

따라서 아국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수속은 물론 조정수속도 밟지 못하

정부는 ‘양국 간에 일어날 분쟁’이라는 표현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위 표현

게 되는 것이며, 독도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아측의 합의 없이는

이 독도 문제를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양국 간 분쟁’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임.

이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한국은 강제성이 없는 ‘조정’에만 한정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 일본은 ‘조정 또는 중재’를 요구하였다(일본 외교문서
1966, 239~245).

위 한국 대표단의 평가처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 한국은 독

도 영유권 문제를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할 수 있었다. 즉 독도에 대

이에 따라 교섭은 교착상태를 맞이하여 22일 예정이었던 언론발표 예정

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의 의도와는

시간까지 타협을 이룰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이동원 장

달리 교환공문에 의해 원천 봉쇄된 것이다. 먼저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

관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측 요구인

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라는 조항에 의해 일본은 독도에 대

‘양국 간 분쟁’, 한국 측 요구인 ‘조정’ 문구를 수락하는 형태로 타협을 이루

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군사적 행동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었으며, 동시에 일본 정부는 교환공문에서 말하는 양국 간의 분쟁에 독도

또한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는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장래에 있을 분쟁만을 의미하며, 우리 정부가 장래의

조항에 의해, 한국 측 합의 없이는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문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서 말하는 조정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포함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

않을 것임을 사토 에이사쿠 수상으로부터 보장받았다고 한다(한국외교문서

론할 수 있다.

1965B, 401 ; 일본외교문서 1966, 246~249).

반면 일본으로서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

최종 확정안이 5조에 이르는 장문의 일본 시안이 아닌 한국 시안과 거의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고, 이를 통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측 주장이 거의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

해 국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郎] 외상

대표단이 교환공문 교섭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한다는 사실은 교환공문 교섭

은 1965년 10월 29일 중의원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및 협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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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요구되고 있으나, 그 전말을 알 수 없다. 동시에 회담록에 나타난 일본 측
발언의 진위 여부도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본 당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 일한 간에 매우 중요한 분쟁문제입니

국이 독도 문제에 관련된 외교문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다. 이번의 분쟁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에 다케시마는 이 분쟁에서 제외

결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

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기에 당연히 양국의 분쟁문제가 됩니다. 한

다만 제한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일본 외교문서를 통해 독도 문

국 측이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를 둘러싼 한일교섭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했다. 먼저 일

…… (교환공문에서) 조정에 맡긴다고 말한 이상, 어떠한 조정도 (한국

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했다. 첫째,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

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약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일한조약이 효력을

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등 표면상 독도 문

발생하면, 적당한 기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에 절충을 하고

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높

자 합니다.

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국내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독도 문제
에 접근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일본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
문」에 의해 독도 문제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 유지’를 더욱 고착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했다. 박정희 정권의 독

VII. 맺음말 : 「교환공문」의 정치적 의미

도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
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독도 문제를 영원

히 미해결 상태로 두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

다. 한국의 교섭 및 기본 전략은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일본 측 의도와는 달
이상과 같은 분석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리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현상유지를 타개할 어떠한 방법도 봉쇄

한일회담 관련 일본 외교문서가 6만 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에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일회담 내 독도 교섭을 통해 한국은 독도 문제

대해서는 “(이미) 현재 일한 간에 입장이 다른 문제에 대한 교섭 양태 및 정

에 ‘우위’를 확보하였다.

부 내부에서의 검토 상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에

위와 같은 사실로 확인되는 바는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회피,

의해 일본이 금후 교섭 상에 불리한 상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당

즉 전략적 가치가 낮은 독도 문제보다 한일관계의 긴밀화라는 높은 전략적

부분 비공개 되었거나,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먹칠이 되어 있다. 실제 김종필

가치를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판단은 1965년 타결된 한일

의 제3국 조정 제안 이후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문서의 분석이

어업협정에도 나타났다. 양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전관수역을 설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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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도를 공동규제수역에 두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업 문제를 분리시켰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없었다.

다.17 비록 독도 주변은 공동규제수역으로 편입되었지만, 1965년 12월 18일

1998년 한일 신(新)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협상 테마에서 제외하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날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에 전관수역을 선

고 독도 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책정한 것은 1960년대 한일회담 시의 잠정적

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발하였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독도

타결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국

는 한일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공백지대로 남았던 것이다.

정부가 배타적 어업수역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서 책정했다는 면에서 독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1994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기

도 영유권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부여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과

본 골격으로 하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체결되어 독도 문제가 배타적 어업수

정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독도 주변을 잠정수

역 문제 및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동되기 전까지 한일관계에 큰 문제가

역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되지 않았다(이면우 2008, 64~70). 1970~1980년대까지의 양국 행위 양태

즉 현상유지를 묵인하고 어업 문제에 양국 이익관계를 조정했다는 분석도

를 살펴보면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견해와는 달리 1998년 신어업협정은 1965년 어업협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형식적으로 주장해왔고, 한국은 그러한 선언에

정과 비슷하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도항금지 등 ‘조용한 실효
지배 정책’을 추진했다.

이처럼 ‘한일회담에서의 잠정적 타결방식’이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실효
지배를 용인하고 독도 주변을 실질적으로 공동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런 점에서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내 중일 영토분쟁에서 쓰였던 다나

독도 문제가 양국 사이의 긴장요인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최대한 자제하는

아게[棚あげ] 방식(영유권 문제를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방식)과 유사하

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이동원・사토 에이

다.18 다만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문제는 영유권 문제의

사쿠 회담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한일회담 당시 일본이 한국의 실효지배

보류라는 측면에 머물렀던 반면, 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의 실효지배

에 대해 ‘잠정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하는지, ‘영구적’으로 용인했다고 봐

에 대한 잠정적 용인과 함께 독도 주변을 어업 공동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야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한일 지도자

실질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

는 ‘모호성’을 통해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

일 양국은 1980년대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의 지하자원이 확인되면서 공동

다. 즉 ‘독도밀약’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독도

이용 방안의 모색 등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있는 반면, 독도 문제는 독도 주

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공유되었다

변 해역에 대한 공동 이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최후 교섭이었던 이동원 장관과 사토 에이사쿠 수상 회

17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손양수(1988) 참조
18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과정 중 중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손기섭(2008, 104~113)

담에 대한 다음의 기록이다(일본외교문서 1966, 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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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수상은 일본안은 최종적인 양보안으로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

장기 임대하여 민간인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용한 실효지배를 취

다. 이에 이동원 장관도 그럼 어쩔 수 없다, 일본 측의 최종안을 수용

했으며, 중국 또한 센카쿠 열도 분쟁이 중일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하는 것으로 하지만 한 가지 요구가 있다.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 후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면서 중일 양국은 2008년 10월 가스전 공동개발에

위 건(교환공문의 양국 간 분쟁)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

합의하는 등 윈윈 관계를 형성하였다. 물론 2005년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

지의 발언을 해도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 반론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

마의 날’ 조례 및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2013년 일본의 센카

리의 목숨이 걸린 것이다. 다만 일본 국회에서 (양국 간 분쟁에) 독도

쿠 열도 국유화 이후 중일 및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탈근대성

가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삼가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 이

을 바탕으로 영토 문제를 ‘관리’하려 했던 한일 및 중일 양국의 외교적 노력

것에 대해 수상은 양해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은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며 또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의 그림자 속
에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다만 위 발언의 진위는 한국 외교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한국외
교문서에는 양국 간의 분쟁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장
래의 문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사토 에이사쿠 수상으로부터 보장받았다는
기술이 존재한다(한국외교문서 1965B, 401, 222쪽 참조). 따라서 위 회담 내
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한일회담 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떠한 형식
으로 타결을 보았는지에 대한 분석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위 발언은 일
본이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다만 양국이 각자 독
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정적 타결방식을 ‘독도 방식’으로 칭하고자 한다. 독도 방식은
영유권 문제와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를 분리한 영토분쟁 해결 방식이다. 이
런 의미에서 독도 방식은 근대적 의미의 영토분쟁을 상호의존성을 지닌 탈
근대성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해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독도 방식은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
서도 현실화 되었다. 2013년 국유화 이전, 일본은 사유지인 센카쿠 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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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변화

I. 머리말

-일본 국회회의록을 중심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島])1 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에는
정미애 | 국민대학교

독도 문제에 관해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독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점차 강경하게 변화해갔다. 이 글은 한·일
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왜 변화했는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
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국회회의록을 통해 일본의 정권(내각) 변화에 따른

독도 정책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국 헌법에 따라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
관’이다(41조).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다(43조 1항). 더욱이 입법부와 행정

*

일본 국회회의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시기적으로 1950~1956년
까지, 1957~1965년까지로 나누어 이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일
본공간』 6호와 7호에 각각 게재된 바 있다.
이형식(2009), 「일본의 국회회의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1950~
1956)」, 『일본공간』 제6호, 246~258쪽 ; 정미애(2009), 「일본의 국회회의록을 통
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1957~1965)」, 『일본공간』 제7호, 206~221쪽.
두 편의 논문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전후 일본 공문서 조사
분석 연구사업>의 연구성과 중 일부다. 『일본공간』에는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한·
일회담>이라는 연속기획의 하나로 연구노트 형식으로 간단하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국회의 반응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 글은 1950~1965년까지로 시기
를 통합하는 한편 내용적으로도 『일본공간』 제7호에 게재된 졸고를 대폭 수정·보완
했다.

I . 머리말
II . 중의원에서의 독도 발언 빈도를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관심 변화
III. 내각 변화에 따른 일본의회의 독도 논의 변화
IV. 맺음말

1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도’로 기술하지만, 일본 국회회의록의 발언을 인용하는
등 일본 측의 입장이나 주장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직역하여 일본명인 ‘다케시마[竹
島]’로 표기한다.

한·일회담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변화

205

부가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으로 볼 때 국회

한 이유는 1950년 중의원 제10회 통상국회(1950.12.10~1951.6.5) 외무위원

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일본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회에서 독도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해당 시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이라는 점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에 비추어 볼 때 국회회의록은 해당 시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

즉 이른바 ‘평화선’ 3을 선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가 된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방대한 양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회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기에 대해 시기 구분은 내각의 변화를 기준

의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룬 연구는 현대송(2007)과 최장근(2010)의

으로 했다. 분석시기에 해당하는 국회는 제8회 임시국회(1950.7.12~11.20)

연구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2

부터 제50회 임시국회(1965.10.5~12.13)이고, 이 시기의 일본의 내각은 다

현대송은 제1회 특별국회(1947.5.20~ 12.9)부터 제168회 임시국회

음과 같다.

(2007.9.10~2008.1.17)까지 약 60년간의 중의원 회의록을 분석대상으로 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 : 1948년 10월 15일~1954년 12월 10일

여 국회의원의 질의, 각료와 관료의 답변, 참고인 진술, 진정과 청원에 등장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내각 : 1954년 12월 10일~1956년 12월 23일

하는 독도 관련 발언 빈도를 조사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일본의 정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내각 : 1956년 12월 23일~1957년 2월 25일

책결정자 지위에서 독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내각 : 1957년 2월 25일~1960년 7월 19일

최장근은 한일협정 체결을 비준하기 위한 일본의 비준국회에서 독도 문

제에 대한 일본정부안을 두고 벌어진 전문위원들의 질의, 특히 사회당 출신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 : 1960년 7월 19일~1964년 11월 9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 1964년 11월 9일~1972년 7월 7일

전문위원들의 추궁과 정부위원의 답변을 통해 한일협정의 독도 문제 처리
에 대한 일본 국회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상기의 선행연구는 전자의 경우 정량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국회회의록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과 내 일한

는 1965년의 비준국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정부와

국교정상화교섭사 편찬위원회에서는 21권의 교섭사 자료를 펴냈는데, 그중

국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파

다음의 세 권이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된 국회회의록을 싣고 있다. 각각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글은 1950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

의 교섭사 자료가 다루고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년까지의 일본 국회회의록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1차 한·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論IV: 日韓問題の論議要旨(その1)』交涉史

일회담이 1952년 2월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점을 1950년으로

2

현대송(2007),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
장근(2010), 「한일협정에 있어서 한국의 독도 주권 확립과 일본의 좌절-일본 비준
국회의 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7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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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평화선’이라고 하지
만, 일본에서는 ‘주권선언’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이라인’ 혹은 ‘이승만 라
인’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이하 ‘평화선’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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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8(昭和44年5月): 제12회 임시국회부터 제28회 통상국회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論V: 日韓問題の論議要旨(その2)』交涉史資
料9(昭和44年7月): 제29회 특별국회부터 제42회 임시국회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論VI: 日韓問題の論議要旨(その3)』交涉史

제1회부터 최근의 중·참의원 회의록까지 검색 가능하다.6따라서 상기 세
권의 교섭사 자료가 국회에서의 논의를 선별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회의
록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활용했다.

資料10(昭和44年9月): 제43회 통상국회부터 제51회 통상국회

이상 세 권의 교섭사 자료는 2008년 12월 일본 정부가 6만여 쪽에 이르
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정부 외교문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당시 외교문서
에 포함되어 함께 공개되었으며, 문서번호 130, 131, 132, 141, 142, 143에

II. 중의원에서의 독도 발언 빈도를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관심 변화

해당한다.4 그러나 이들 문서는 문서번호는 달라도 내용이 동일한 중복문서
가 많아 외무성이 외교문서의 공개를 앞두고 얼마나 서둘러 작업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5 한편 일본국회회의록은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6을 통해
표 1에서는 분석시기를 국회 회차와 내각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하고, 일
4

5

2005년 이후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한 것에 자
극받아 2005년 12월 일본에서 ‘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日韓會談文
書·全面公開を求める會]’이 결성되면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외교문서 공개운동이
전개되었다. 2006년 4월에 동 단체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한·일회담 관련한 모든 공문서의 개시(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일본 외무성
은 2007년 3월 이래 6차에 걸쳐 약 6만여 장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였다. 물론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외교문서에 먹칠이 된 부분이 많고 개시불가율이 20%를 넘는 등 미
비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된 외교문서는 일본 외무성이 관리하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구체적으로
개시 매수 59,763장, 개시 문서수 1,369건, 개시불가 문서수 23건, 부분개시 문서수
524건이다.
外務省 アジア局課內 日韓國交正常化交涉史編纂委員會,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
論Ⅳ 日韓問題の論議要旨(その1)』交涉史資料8, 昭和44 年5月. 문서 130, 141이 수록
되어 있으나 두 문서는 동일한 문서 ;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論V(その2)』交涉
史資料9, 昭和44 年7月. 문서 131, 142가 수록되어 있으나 131과 142는 동일한 문서
;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論VI(その3)』交涉史資料10, 昭和44 年9月. 문서 132,

143이 수록되어 있으나 문서 132와 143은 동일한 문서. 이하 본문에서는 국회회의
록을 인용하는 경우 문서번호와 문서상의 쪽수를 기입하겠다. 중복문서의 경우 번
호가 빠른 문서를 선택한다(예를 들어 동일문서인 130, 141의 경우 130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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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회에서 독도에 관한 발언이 있었던 빈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표 2에서는 일본 국회 회기와 한·일회담 기간 동안의 시기적 이해를 돕

기 위해 1~7차에 이르는 한·일회담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독도 발언 빈도만으로 볼 때 1950년대에는 요시다 시게루 내각
의 16회, 17회, 19회 국회에서 독도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고, 이어 하토야
마 이치로 내각에서도 22회, 24회 국회에서 발언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 1950년대 후반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별로 다루
어지지 않다가 1965년 한·일기본협정의 체결을 앞두고 이케다 하야토 내
각, 사토 에이사쿠 내각으로 넘어오면서 1962년부터 점차 발언 빈도가 높

6

國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http://kokkai.ndl.go.jp/KENSAKU/swk_start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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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시 노부스케 내각과 이케다 하야토 내

국회 회차

국회 종류

17

임시

1953/10/29~1953/11/29(1953/11/07)

26

각에서는 국회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서는

18

임시

1953/11/30~1953/12/09(1953/12/08)

9

국회 회기마다 매회 독도에 관해 높은 빈도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도가 한·일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점차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도 관련 발언의 빈도수가 10회를 넘은 국회를 추려 보면, 제16회

기간 (괄호 안은 회기 최종일)

독도 발언 빈도

19

통상

1953/12/10~1954/11/29(1954/06/15)

51

20

임시

1954/11/30~1954/12/09(1954/12/09)

5

21

통상

1954/12/10~1955/03/17(1955/01/24)

6

22

특별

1955/03/18~1955/11/21(1955/07/30)

21

23

임시

1955/11/22~1955/12/19(1955/12/16)

7

24

통상

1955/12/20~1956/11/11(1956/06/03)

15

특별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77회의 독도 관련 발언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

25

임시

1956/11/12~1956/12/19(1956/12/13)

3

26

통상

1956/12/20~1957/10/31(1957/05/19)

6

여 17회 국회(26회), 19회 국회(51회), 22회 국회(21회), 24회 국회(15회),

27

임시

1957/11/01~1957/12/19(1957/11/14)

0

34회 국회(22회), 40회 국회(31회), 41회 국회(16회), 43회 국회(31회), 46회

28

통상

1957/12/20~1958/06/09(1958/04/25)

8

29

특별

1958/06/10~1958/09/28(1958/07/08)

2

30

임시

1958/09/29~1958/12/09(1958/12/07)

2

31

통상

1958/12/10~1959/06/21(1959/05/02)

1

국회(20회), 48회 국회(21회), 50회 국회(42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괄호 안은 독도 발언 빈도수).
이하에서는 독도 관련 발언 빈도가 높은 국회 회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독도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 해당
국회에서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다루어진 것인지,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
의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논의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분석시기(1950~1965)에 해당하는 국회(중의원)에서의 독도 발언 빈도
독도 발언 빈도

1959/06/22~1959/10/25(1959/07/03)

1

임시

1959/10/26~1959/12/28(1959/12/27)

1

34

통상

1959/12/29~1960/07/17(1960/07/15)

22

35

임시

1960/07/18~1960/10/16(1960/07/22)

2

36

임시

1960/10/17~1960/12/04(1960/10/24)

0

37

특별

1960/12/05~1960/12/25(1960/12/22)

2

38

통상

1960/12/26~1961/09/24(1961/06/08)

2

39

임시

1961/09/25~1961/12/08(1961/10/31)

5

40

통상

1961/12/09~1962/08/03(1962/05/07)

31
16

41

임시

1962/08/04~1962/12/07(1962/09/02)

42

임시

1962/12/08~1962/12/23(1962/12/23)

3

43

통상

1962/12/24~1963/10/14(1963/07/06)

31

44

임시

1963/10/15~1963/12/03(1963/10/23)

0

국회 종류

8

임시

1950/07/12~1950/11/20(1950/07/31)

0

45

특별

1963/12/04~1963/12/19(1963/12/18)

0

9

임시

1950/11/21~1950/12/09(1950/12/09)

0

46

통상

1963/12/20~1964/11/08(1964/06/26)

20

10

통상

1950/12/10~1951/08/15(1951/06/05)

1

47

임시

1964/11/09~1964/12/20(1964/12/18)

3

11

임시

1951/08/16~1951/10/09(1951/08/18)

0

48

통상

1964/12/21~1965/07/21(1965/06/01)

21

12

임시

1951/10/10~1951/12/09(1951/11/30)

4

13

통상

1951/12/10~1952/08/25(1952/07/31)

9

14

통상

1952/08/26~1952/10/23(1952/08/28)

0

15

특별

1952/10/24~1953/05/17(1953/03/14)

7

16

특별

1953/05/18~1953/10/28(195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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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각

임시

국회 회차

210

기간 (괄호 안은 회기 최종일)

32
33

요시다
시게루
내각

49

임시

1965/07/22~1965/10/04(1965/08/11)

13

50

임시

1965/10/05~1965/12/19(1965/12/13)

42

해당 내각

요시다
시게루
내각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이시바시
단잔 내각

기시
노부스케
내각

이케다
하야토
내각

사토
에이사쿠
내각

자료:	國會議事錄檢索システム(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main.html) ; 현대송
(2007),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두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독도 발언 빈도가 10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셀의 배경색을 약간 진하게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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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각 변화에 따른 일본의회의 독도 논의 변화

표 2 한·일회담의 경과
국회 회차

주요내용

제1차
(1952.2.15~4.21)

한국 측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8개항’ 제시
일본 측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제2차
(1953.4.15~7.23)

독도 문제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양측 이견 노출
한국전쟁 휴전 후 제네바회담 개최 등에 따라 휴회

제3차
(1953.10.6~10.21)

어업 문제 및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망언으로 회의 결렬

중단기
(1953.10~1958.4)

한·일 간의 심한 감정대립으로 회담 중단

1. 요시다 시게루 내각기

제4차
(1958.4.15~1960.4.19)

기시 노부스케 내각 출범에 따라 회담이 재개됐지만 지지부진
회담 재개 및 휴회를 거듭, 1960년 4.19혁명으로 중단

제5차
(1960.10.25~1961.5.15)

한·일 양국 장면 내각, 이케다 하야토 내각 출범으로 회담 재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발생으로 중단

다.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시

양국 간 이해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로 국교정상화 시급
1961.10.21 본회의 개최
1961.11.22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ㆍ이케다 하야토 수상 회담
조속한 시일 내 국교정상화 합의
1962.10.20 김종필ㆍ오히라 메모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
1964.4 한국 내 한·일회담 중단요구 시위 격화로 회담 중단

작된 제1차 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가 요시다 내각기에 해당된다. 표 2에

제6차
(1961.10.20~1964.4)

제7차
(1964.12.3~1965.6.22)

1965.2.20 기본관계조약 가조인 및 양국 외무대신 공동성명 발표
6.22 기본관계조약 및 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 서명
8.14 국회비준(찬성 100, 기권 1/ 야당 보이콧)
11.12 일본 중의원 비준
12.11 일본 참의원 비준
12.18 비준서 교환(서울) 및 협정 발표

요시다 시게루 내각기에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첫 회담이 시작되었

서 간단하게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제1차부터 제3차에 이르는 한·일회담은
한·일 양국의 견해 차이로 인해 매번 결렬되었다. 더욱이 1953년 10월 6일
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에서는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강이치로[久保田貫

一郞]의 “일본은 조선에서 36년간 철도를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는 등 은혜

를 베풀었다”는 이른바 ‘구보타 망언’으로 한·일회담은 이후 5년 동안 중단
되었다. 요시다 시게루 내각기 국회회의록에 나타나는 독도 관련 발언은 한
국 정부의 평화선 선포 이후 한·일 갈등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추궁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으로, 한·일회담과 결부시킨 발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 국회에서 독도 문제는 1951년 2월 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소속의
시마네현[島根縣] 출신 의원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에 의해 처음으로

˙ ˙ 문제에
˙ ˙ ˙ 관해서는
˙ ˙ ˙ ˙ 지금
˙ ˙ 미묘한
˙˙˙
제기되었다.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은 “영토

˙ ˙ ˙ ˙ 가타부타
˙ ˙ ˙ ˙ 말하지
˙ ˙ ˙ 않는
˙ ˙ 편이
˙ ˙ 좋겠다
˙ ˙ ˙ (今デリケートであるからあれこれ云
문제라서

˙ 외무당국의
˙ ˙ ˙ ˙ ˙ 당부가
˙ ˙ ˙ 있었으므로
˙ ˙ ˙ ˙ ˙ (강조는 필자) 이 점에
々しない方がよかろう)는
관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이라고 운을 뗀 뒤 “현재 점령군의 행정하에
속해 있는 영토 중에 만에 하나 오키나와나 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떨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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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나가는 경우에도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의 북방영토와 가고시

노력하겠다(문서 130, 12).

시마는 종래부터 일본의 행정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회복

중의원 수산위원회 이시하라 강이치로 외무정무차관 : 이승만 성명에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반박성명을 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공해(公海)자유의 원칙을 견지한

마[鹿兒島]현에 속해 있던 사츠난 제도[薩南諸島], 시마네현에 속해 있던 다케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의 발언은 일본 국회에서 독도 문제를 처음으로

다. 단 장래 수산자원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도 있고, 양국은 기술원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나, 이

조, 기타에서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러한 생각에서 금후 절충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발언의 앞부분(상기 인용문에서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

을 계속하고자 한다(문서 130, 12~13).

다.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에 외무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외무당국으로부터 국회에

한편 제15회 특별국회(1952.10.24~1953.5.17)를 앞두고 1952년 9월 15일

서 문제 삼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50

미군에 의한 독도 폭격 사건이 있었고, 회기 중인 1953년 2월 4일에는 이른

년 당시만 해도 일본은 독도를 ‘문제화’ 하고 싶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바 ‘제1다이호마루[第一大邦丸] 사건’이 발생했다.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이와 같은 일본의 소극적 태도는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이른바 ‘평

후쿠오카 어선 제1다이호마루와 제2다이호마루[第二大邦丸]가 한국 해군의

화선’을 선포하면서부터 달라진다. 그러나 평화선이 선포된 시기의 국회에

총격을 받고 나포되었고, 이 와중에 제1다이호마루의 어로장이었던 세토

해당하는 제13회 통상국회(1951.12.10~1952.8.25)에서 독도 발언 빈도는

시게지로[瀨戶重次郞]가 총탄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동년

9회로 예상보다 낮다. 다음의 히로카와 고젠[廣川弘禪] 농림대신, 이시하라

2월 27일 한국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발표하고 이를 미국이 인정

강이치로[石原幹市郞] 외무정무차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

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제15회 국회에서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집중

기 일본이 평화선을 독도와 결부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어업협정과 수산자원

추궁하면서 평화선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화선 선포에도

에 대한 참의원 외무위원회 나카무라 고하치[中村幸八] 외무정무차관의 발언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립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고 절충하고자 하며, 적

은 다음과 같다(문서 130, 42~43).

어도 국회회의록상으로는 독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의 일부이다.
참의원 수산위원회 히로카와 고젠 농림대신 :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한

2) SCAPIN 제677호는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상, 행정상의

선과 맥아더라인의 문제는 한·일어업협정 등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권한 행사 정지를 명한 것으로, 다케시마를 일본 정부의 영역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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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어업권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명한 것이 아

선이 다케시마에 접근하던 중 한국 측이 이 표찰을 철거하고 있었기 때

니다. 더욱이 맥아더라인은 철폐되었다.

문에 8월 7일 일본 측은 다시 표주를 설치했다. 한국 국회는 1953년

4) 다케시마를 수세기간 한국이 영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7월 7일에 「일본관헌의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하였
고, 경상북도 도의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부에 보내는 건의안에 결의
했다.8

또한 제15회 국회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사
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이하 ‘ICJ’로 줄임)에 제소하는 방안
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는데, 외무성은 그다지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한·일 양국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16회 국회에서는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대한 해상경비대의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제16회 특별국회(1953.5.18~10.28)는 회기 중에 발생한 일련의 갈등과 충

한 7월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에 대해서 구상서

돌로 인해 역대 국회 중에서 독도에 관해 가장 높은 발언 빈도를 나타내고

교환과 같은 미온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7월 16일의 중의원 수산위원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유약외교를 비판하면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

1953년 5월 28일에 시마네현의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쓰시

구했다. 여야를 막론한 강경주문에 대해서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외무성

마 난류개발조사를 위해 다케시마를 향해 다가갔을 때 한국인 어부 약

조약국장은 “침범과 침략은 구별해야 한다” 면서 일본 영토에 대한 불법입국

30명이 상륙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인의 다케시마 상륙은 법적으

˙ ˙ ˙ ˙ ˙ ˙ 영유권
˙˙˙문
˙
문제는 이를 단속하는 경찰권을 발동하면 되지만, 영토분쟁이나

로는 일본 영유권의 침해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령 및 어업관계법령의

˙ ˙ 해결하기
˙ ˙ ˙ ˙ 위해
˙ ˙ 무력을
˙ ˙ ˙ 행사하는
˙ ˙ ˙ ˙ 것은
˙ ˙ 국제분쟁의
˙ ˙ ˙ ˙ ˙ 해결을
˙ ˙ ˙ 위해서
˙ ˙ ˙ 무력
˙˙
제를

위반행위이므로 외무성 주최하에 1953년 6월(2일, 5일, 9일)에 관계부

˙ 행사해서는
˙˙˙˙˙안
˙ 된다고
˙ ˙ ˙ 하는
˙ ˙ 일본국헌법
˙˙˙˙˙제
˙ 9˙조의
˙ ˙ 규정을
˙ ˙ ˙ 위반
˙ ˙ (강조는 필
을

처가 대책을 협의 …… 시마네마루가 확인한 사실에 의거하여 1953년

자)하는 것이며, 따라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ICJ에 제

6월 22일자 구상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영역 침범에 대해 항의하는 한

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문서 130, 56~58).

편, 동년 6월 27일 순시선 오키[おき], 구즈리유우[くずりゆう] 두 척이

제17회 임시국회(1953.10.24~11.29)에서는 16회 국회에 비하면 독도관련

다케시마 주변을 순시경계하기 시작했고, 섬 안에 있는 한국인 어부

발언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회기 중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특별한

6명에게는 퇴거권고를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시마네현청은 ‘시마네현

갈등사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6회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五箇村竹島]’라는 표주(標柱)와
무단채취를 금하는 표찰을 다케시마에 세웠으며, 해상보안청도 다케시
마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찰을 세웠다. 그 후 해상보안청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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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인식변화나 강경대응에 대한 발언은 거

의 없어 외무성의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會議論IV(交涉史資料8)』에서는

26회의 독도 관련 발언 중 “1952년 7월 26일 미군이 다케시마를 일본에 시
설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것과 다시 시설구역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일본

에 말해 온 것은 분명히 미군이 다케시마를 명백하게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원하는 일본 정부는 열흘 뒤인 9월 25일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의를 일축하는 항의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제20회 임시국회(1954.11.30~12.9)에서 독도 논의는 한층 격
화되었다. 12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단 이노 의원은 한국이 등대를 설치

있기 때문”이라는 고다키 아키라[小瀧彬] 외무정무차관의 발언만 실려 있다

하거나 독도우표를 발행하여 영유를 선전하면서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서 130, 62).

이는 경찰처분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방위출동에 의해 해결

제19회 통상국회(1953.12.10~1954.11.29)는 독도 관련 발언 빈도가 51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가타 다케토라[緖方竹虎] 부총

로 제16회 국회의 77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954년 4월 21일 독도에 접

˙ ˙ ˙ ˙ 등은
˙ ˙ 피하고
˙ ˙ ˙ 한층
˙ ˙ 인내심을
˙ ˙ ˙ ˙ 갖고
˙ ˙ 평화적으로
˙ ˙ ˙ ˙ ˙ 처리하고
˙˙˙˙싶
˙
리는 “방위출동

근한 일본 순시선 3척이 독도의용군수비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

다̇”(강조는 필자)고 답변했다. 또한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郞] 방위청 장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8월 23일에는 보안청 순시선 오키가 독도로부터 약

은 “일본은 프리기트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로켓포를 탑재한

200발의 총격을 받았고, 9월 15일에는 한국이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다는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는 등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9월 8일 참의원 외무

(문서 130, 77~79).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

위원회에서 단 이노[團伊能] 의원이 오키 피격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항의

목표로 한다는 ‘요시다 독트린’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력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자, 나카가와 도오루[中川融] 아시아국장은 “중대한

일본의 주권침해이므로 …… 사죄, 책임자 처벌,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려 며칠 뒤 한국 측으로부터 항의가 왔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마다 마코토
[山田誠] 방위청 방위국장은 “다케시마를 점거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한국 경

찰인 것 같다. 무력침입이 아니라 불법입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방위행

2.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기

동보다도 경찰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문서 130, 74~75). 일본 정부로서는 총격사건의 발생에도 불구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기는 한·일회담 중단기에 해당하므로 한·일회담과

하고 가급적 마찰을 피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관련한 독도 논의는 찾아볼 수 없으나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단면과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논의들이 등장한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9월 15일에 독도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을 높

제22회 특별국회(1955.3.18~11.21)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한 헌법 제9조

이기 위해 독도의 도안을 담은 세 종류의 우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외교적’

의 적용 문제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55년 7월 25일 참의원 내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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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 도요다 마사타카[豊田雅孝] 의원이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를 반격

3. 기시 노부스케 내각기

하는 것은 헌법 제9조의 자위권 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자 하
토야마 이치로 총리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이론적으로는 영토 침략으

일본의 역청구권을 주장한 이른바 ‘구보타 망언’으로 인해 3차 회담 이후

로 간주해 자위권을 발동해도 좋지만,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으

1953년 10월부터 1958년 4월까지 4년 이상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은 기시

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문서 130, 90). 하토야

노부스케 내각이 출범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기시 노부스케 정권은 발족

마 이치로 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비록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직후부터 한·일 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교섭의 재개와 타결을 도모하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에 대한 무력행사는 헌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방향으로 대한정책을 수정했다. 기시 노부스케 수상은 야쯔기 가즈오[矢次

고 했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독도에 대한

一夫]를 특사로 파견하는 등 비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한·일회담의 재개를

일본의 대응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위해 노력했다. 이에 1958년 4월 15일에 제4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그러나 자위권 발동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토야마 이치
로 내각은 독도 문제가 무력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제23
회 임시국회(1955.11.22~12.19)에서의 보안청 장관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포격은 무력공격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는
가? ” 라는 고다키 의원의 질문에, 후나다 나카[船田中] 보안청 장관은 “다케
시마가 점령되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일본 구역 내에서의 적대행위로 인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회담은 중단되었다.
기시 노부스케 내각기에 해당하는 제28회 통상국회(1957.12.20~1958.

6.9)부터 제34회 통상국회(1959.12.29~1960.7.17)까지 『日韓國交正常化交涉

と國會議論V(交涉史資料9)』에서는 32회, 33회, 34회 국회를 다루고 있다.

제32회 임시국회(1959.6.22~10.25)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1959년 9월
10일 츠지 마사노부[辻政信] 의원이 다케시마의 인광석 광업권에 대해 묻자,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 행정협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 혹은 발동할 정

후쿠이 마사오[福井政男] 통산성 광산국장이 다케시마에 광구(鑛區)를 설정

도의 사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문서 130, 98)고 답변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츠지 마사노부

제24회 임시국회부터 제27회 임시국회까지는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と國

의원이 1955년 10월 10일자로 시마네현 오치 정장[穩地町長] 명의로 다케시

는 15회라는 적지 않은 빈도의 독도 관련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고, 1956년 1월 17일 광업권자에게 장기간 광석채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목할 만한 논의가 없었고, 제25회, 26회 국회도 마찬가지 이유로 교섭사 자

4월 15일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광업권을 몰수하겠다고 했으며, 시마네현은

료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27회 임시국회에서는 독도 관련 발언이

1959년 8월 20일에 광구세로 4,860엔을 징수했다고 발언했다. 1959년 시

전혀 없었다. 참고로 제26회, 27회 국회는 이시바시 단잔 내각기에 해당

점에서 일본은 독도에 광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강제

會議論IV(交涉史資料8)』에 ‘다케시마’ 관련 항목이 없다. 제24회 국회의 경우

한다.

마의 광업권자[辻富藏]에게 한·일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징세유예를 통고했

력을 발동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서 131,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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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임시국회(1959.10.26~12.28)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12월 1일 “다

하고 있어 평화선과 독도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

케시마는 점거 당했다고 하는데 침략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츠지 마사

의 태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

노부 의원의 질문에 기시 노부스케 수상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점거하기 위

고 있다.

해 침략하여 현재 불법 점거되어 있는 상태” 라고 답변했다(문서 131, 46~
47). 한국이 독도를 ‘침략’ 한 것으로 보는 기시 노부스케 수상의 발언은 독

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요시다 시게루 내각기
의 제16회 국회에서 침범과 침략은 다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침략으
로 볼 수 없다고 했던 관점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케다 하야토 내각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일 양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서 한·일

제34회 통상국회(1959.12.29~1960.7.17)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에서는 강경한 반일정책을 견지해왔

1960년 3월 8일 ‘다케시마의 시정권’에 대한 츠지 마사노부 의원의 질의에

던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장면 정권이 등장했으며, 일본에서는 1960년 ‘안

후지야마 아이치로[藤山愛一郞] 외무대신은 “다케시마는 시정권을 빼앗기고

보투쟁’ 이후 기시 정권이 물러나고 저자세, 관용과 타협을 내세운 이케다

있지만 일본이 시정권을 방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권이 행해지지 않고

하야토 내각이 출범했다. 1960년 9월에는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郞] 외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문서 131, 54). 3월 22일에는 참의원 예산

대신이 방한했고, 10월 25일부터 제5차 한·일회담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치다 다다시[千田正] 의원이 “한·미 간에 다케시마를 한국 영역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발생으로 제5차 회담은 중단되었다.

으로 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는지” 묻자, 후지야마 아이

한국에 군사정권이 등장하고 이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일본은 1961년

치로 외무대신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미국

6월 30일 이케다 하야토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을

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3월 26일에는 참의원에 출석하여 “다케

시마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3국의 중재, 유엔 제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서 131, 58).
이상의 내용을 통해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간추려

보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
고,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광구를 소유한 광업권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함으

로써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평화선은 영해의 문제가 아닌 어업문제의 차원에서 접근
222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한 후 지지 입장으로 변화했다. 그리하여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시작되고, 11월에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방미 도중 도쿄에 들

러 이케다 하야토 수상과 수뇌회담을 갖고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에 합의하
기에 이른다. 1962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한 이케다

하야토 수상은 한·일회담의 타결을 향해 의욕을 보이며,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를 외무대신으로 등용했다. 오히라 마사요시는 김종필과 1962년

10월 20일에 1차 회담을 갖고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의 메모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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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일 6차 회담 기간 동안 한·일 양국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반

˙˙˙제
˙ 3˙자가
˙ ˙ 판가름하는
˙˙˙˙˙데
˙ 이의가
˙ ˙ ˙ 없다고
˙ ˙ ˙ 생각한다
˙ ˙ ˙ ˙ ”(강조점은 필자)(문
한국도

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1964년 3월 김·오히라 메모

서 131, 105~106)라는 발언을 해 한국이 이 시기 ICJ 제소를 긍정적으로 검

가 알려지면서 야당과 학생을 중심으로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가 결

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일본에

제40회 통상국회(1961.12.9~1962.8.3)는 독도에 대한 발언의 빈도가 높

서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세력이 한·일조약은 조선의 남북분열을

았던 국회로 독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

고착시켜 남북통일을 저해하고, 한·일조약은 본질적으로 한·일군사동맹이

는 1962년 2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2분과의 회의록을 인용하고 있는

므로 미국의 비호 아래 장래 일본, 한국, 타이완[臺灣]을 연결하는 북동아시

데, 이를 통해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내

아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일본을 전쟁의 위험으로 다가가게 하

각에서도 수상과 외무성 간에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며, 한·일조약은 경제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의 독점자본이 대한(對韓)

케다 하야토 수상은 이 시기 이미 한국이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

경제침략을 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면서 한일협정

뭔가 시사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대투쟁을 이끌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반대투쟁으로 인해 제6차 회담
은 1964년 4월 중단되었다.9
이하에서는 이케다 하야토 내각기에 일본 의회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논
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노하라 가쿠[野原覺] 의원 : (한·일)교섭이 정리되면 당연히 다케시마

문제가 포함되는가?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 : 다케시마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제37회 임시국회(1960.12.5~12.25)의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1960년

교섭의 의제로 다루지 않지만, 국교회복 단계에서 공정한 국제기관의

12월 21일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은 “다케시마 문제는 현재의 한·일교섭

판단에 맡기기로 쌍방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과는 별개이며, 영토의 귀속문제로 국교회복의 조건이 될 문제는 아니다”라

않으면 영토 문제는 ICJ에 제소해 공정한 판결을 받겠다고 한국이 합의

면서 독도문제와 한·일교섭은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문서 131, 72).

하는 것을 보고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다. 국교회복의 순간에 저쪽이 응

제39회 임시국회(1961.9.25~12.8)에서는 1961년 12월 4일, 후쿠다 도쿠

소해야만 비로소 국교회복을 고려할 것이다. 회담 타결의 하나의 조건

야스[福田篤泰] 의원이 “다케시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으로 한다는 강경한 결의로 회담 중 논의를 해가겠다.

묻자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은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다케시마 문제를 평

마츠모토 시치로[松本七郞] 의원 : 다케시마 문제를 ICJ에 제소할 경우,

화적인 방법으로 제3자, 즉 ICJ에서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응소하는 것을 회담의제로 하는가?
이케다 하야토 총리 : (한국이) 응소하도록 이야기를 끌어나가겠다. 응

9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ICJ에 제소하겠지만, 정상화 후 응하고 말고는
지명관(2004), 「한일협정비판의 논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일관계사 연구』, 소
화,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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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입장이다. 다케시마 문제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때까지 정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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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된 오히라 마사요시는 제41회 임시국회(1962.8.4~12.7) 중의원 외무위원회

마츠모토 시치로 의원 : 앞에서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은 다케시마 문

에서 1962년 11월 4일 “다케시마를 해결하지 않고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제를 상대방이 응소해야 비로소 국교회복이 가능하고 답변했다.

없다”는 점에서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과 같은 견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 : 국교회복시는 당연히 한국 측은 응소해야만

(문서 131, 161).

한다고 말한 것이다.
마츠모토 시치로 의원 : 총리의 답변과 다르다.

제43회 통상국회(1962.12.24~1963.10.14)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제3국 조
정안을 제의해왔다는 중요한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1963년 1월 29일 중의

이케다 하야토 총리 : 외무대신과 같은 마음이다. 저쪽이 승낙하지 않

원 외무위원회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은 “일본 측은 독도 문제를 ICJ

을 경우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문제

에 제소하고 한국도 응소하도록 제안했고, 한국 측은 제3국 또는 제3자의

로 논의하고 싶지 않다. 성의를 갖고 국교를 정상화할 때 다케시마 문

조정에 부쳐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ICJ에 제소할지 다른

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외무대신으로서는 성의를 갖

해결방법을 취할지는 한·일 간에 협의하면 어떻겠는지 제안해왔다”(문서

고 해결하겠다는 염원으로 한국 측의 이해를 얻어 해결하고 싶다는 마

132, 46)고 발언했다. 이어 2월 12일에는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다케시마

음을 표명한 것이다. 나는 김종필 씨가 다케시마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

문제의 해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임을 견지한다. 한국 측은 제3국 또는 제3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문서 131, 131~132).

자에게 조정을 맡기는 방법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ICJ에 판결을 맡기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비공식적인 이야기다”(문서

한편 1962년 4월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나카가와 토오루[中川融]
조약국장은 “일본이 한국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독립한 국가와의 국교정

132, 46)라는 발언을 했다.

제46회 통상국회(1963.12.20~1964.11.8)에서는 1964년 1월 30일 중의원

상화로, 이로 인해 새롭게 그 나라의 범위를 결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일

예산위원회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다케시마 문제의 ICJ 제소에

본은 평화조약으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

한국도 같이 응소하도록 제안했는데, 한국은 제3국에 조정을 의뢰하여 조

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연안의 작

정이 안 되면 제소에 응소하는 수순을 생각한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문

은 섬이 독립 조선에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 견지에서 다케시마는 시마

서 132, 78)는 발언을 했다.

네현의 영역이므로 일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문서 131, 135)는 발언을
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시 이미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독도는

한·일 국교정상화의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케다 하야토 내각에서 고사카 젠타로에 이어 외무대신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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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교섭과정에 대두한 것은 1962년 김종필·

오히라 회담 때다. 1962년 10월 20일 김종필·오히라 1차 회담에서 김종필
은 “독도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

고 해결해야 한다” 며 박정희 정권의 기본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11월 12

일 김종필·오히라 2차 회담에서 김종필은 제3국 조정안을 제시한다.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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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국 조정안이

상일지라도 독도는 영토 문제이고, 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이 확고

김종필의 독단적 행위였는지, 한국 외무부와의 공동작업이었는지, 박정희

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암묵적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김종필의

기존 입장의 견지가 아니라 기존에 비해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독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최희식 2009, 125).

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갈수록 강경해져 1962년에는 독도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를 회담 타결의 조건으로 내걸고 1963년에는 독도 문제 해결은 국교정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 한국이, 혹은 김종필이 제3국 조정안을 제기

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했다.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반면 독도 문제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았던 한국은 ICJ에
일본이 제소하면 응소할 뜻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내비치며 한편으로는 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3국 조정

3국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독도 문제에 관한 대응에 변화를 보였다. 양국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도 불구하고 ICJ 제소를 주장했다.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제3국 조정안이 김종필의 독단이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본 국회회의록에 의하면 김종필이 제3
국 조정안을 제시했던 1962년 11월 12일 이후 한국은 1963년 1~2월,
1964년 1월에 비공식적으로 제3국 또는 제3자 조정을 일본에 시사하고 있
다. 그렇다면 제3국 조정안은 김종필의 독단이 아니었던 것인가? 혹은 김종

5. 사토 에이사쿠 내각기

필의 독단이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1962년 11월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했

1964년 11월 9일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출범하면서, 김·오히라 메모 사

다는 의미인가? 제3국 조정안은 이후 한·일 양국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

건으로 촉발된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시위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이 1964

은 채 사토 내각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년 12월 3일 재개되었다. 1965년 1월 한·일회담의 최종 타결을 위해 한국

이상을 통해 이케다 하야토 내각기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을 방문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무대신은 회담 마지막 순간까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 이상 ICJ 제소에 합의하는 것은 어

196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 출범 초기에는 평화선은 영토 문제가 아니

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한·일 현안 일괄 타결시에 반드시 독도 처리에 관해

라 어업 문제이며, 독도 문제와 한·일교섭은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

서도 명백한 처리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해결에 관한

했다. 그러나 독도가 한·일교섭과 별개라는 표면적인 입장은 기시 노부스

교환공문」의 형태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여지를 남기려는 방향으로 선회하

케 내각과 같지만, 이케다 하야토 내각의 경우 한·일국교 정상화는 교섭 대

였다. 이에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관계조약의 조인과 더불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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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성립되었다.
사토 에이사쿠 내각기에 일본 국회에서 행해진 독도 관련 논의들은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7회 임시국회(1964.11.9~1964.12.20)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2월
10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은 “일본은 다케시마 귀속 문제에 대한 확

확실한 전망이 없는 한 전면회담을 종료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하며 강경
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65년 일본은 독도 문제와 한·일회담의 일괄 타
결을 위한 방편으로 독도 문제는 교환공문 교섭을 통해 해결의 여지를 남겨
두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회회의록은 1965년 4월 한국이 제3국 조
정안을 독도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실한 전망이 없는 한 전면회담을 종료하지 않을 방침”(문서 132, 92)이라며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를 연결시켜 일괄 타결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한편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郞] 아시아국장은 “한국은 현재 경관 20명 정도가 다
케시마에 상주하고 있다.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수차례 문서로 항의했다.
최근 한국어로 발행한 외무성의 『오늘의 일본[今日の日本]』이라는 팸플릿에

IV. 맺음말

다케시마가 일본령으로 되어 있는 지도가 실려 문제가 되었다”(문서 132,
93)는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964년 시점에서 한·일회담의 타결을 앞두고

한국은 경관을 독도에 상주시키고, 일본은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
재한 한국어 팸플릿을 발행하는 등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50~1965년까지 요시다 시게루 - 하토야마 이치로 - (이시
바시 단잔) - 기시 노부스케 - 이케다 하야토 - 사토 에이사쿠 내각으로 넘어

제48회 통상국회(1964.12.21~1965.7.21)에서는 한국이 독도 문제의 해결

오면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일본의 국

을 위해 제3국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1965년 4월 8일

회회의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후에는 독도 문제에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모리 간지로[森元治郞] 의원이 “다케시마 문제를 일

관해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독도에

본이 ICJ에 제소하려는 이유, 한국이 이에 반대하여 제3국의 조정에 맡기려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강경하게 변화해갔음을 알 수 있다.

는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자 우시로쿠 도라오 아시아국장이 “한국은 다케

요시다 시게루 내각기에는 1951년 2월 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소속의 시

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주

마네현 출신 의원 야마모토 도시나가에 의해 독도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

장한다. 또한 한국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CJ에 익숙하지 않

었다. 그리고 이듬해 1952년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평화선이 선포되고 일본

은 점도 이유라고 짐작한다”는 답변을 했다(문서 132, 143~144).

어선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요시다 시게루 내각은 이에

사토 에이사쿠 내각기는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이 드디어 14년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면서도 대립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고 절충하고자 했

만에 결실을 맺은 시기다. 사토 내각은 출범 당시 독도의 귀속 문제에 대한

으며, 독도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음을 국회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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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3년의 ‘제1다이호마루 사건’에 이어 한국 어민의 독도 상륙과 어

문제를 한·일회담 타결의 조건으로, 1963년에는 독도 문제의 해결을 국교

패류 어획, 일본의 순시선 파견, 한국해군 파견, 일본순시선에 대한 한국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해진

측의 발포 등 갈등이 이어지면서 외무성의 유약외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

반면 타협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태도 변화를 나타냈는

고 국회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자 일본 정부는 점차 강경한 대응으

데, 제43회 국회와 제46회 국회회의록에는 한국이 ICJ에 판결을 맡기는 것

로 돌아섰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방위출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각과 외

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3국에 조정을 의뢰하여 조정이 안 되면 제소에

무성이 방위출동은 헌법 제9조에 위배되므로 무력행사보다는 평화적이고

응소하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케

외교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다 하야토 내각이 ICJ를 통해 한·일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하다. 한편 요시다 시게루 내각기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ICJ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제1다이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독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는 한 전면회담

호마루 사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을 종료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를 연결시켜 일괄 타결

정부에 ICJ 제소를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할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한·일회담에서 더 이상 ICJ 제소에 합의하는 것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에 와서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한·일 현안 일괄 타결시에 반드시 독도 처리에 관해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방위출동을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던 것과 달리, 비

서도 명백한 처리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

록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한국

환공문」의 형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처리했다.

의 다케시마 점거는) 이론적으로는 영토침략으로 간주해 자위권을 발동해도

좋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 국회회의록을 통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독도

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변화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서는 평화선과 독도에 대해 분리대응했다. 즉 평화

일본 국회회의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사실을

선은 어업 문제, 독도는 영토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이 ‘다케시마를 침략’ 했

발견할 수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앞두고 독도에 대해 강경했던 한국

다고 하는 관점은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도 이어졌고,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

은 점차 일본의 ICJ 제소에 대해 고려 의사를 내비치거나 제3국 조정안을

한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후 가장 강경

제시하는 등 일본 측에 타협의 여지를 제공했으며, 일본도 그 시점에서 한

보수내각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었지만, 독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강경 대처를 요구할 정도로 ‘평화적’ 해결을 내세웠다.

이다. 한·일회담의 타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포착되는 이러한 한·일 양국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1960년 내각 출범 초기에는 평화선은 영토 문제

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요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의

가 아니라 어업 문제이며, 독도 문제와 한·일교섭은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

문을 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

을 견지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입장은 갈수록 강경해져 1962년에는 독도

면서 금후의 연구과제를 안고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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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961~1965년 일본외교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이 글은 박정희 정권하 한일회담기(1961~1965)에 한국 언론이 독도 문제
를 다룬 방식을 한일회담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박선영 | 국민대학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다섯 가지(기본관계, 청구권 및 경제협
력, 어업,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문화재 및 문화협력) 가운데 독도 문제

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과정 중에 독도의 영유
권이 일본에 있으며, 독도 문제도 한일회담을 통해 일괄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차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회담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조인 당일까지도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 동 조약의
조인을 몇 분 앞두고 양국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주고받는 형태
로 이 문제의 낙착을 보았다.
현대송의 연구(2006)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토록 끈질기게 제기했던 독도 문제는 그들이 동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적 성격이 강했다. 한국 또한 일본의 그와 같은 의도
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독도 문제는 회담과는 분리해서 다룬다는 정치적 입장
을 고수했다.1 이와 같은 당시 ‘구도’에 대해 한국 언론의 대응은 어떠했을

I . 머리말
II . 지식인 논단과 독도 문제
III. 주요지와 독도 문제
IV. 분석 결과의 고찰
V . 맺음말

1

이에 대해서는 한일 양측 관계자의 발언으로도 추찰 가능하다. 전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 유진오는 『사상계』가 주최한 유창순, 장준하와의 대담에서 일본은 독도 문
제를 “정략적으로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兪鎭午・劉彰順(1964), 「교섭10년, 회담6
회의 내막-두 前대표가 말하는 한일회담전모」, 『사상계』 133호.
한편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은 NHK TV ‘池田改造內閣の政策を
聞く’(1962년 7월 18일 방영)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하세가와 사이지[長谷川才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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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것이 이 글이 제기하는 물음이다.

또 한국 신문은 반일 여론을 환기하는 기사를 많이 실어 일본 신문에 비해

현재까지 한일회담기에 한국 언론이 독도 문제를 다룬 방식을 연구한 논

더욱 격앙된 감정으로 독도 문제를 보도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와

저는 전무하다. 이 시기의 독도 문제가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갈등의 시발점

같은 보도의 틀은 한국 신문 사이에서 공통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여전히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

하였다. 현대송(2006)은 1990~2001년 한국의 전국지 9지를 대상으로 보

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 이전 언론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

도경향을 분석하여 이들 신문이 만들어내는 ‘독도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까 생각된다.2 독도 문제에 관한 미디어의 논조나 여론을 다룬 관련 연구들

지적했다. 첫째, 독도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언급하

은 모두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 연

지 않는 일방적 언설공간이라는 점, 둘째,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과거문제,

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독도 관련 논조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역사인식문제를 연결시켜 역사의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

한다. 윤영철(1998)은 1996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1997년 1~6월

셋째, 기사전체의 반 이상이 감정자극형 기사라는 점이다. 거기에 언론사

까지 한일 주요 4대 신문의 독도 관련 보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일본

간 경쟁이 더해져 한국의 독도 관련 담론은 내용의 중복과 공명화현상이 두

신문은 사실 보도의 관행을 엄격히 지키는 데 비해 한국 신문은 의견과 주

드러진다고 하였다. 타카자와(2011)는 2000~2009년까지 한일 주요

장을 담은 인터뷰 및 의견기사를 많이 게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4대 신문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보도의 프레임을 비교한 결과, 윤영철의 연
구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라시마 기치조[唐島基智三]와 나눈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세가와 사이지：바로 그것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똑같이 해나가려는 것인지를요.
오히라 마사요시：총리도 저도 함께 해왔어요. 조금씩 조금씩 대화해 나가야 할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시마 기치조：한일회담의 타결은 민정 이관을 기다린 후에 하자는 논의도 있는
데요.
하세가와 사이지：국교는 지금 당장에라도 정상화해야만 하며, 상대편의 내부 문제
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보도에 따르면 일전에 정치적 절
충이 이루어졌을 적에 일본 측이 다케시마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것인데, 다케시마
는 히비야공원 만한 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로, 일본은 일본 것이라고, 한국
은 한국 것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지장 없는 것인데도 그걸 일부러 끄집어내어 문제
로 삼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지요.
오히라 마사요시：원리원칙을 따지려 들지 말고 실제적으로.(『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55』, 132쪽)
2

필자 역시 같은 문제 때문에 한일회담기 중에서도 비교적 자료 접근이 용이한 1960
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에 나오는 신문 모두를 대
상으로 다룰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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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한국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 특징은
주관적・편향적・다양성의 부재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독도 문제가 갖는 다양한 층위와 그로 인한 문제의
복합성을 꼽을 수 있다. 독도 문제는 영유권 문제, 외교 문제임과 동시에 내
정 문제, 역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현대송 2006, 276). 1990년대 이후
의 한국 언론은 이러한 다양한 층위 가운데 영유권 문제와 역사 문제를 연
결지워 바라보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러한 관점을 ‘본질론적 관점’으로, 이와는 달리 주로 외교 문제 내지 내정 문
제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전략적 관점’이라 정의하여 한일회담기에
한국 언론이 독도 문제를 다룬 방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언론에서 관찰되는 본질론적인 관점이 1960년대 한
일회담기에도 나타나고 있었을까? 아니면 당시 한국 언론은 독도 문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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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담의 교섭 당국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

II. 지식인 논단과 독도 문제

을까? 또 언론 매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있었을까? 이 글은 이 물음에 답
하기 위하여 당시 한국의 대표적 언론이 한일회담이라는 외교 문제와 독도
문제를 보는 시각에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
구의 가설은, 한일회담의 성사를 중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긍정적일

1. 『사상계』와 한일회담

수록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사상계』3와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에 실린 한국 주

『사상계』의 한일회담에 관한 초기(1961~1964년 2월) 견해는 기본적으로

요 신문 가운데 『동아일보』(이하 『동아』)와 『조선일보』(이하 『조선』)를 선정하

회담 개최에 찬성하면서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주문을 붙이는 형태로 전개

였다.4 『사상계』는 당시 한국의 식자들이 선호했던 잡지로, 지식계급의 여

되다가, 후기(1964년 3월 이후)에는 회담 자체에 대한 반대 운동의 선봉으로

론을 선도했던 매체다.5 그리고 『동아』와 『조선』은 일반 여론을 선도했던 대

나서는 변화상을 보인다. 따라서 『사상계』의 한일회담 논조는 이 잡지가 5·16

표적 신문으로, 일본 외무당국이 한국 측 여론을 파악하는 데 이용한 직접

혁명에 대해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인 자료다. 일본외교자료에 실린 독도 관련 보도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일문제의 재검토를 요망한다」6는 5·16 군사 혁명 이후 한일관계가 급

일본 당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성급함으로 인한 손실을 자초하지 않

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한일 교섭을 언

자료 분석의 대상 시기는 1961년 5·16 군사 혁명 이후 재개된 제6차 한

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논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되도

일회담(1961년 10월 20일)을 전후한 무렵부터 한일기본조약의 체결(1965년

록 빨리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이 좋지만, 외교 전술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6월 22일) 전후로 한정하였다.

일국교를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는데, 한국 정부는 6차 회담
에서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비판

3

『사상계』(1960~1966)의 독도, 한일회담 관련 기사(약 10편)

4

1961~1965년 당시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바로 일본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자료접근상의 수월성과 효
율성 면에서 일본외교문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1961~1965)에 실린 한국 언론의 기사(약 90편)가 주요 분석 대상이며, 『동아』와
『조선』에 대해서는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에 실린 보도 내용에 더하여, 필자가 자
체적으로 해당시기 이들 신문의 독도 관련 기사를 조사하였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5

『사상계』는 1956년에 발행부수가 3만을 넘었고, 1958~1960년에는 8~9만 부에 이
르렀다. 당시 『동아』와 『조선』의 발행부수가 7~8만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
한 발행부수라 할 수 있다. 김삼웅(2009), 『장준하평전』, 시대의 창,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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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렇게 성급한 외교로 일본에게 약점을 보였기에 일본은 ‘대한(對韓)경

제협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혜자(施惠者)’로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
하면서, 한국은 8개 항목의 청구액을 받아냄으로써 그 자본으로 경제부흥
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걸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에 대일 청구액으로 산정한 22억 불을 거론하면

6

趙淳昇(1961), 『사상계』 102호(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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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제 36년간 일본이 마음대로 착취해간 한국에 대해 20억 불의 청구액

부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회담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다. 한일회담

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완전한 속죄는 되지 못할 터인데, 불과

반대를 주제로 하여 간행된 1964년 4월의 긴급 증간호에 실린 함석헌의 권

5, 6억 불의 청구액으로 한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민 감정이 이를 허

두논문8은 한일회담에 대한 격렬한 반대로 일관되어 있다. 전략과 전술로

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가(史家)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

나뉘어 전술을 문제시 하던 자세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전부정(全否定)의 자

였다. 따라서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성급히 해결하려 하기보다 차라리 회담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하였다.

세로의 선회다.
정부는 매국적인 외교를 집어치워야 한다. 툭하면 한일회담을 조속히

「한일회담은 급진전될까?」7는 1964년 11월에 예정된 한일 양국의 총선으

로 인해 1963년에 일구어낸 ‘김・오히라 메모’라는 성과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해야 한다고 서두는 너,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하면서 하겠다는 너, 말

지 염려하였다. 대미(對美) 관계의 악화로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가 해마다

마다 방정맞게 국운을 걸고라도 하겠다는 너는 정말 이 나라의 정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외환 부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불황에 허덕이면 전례

(政府)냐? 일본의 정부(情婦)냐? …… 우리가 이렇게 못살게 된 것은

없는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한일 회담이 무제한 교착상태에

주로 일본 때문이다. …… 그들이 제국주의를 버렸느냐? 결단코 아니

빠질수록 답답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것이다. 또 ‘누가 정권을 잡아

다. 그들이 한일회담에 내세우는 조건이 이것을 증거하고, 그 정치가들

도 한일회담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교적 과제’이며, ‘한국은 누가 어

의 말하는 태도가 이것을 보여주고, 그 방약무인한 장사치들의 꼴, 그

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핍박한 외자고갈의 탈출구가 대일국교타결이라는

모욕적인 신문의 논조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방법 외에는 없고, 또 국민의 대일 감정도 상당히 무뎌졌기 때문에 10년 난

제인 국가의 지상외교과제가 국민의 감정에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의 화

였다. 다만 11월 총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제까지처럼 정부

형식’을 거행하고 가두시위에 돌입한 것을 시발로, 전국 대도시 대학생들의

가 한일회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회담

대규모 항의 시위에 이어 500여 명의 고등학생이 미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

타결의 전망 역시 점점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했다.

성을 벌이는 등, 이 시기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은 거세진다. 동년 6월

이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1964년 3월, 한일회담의 내용과 정부의 연내

3일, 학생과 시민 1만여 명이 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외곽의 방

조기 타결 방침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대학생들은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를

어선을 돌파함으로써 이 운동은 절정에 달했고, 정부는 이날 저녁 서울에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굴욕외교’ 반대 투쟁을 펼쳤다. 이때부터 『사상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사태의 수습을 꾀했다. 계엄령은 7월 25일에 해제되

이제까지의 회담 지지 논조와는 달리, 대일 저자세외교 반대투쟁의 전략본

었다.

7

李桓儀(1964), 『사상계』 130호(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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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해제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실린 「현시점에서 본 한일문제-회담에

로 인해 한국은 ‘한없이 비굴하게 행동하면서 국가의 주체성과 이익을 전면

임하는 자세의 재검토」9에서는 논조가 다시 1964년 3월 이전으로 돌아와

적으로 양보’ 하였으며, 이는 해방 20년의 해에 맺어진 ‘또 하나의 을사조약’

새로운 전술의 구사를 제언하면서 국교정상화를 재촉하였다. 이 글에 따르

이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교
섭 상대인 일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바람은 일방적인 ‘열’이며 ‘짝사

한일협정은 미국 원조의 체감경향에 따른 외환부족을 보충할 절실한

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겉으로 알려지기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열

필요성에 비추어 8억 불의 일본국 생산물과 일본인 용역을 10년간에

렬히 원하고 한일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국의 경제
력을 통해 국제정치력을 장악하려는 것이 그 기본 태도로, 현 국제정국에서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나 황급하게 서두르다가 민족고난의
대가인 청구권의 행사, 한일합병에 의한 일본의 죄과의 인정과 구조약

는 당분간 국외자로서 중립노선을 지키고 어느 조류에도 휩쓸려 들지 않으

의 소급 무효확인, 재일교포 전부의 지위와 처우, 일본이 강탈한 문화

려고 애쓰는 실리본위의 외교 노선을 걷고 있기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일본

재의 반환 등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여 종주국으로서 한국민을 노예화

의 기본 노선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렇게 열성이 없

하였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는 국교정상화에 불가결한 바 과거의 청

는 일본을 상대로 아무리 참고 회담을 계속해 보아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타

산작업은 하나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앞으로 호혜평등, 주

결 자체를 우선 연기하려 할 터이니, 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들어가거나

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절대 필요한 것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굴욕적인 선에서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용

으로 생각되는 대한민국정부의 전 한국 유일한 정부로서의 합법성 인

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글이 제안하는 대안은 우리 정부

정과 북괴의 불법성 확인 및 거기 따른 재일교포의 북송 금지, 그리고

가 미국을 설득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위해 일본에게 영향력을 행사

평화선의 고수와 파행적 교역의 지양 평등화 등 조치는 이를 하나도 구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시키지 못한 채 오직 과열 상태에 신음하는 일본 경제의 활로개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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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은 비준 동의될 수 없다 - 어째서 우리는 그것을 매국조약이라

도에만 크게 기여하는 따위의 무더기 조약협정을 독립국가로서의 자주

고 부르는가」10는 한일조약이 체결된 후 두 달 후에 게재된 것으로, 이 조약

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모순, 굴욕, 치졸한 방식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에 대한 『사상계』의 입장을 천명한 글이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

결론지을 수 있다(방점- 필자).

은 한일협정이 ‘이 나라의 장래에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될 것’이며, ‘잔인한 일
본인들에게 또다시 이 땅을 개방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으

이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타결된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사상계』
의 부정적인 견해를 잘 보여준다.

9

鄭泰燮(1965), 『사상계』 144호(3월)

10 夫琓爀(1965), 『사상계』 150호(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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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계』와 독도 문제

측 사료인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와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

고, 일본 측 사료인 『조선연안수로지』와 『한국수산지』, 『시마네현지[島根縣

1961~1965년간 『사상계』에 실린 독도 관련 글은 총 두 편이다. 하나는

志]』,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의 『한국신지지(韓國新地志)』 등에도 명기되

1964년 4월의 한일회담 반대 긴급 증간호에서 실은 「독도의 귀속문제- 카

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이 1905년 2월 22일

이로 포츠담 선언과 스캐핀 677호」이며, 다른 하나는 1964년 12월 141호에

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을 합법적이라 하고 국제

실린 「일본외무성 <독도보고서>를 비판한다 -또 하나 일본의 대한(對韓)외

법을 들고 나와 그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강도행위’ 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교의 오점」이다. 이 글들을 전후하여 1960년 8월 85호에 세 편의 독도 관련
글이 실렸고, 1966년 1월 155호에는 「일본국회 일한특별위의사록초(日韓特

別委議事錄抄) - 독도, 어업청구권, 법적지위문제」가 실렸다.

또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의 계기가 된 시마네현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

三郞]의 독도편입원 제출이 1903년 9월 29일의 일인데, 만일 독도가 본래부

터 일본 영토였다면 나카이 요자부로가 원서를 제출할 때 곧 이것을 허락하

시계열순으로 이 글들의 요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내력(來歷)」11은 독도

였을 것인데 1년 반 이상이나 지난 후에 편입 고시를 냈다는 것은, 독도가

의 귀속 문제에 대해 이 섬이 왜 한국 소유인지를 지리 및 역사적 관계로 설

원래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가 러일전쟁에서의 우세를

명한 글이다. 독도 귀속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47년 여름의 일로, 동년

배경으로 한국을 완전히 지배하에 넣고 난 후에 일개 지방 관서의 고시로 편

7월 11일에 미극동위원회가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의

입한 것이니, 이는 ‘강도행위’ 가 아니면 ‘사기행위’라고 하였다.

제도(諸島)와 금후 결정될 수 있는 주위의 제소도(諸小島)에 한정될 것’이라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12는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 이유를 일본의

고 발표하자, 일본은 곧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여론을 일으켜 한일회담에서

독도 편입 당시 및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 시기로 나누어 국제법적 견지

도 이 문제를 의제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조선 초기에 우

에서 논한 글이다. 우선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합법적 영토 취득을 성

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峰島)라 부르던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세종실록

립시키는 조건과 관련하여 일본은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리지』와 『성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숙
종시대에 울릉 소속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용복(安龍福)의 특별 활동으로 일

고 지적하였다. 첫째,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시대에 우산국(于山國)이
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가 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본이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 즉 독도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승인하였는데,

그 후 고려, 조선을 거쳐 계속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이 사료에 의해 증명

이는 『숙종실록』과 『문헌비고(文獻備考)』, 『통문관지(通文館志)』 등에 명기되

되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은 이 섬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인도라는

어 있다는 사실, 또 고종시대에 울릉도를 개척한 이후 울릉도의 속도(屬島)

점이 결코 무주지(無主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선점에 의

로서 울릉도 사람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한 영토 취득의 의사표시로 일개 지방자치체의 고시는 대외적 의사표시로

11 申奭鎬(1960), 『사상계』 85호(8월)

12 朴觀淑(1960), 『사상계』 85호(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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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충분하므로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셋째, 실효적인 점

판하였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또 한일 양국

유에 관해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현지측량의 사례 등으로는 부족하며,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와 우의의 증진을 위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상적인 영

이 국가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좀 더 현저한 사실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 일본이 독도를 취득한 후 외국, 특히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유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독도의 귀속문제- 카이로 포츠담선언과 스캐핀 677호」14는 한일회담 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합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1904년

대를 위해 편집된 1964년 4월의 긴급 증간호에 실린 글이며, 「독도의 국제

8월 22일에 강제 체결된 한일협약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의 실권을 쥐고 있

법적 지위」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같은 취

었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의 글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부제 ‘한일회담의 계쟁점 <양보 이전의 문제

한편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의 귀속문제가 어떻게 처리

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도 문제를 한일회담과 결부된 문제라고 보았기

되었는가의 해석에서 첫째, 카이로선언으로 인해 일본의 영토는 청일전쟁

때문이다.

이전의 상태로 환원될 것이 결정되었으며, 둘째, 포츠담선언이 카이로선언

「일본외무성 <독도보고서>를 비판한다 -또 하나 일본의 대한(對韓)외교

의 조항이 이행되어야 함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

의 오점」15은 1964년 11월 일본 외무성 관리가 각급 학교에 배부한 『오늘의

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諸小島)에 국한된다’고

일본』이라는 선전책자 안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라 하며 일본 영토인 양

규정했고,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이 이 선언을 무조건적 수락하면서 동년

자처하고 있음을 고발함과 더불어, 1964년 4월 22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9월 2일 항복문서의 서명에 의해 그 수락이 성문화되었기에 이 선언은 일본

대한 관계자료를 일본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 측의 사실(史實)을 들

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선언의 제8항에 의해 일본의

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한 글이다. 이 글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영토는 상기와 같이 국한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서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가자고 주장한 지도 10년, 오늘날까지 한일 간의

분리되었기에 한국도 그 부속 제도서(諸島嶼)와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분리

논쟁 중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전제한 뒤 “일본이 앞으로도 한일회

되었음은 물론이며, 따라서 독도도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

협된다 하여도 회담타결 및 한일 국교정상화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다.
「독도가 일령(日領)이 될 경우」13 역시 위 두 편의 글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하면
서, ‘선점’의 이론을 내세워 부당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집요히 주장하는 일

본 정부의 태도는 지난 날의 ‘침략적 확장주의 정책의 재연(再演)’이라고 비
13 朱孝敏(1960), 『사상계』 85호(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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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편집실(1964), 『사상계』 133호(4월)

15 金元湜(1964), 『사상계』 141호(12월)
16 田駿(1966), 『사상계』 155호(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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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11월 5일) 가운데 상기 세 문제에 관해 그 일부를 번역하여 게재한 것

하였다. 『사상계』의 이와 같은 입장은 당시 야당 세력의 독도 관련 인식과도

이다. 여기서 질문자로 나온 사회당 소속의 마츠모토 시치로[松本七郞] 의원

일치하는 것이었다. 1963년 4월 25일 당시 야당 지도자 중 한 명인 변영태

이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일관해서 현안의 일괄해결이 전제조건이

는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행한 발언에서 “독도와 평화선 문제에서 한국 측은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재야 정치지도자(윤보선, 허정, 김진한 등

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수상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일한 교섭에는 일

13명)들은 1963년 4월 29일 한일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평화선은 공산

괄해결의 방침으로 임했다. 일부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도 최후적

침략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국방상, 경제상 불

인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 하나, 그런 의미로서는 유감

가결의 생명선이며, 독도는 우리 영토” 라며 정부의 대일교섭자세를 비난했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고 다케시마 문제도 평화적 방

다.17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생겨 전체적 판단으로 조인했으며, 일본 측
이 방기(放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마츠모토 시치로 의원이 “교환공문을
잘 보면 해결의 전망은 서 있지 않다. 무엇을 근거로 전망이 섰다고 하는
가? ” 라고 질문하자, 수상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처리한다
는 것이다”라고 답했고, 외무대신은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 간의 심각한 분

III. 주요지와 독도 문제

쟁이지만, 그 해결 방법으로는 국교정상화 후 외교교섭을 하여 그것으로 해
결되지 않는 때는 쌍방이 합의하는 수속으로 조인에 의해 양국이 선처하게
되어 있다. 해결의 전망은 서 있다. 교환공문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았

1. 한국 주요지와 한일회담

다 하지만 다케시마를 제한다고도 써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사상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전제 아

1) 한일회담 및 국교정상화에 대한 시각

래 관련 글을 게재해온 만큼, 한일회담의 타결 이후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어
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 계속 관심
을 환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계』는 한일회담기의 독도 문제에 대해 그것

일본외교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주요지로는 『동아』, 『조선』,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이 있고, 극히 제한적으로 『대한일보』, 『신아일
보』, 『서울경제신문』, 『서울일일신문』 등이 등장한다.

이 동 회담에서 일본 측이 구사한 협상의 한 카드라고 보기보다는 한일회담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며, 일본 제국주의의 재연이라는 인
식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논증하는 데 주력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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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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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들은 한일회담의 진전과 조속한 조약 타결을 촉구하면서, 한국 정

세를 질타했고,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

부가 어떤 대일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를 충고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서 회담의 양측 주역들에 대해 일종의 양비론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경향을 보였다. 또 일반 여론이 정부의 정책을 오해하거나 반일 감정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론에서 일치했다고 해서 일본외교자료에 등

인해 한일회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반대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것

장하는 주요지들의 구체적인 논조에 미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친

은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의 자유진영에 속하는 우호국으로서 함께 손잡고

(親)정부지, 반(反)정부지, 중립지 등으로 분류되는 당시 신문의 성향별 스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경제 원조를 해야 하며, 한국은 과거 역사로 인한 감

『조선』을 중심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논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반공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인데, 일본은 특히 공산국과 직접

펙트럼19 가운데, 여기서는 ‘반정부계’로 꼽힌 『동아』와 ‘준(準)야당계’로 꼽힌

정을 자제하고 일본의 경제 협력을 받아 공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앞질러
야 한다는 것이 한일회담 성사의 당위성으로 제시되었다.

20

2) 『동아』·『조선』과 한일회담

당시 주요지들의 이와 같은 견해는 통상 5·16 이후 박정권 아래에서 언
론이 ‘국가권력의 통제권 내로 포섭’(김해식, 109)되면서 친정부적인 태도를

(1) 『동아』의 경우

취하게 되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5·16 이전의 한일회담 관련 기사에서도 관

『동아』는 국교정상화 문제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외교 문제의 하

찰된다. 예컨대 『동아』는 1960년 10월 26일자 사설 「한일예비회담에 보낸

나라고 전제하면서, 양국 간의 현안 문제의 타결은 “단지 양국에게만 중요

다」에서 “국교회복을 위한 교섭이 10년 이상 교착상태를 계속해 온 것은 외

교사상 극히 드문 일이다. 이승만 정권의 퇴진으로 국교재개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진 것은 한일 양국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고, “한일 양국 간의 반목은 극동에서의 대공(對
共)방파제의 주요한 일각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해왔기에, “이번 한일회담에

표 1 일본외교자료에 나오는 주요지의 1961~1965년 당시 현황 20
신문명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소유주

천주교서울교구
유지재단

김상만

방일영

장기영

정부

관련기업

-

경성방직

수원농장

코리아
타임즈

-

성향

‘반정부계’

‘반정부계’

‘준야당계’

‘정부계’

‘정부계’

서 국교정상화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곧 반공방파제의 확충, 강화를 의미한

다” 면서, 양국 국민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서
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
이 시기 일본외교자료에 나오는 신문들은 큰 틀에서는 한일회담의 진전
과 국교정상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조급한 대응과 저자

19 親정부적인 신문(‘정부계’)으로는 『서울』・『한국』, 反정부적인 신문(‘반정부계’)으로

는 『동아』・『경향』,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위치하면서 ‘準야당계’로 『조선』이 거명되고
있다(「椎名외무대신의 방한과 한일기본조약 가(假)조인에 관한 한국 각지의 논조」,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74』, 287~290쪽).

20 김해식(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69쪽 ; 「椎名외무대신의 방한과 한일
18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41』, 513~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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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극동의 국제정

치상 지극히 중요한 문제” 라고 보았다.21 그처럼 중요한 기본적 외교 문제에

일본인의 성격과 기질은 우리가 반세기 간이나 살아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쪽이 강하게 나오면 저쪽은 끝까지 저자세로 머리를

대해서는 그것이 ‘국내 정치문제화 하지 않길’ 바라면서,이 문제에 관한 한

숙이고, 만일 이쪽이 약하게 나오면 저쪽은 어디까지나 고자세로 오만

‘초당파 외교’를 주문했다.22

하게 나오는 것이 저들의 국민성이다. …… 그런 일본인의 단점을 잘 알

이와 같은 기본 입장 아래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굴욕으로 정

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군사혁명 이후 한일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측

상화를 구걸하는 자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23 야당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 대일 자세는 어떠했는가. 처음부터 저두(低頭), 굴신(屈身)으로 일관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4 또 국민에게는 “일본을 경계하

한 것이 오늘날의 재앙을 부르고 우환을 산 근본원인이다.28

는 것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국수
주의적인 생각에서 대일접촉 내지 국교정상화 자체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부
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결코 건전한 경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5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한일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에서도 잘
드러난다.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 가(假)조인에 대해 “대한민국 정

일본에 대해서는 회담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너무나 차갑고 오만” 하

부의 관할권은 한반도 전체에 미치며, 을사조약과 합방조약은 무효임을 확

다며26 ‘대국 의식’을 비판했다.27 그러면서도 회담에 대한 불만은 궁극적으

인했다. 따라서 일본의 침략이 불법이었음도 확인된 것이나, 불만인 것은

로 한국 정부 측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해석에 대해 장래 일본이 추호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왜 그 취지

를 명백히 표현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금후 조약해석에 있
어 한국 측 해석에 일치시켜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

21 「대일초당파외교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 『동아』 1963년 4월 26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61』, 634쪽)
22 「대일초당파외교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 『동아』 1963년 4월 26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61』, 635쪽)
23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정자세」, 『동아』 1964년 2월 7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

서 66』, 177, 179쪽)
24 「한일문제는 초당파적 외교로 임해야 한다」, 『동아』 1963년 7월 9일자 사설(『한일회

담 일본외교문서 63』, 363쪽)
25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정자세」, 『동아』 1964년 2월 7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

서 66』, 177, 179쪽)

는 한, 조약에 대한 불안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29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의 조인에 관해서는 “불행한 시작, 불만족한
교섭을 거쳐 도달한 합의사항은, 이미 예상된 바와 같이 한국 측의 거의 일
방적인 양보를 반영” 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조인내용에 만족하는 자가 거의
없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자손의 생존에 비관적 영향을 끼칠 역사적 전환
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야당의 극한적인 반대와 교문의 폐쇄, 학생들의
단식과 데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엄중한 경계 속에서 조인된 것은 민족적 비

26 「대일태도에 대하여」, 『동아』 1964년 1월 8일자 칼럼(『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65』,

299쪽)
27 「한일회담에 임하는 이케다 수상의 기본적 자세」, 『동아』 1963년 1월 23일자 사설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59』, 41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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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라고 덧붙였다.30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2) 『조선』의 경우

한국에 대한 무역상의 차별대우 같은 것은 모양을 바꾼 제국주의라 하

『조선』은 “관계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문제의 성사와는 별도로,

지 않을 수 없고, 연불(延拂)이란 명목으로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도 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재검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다” 면서,

른 나라에 대해서보다 가혹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 우리들에게 굴

“일본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학술・문화・기술 등 필요한 것까지 절대 쳐

종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낡은 국제법을 방패삼아 평화선을 고

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근린의 우방으로서 평

의로 침범하는 것은 그들의 본심이 한일 양국 간의 우의 증진에 있는

등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대하는 선에서 그쳐야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뭘 하겠냐”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경멸하는 데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일관계에 대한 자사의 원칙을 피력하였다.31

오는 섬나라 근성의 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이 스스로

또한 한일회담과 같은 외교는 “초당파로 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
고, “절충과 양보를 전제하는 외교교섭에 일방적인 강경론으로 임한다는 것

일류국가라고 과시하려면, 이런 종류의 비신사적인 섬나라적 행동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싶다.34

은 무리”이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을 추구하는 것만을 주로 해서도
아니 된다”라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32 1964년 3월 최종 협상을 앞둔 국면

한일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일 쌍방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에서는 야당 측이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를 ‘정쟁을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한

며 『동아』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

다고 비판하면서 “협상인 이상 우리들의 태도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당

가(假)조인에 관하여 “우리 측이 크게 후퇴했다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동시

연하지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야당 측은 어디까

에 일본도 양보한 것은 특별히 없다. 한 마디로 말해 기본조약의 내용은 쌍

지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대책으로 여당 및 행정부를

방향 정도의 성과” 라고 논평하였다. 기본조약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편달” 하라며 야당 측을 질타했다.33

‘구(舊)조약의 무효화 시기’,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관해서는 “금후 각각 다
른 해석이 나타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는 데

30 「조인과 국민의 심정」, 『동아』 1965년 6월 22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85』, 561~562쪽)

그쳤다.35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의 조인에 관해서는 “현 정부는 국민의 불만

31 「대일영합주의경향을 경계한다」, 『조선』 1963년 7월 11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

교문서 63』, 63쪽)
32 「한일회담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갖춰야」, 『조선』 1964년 2월 16일자 사설(『한일회

담 일본외교문서 66』, 182쪽)
33 「대일외교에 있어 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 『조선』 1964년 3월 6일자 사설(『한일회

담 일본외교문서 66』, 607~6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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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66』, 161~163쪽)
35 「한일기본조약의 분석과 곤란한 금후의 교섭」, 『조선』 1965년 2월 23일자 사설(『한

일회담 일본외교문서 74』, 290~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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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누르고 한일 간의 조인을 결행한 이상 당연히 이에 대한 정치책임을 각
오했을 것이며, 역사에 대해 공화당 정권 단독으로 한일회담을 완결시킨 전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한일 제협정은 일부에서는 불만이 크
지만 만일 국민의 기풍이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대등하게 국운을 개척할
수 있는 수교조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국민의 기풍을 잃는다면 일

표 2 일본외교자료에 실린 독도 관련 한국지 기사37
신문

기사제목

게재일자

동아

「현 상태하에서는 국교 그 자체에 반대한다」
-윤보선(민정당 총재,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의장

1965년 3월 5, 6일

경향

「박의장에 직언한다-한일국교와 평화선문제」
-전 국무총리, 정민회 위원장 卞榮泰

1963년 7월 29일

조선

「한일회담에 관한 독자 투고」

1965년 6월 20일

한국

「한일협정조인 후에 오는 것-일본, 독도를 정치적으로 방기」

1965년 7월 2일

본의 경제적 침략 앞에 실질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해의 을사조약’으로 만들 것인지 ‘치욕의 을사조약’으로 만들 것

평 속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이며, 『조선』의

인지는 조약문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조약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민족주

경우는 독자투고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단독

체의식의 건재 여부에 따른다고 단언할 수 있다” 며 정부의 책임보다는 국

으로 다룬 것으로는 『한국』의 기사 단 한 편이 실린 셈이다.37

민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36

이처럼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외교자료에 한국 측의 독도 관련 보도 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실제로 당시 한국 언론이 독도 문제
는 한일회담의 의제일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를 이슈화
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이 단호했던 만

2. 주요지와 독도 문제

큼, 원칙적으로 한일회담의 성사를 희망했던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
를 이슈화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당시 한국 측의 독도 관련 보도의 절

1) 일본외교자료의 주요지와 독도보도

대 양과는 무관하게 일본 외무 당국이 이를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동아』, 『조선』의 경우

일본외교자료에 실린 한국 주요지의 보도 내용 가운데 독도와 관련된 것

은 극히 드물다. 『동아』가 게재한 윤보선의 글과 『경향』이 게재한 변영태의

를 중심으로 당시 독도 관련 보도의 양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글, 그리고 『조선』이 게재한 독자투고, 『한국』의 해설기사 등 총 네 편이 일
본외교자료에 실려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동아』와 『경향』의 기사는 한일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논

36 「잊을 수 없는 반세기의 한-한일 간의 정식조인에 착잡한 심정」, 『조선』 1965년 6월

23일자 사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85』, 556~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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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현 상태하에서는 국교 그 자체에 반대한다」-윤보선(민정당 총재, 대일굴욕외교반대

투쟁위원회의장)」, 『동아』 1965년 3월 5, 6일자(『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76』, 72~73
쪽) ; 「박의장에 직언한다-한일국교와 평화선문제」-전 국무총리, 정민회 위원장 卞
榮泰, 『경향』 1963년 7월 29일(『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63』, 614~615쪽) ; 「한일회
담에 관한 독자 투고」, 『조선』 1965년 6월 20일자 기사(『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85』,
530쪽, 534~535쪽) ; 「한일협정조인 후에 오는 것-일본, 독도를 정치적으로 방기」,
『한국』 1965년 7월 2일자 해설(『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86』, 211~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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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조선』과 독도 문제
(1) 보도의 양적 측면

① 『동아』의 경우

『동아』는 1961년 10월~196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독도 관련 기사를
36편 발표했다.38 월 평균 기사 편수는 약 2.4편, 기사의 총량은 1편당 평균
약 3.94단이다. 이 가운데 의견성 기사39는 10편으로, 전체기사 대비 약
27.78%를 차지한다.
표 3 『동아』의 독도 관련 기사(1961.10.01~1962.12.31)
게재일자

게재
면/단

순번

기사제목

1

日, 突然 「獨島」領有權을 主張 施設除去 警備員撤
收要求 “請求權 줄이려는 術策” 外務當局, 國際法
들어 卽刻反駁

1961.12.27

1/5

스트레이트

2

“獨島는 우리 領土” 政府, 日主張에 抗議書 傳達

1961.12.29

1/4

스트레이트

3

“獨島는 儼然한 韓國領土” 맥아더將軍에 보낸 崔南
善氏의 遺稿 露日戰爭때 日本이 暗取 鬱陵島近海의
漁採上利益 노려 1693年에 再侵 않기로 誓約

1961.12.28

2/8

기획기사

4

獨島의 太極旗 뚜렷한 韓國領土 警備員들 새벽마다
揭揚

1962.1.10

5

池田首相 小阪外相, 議會서 韓日問題 答辯 國交前
엔 政府로선 經濟協力 不考慮 獨島問題는 第三國이
나 國裁 通해 別途로 解決

1962.1.30

3/6
1/5

기사유형

38 『동아』(http://www.donga.com)의 검색어를 통한 PDF검색이 가능한 대상 시기는

1920~1962년까지여서 부득이 조사 시기를 1961년 10월~1962년 12월 31일까지
로 한정하였고, 검색어는 ‘독도’로 하여 조사하였다. 사설에 대해서는 1963~1965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하는 1990년대 이전 신문지면 검색
사이트(www.kinds.or.kr)를 통해 따로 조사하였는데, 해당시기 독도 관련 사설은
1편[「獨島는 外交交涉의 對象이 될 수 없다」(1965년 6월 19일자)]이 추가로 발견되
었다.
39 스트레이트성 뉴스보도가 아닌 기획기사, 해설기사, 독자투고 및 사설을 ‘의견성 기

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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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유형

1962.1.31

1/6

스트레이트

1962.1.31

1/2

스트레이트

獨島問題에 關한 池田首相의 發言

1962.1.31

1/6

사설

기사제목

게재일자

6

三百年前立證文書 發見 日紙 獨島領有權에 새 主張

7

國裁에 提訴 獨島占有權에 日外相도 主張

8
9

妄想的主張 버리라 崔外務, 日의 獨島領有權을 反駁

1962.2.1

1/4

스트레이트

10

韓國 맞告訴豫想 日外相, 獨島問題에 證言

1962.2.13

1/3

스트레이트

11

獨島秘史 安龍福小傳 [제1회]

1962.2.17

2/7

기획기사

12

獨島秘史 安龍福小傳 [제2회]

1962.2.18

2/7

기획기사

13

獨島秘史 安龍福小傳 [제3회]

1962.2.19

2/7

기획기사

14

獨島秘史 安龍福小傳 [제4회]

1962.2.20

2/7

기획기사

15

獨島問題 國際裁判에 提訴 小坂善太郞 日外相, 下
院豫算委서 證言

1962.2.22

1/4

스트레이트

16

獨島 日領 主張 日敎授證書 發見說

1962.2.25

1/3

스트레이트

17

獨島, 17世紀부터 領有 日外務省官吏, 議會서 宣言

1962.3.1

1/1

스트레이트

18

“政治會談 案件될 수 없다” 外務局, 「獨島」問題에
言明

1962.3.6

1/2

스트레이트

19

獨島問題도 議題로 日政治會談에 提起準備

1962.3.6

1/2

스트레이트

20

獨島問題는 韓日政治會談의 議題가 될 수 없다

1962.3.6

1/3

사설

21

12日 東京서 韓日政治會談 日, 「獨島」 討議示唆

1962.3.7

1/1

스트레이트

22

「崔德新·池田會談」 東京 「韓日政治會談」 日程決定
代表部서 否認 獨島問題 討議說

1962.3.9

1/2

스트레이트

23

韓日外相 政治會談 「議題」協商을 始作 처음부터 難
航 豫想 日의 對北傀 貿易使節團 派遣抗議·獨島問
題 등 提起할 듯

1962.3.12

1/4

스트레이트

24

獨島問題 不提起 池田小坂 發言으로 뚜렷
日外交 消息通談

1962.3.13

1/2

스트레이트

25

日代表部 서울設置를 拒絶 崔德新外務,
獨島問題 國裁提訴도

1962.3.17

1/2

스트레이트

26

억보日本主張 뒤집어 獨島領有權에 새 史實 ‘八域圖’

1962.3.27

3/5

기획기사

27

“日 代表部 없는 서울 會談 無理”
小坂善太郞 外相 「獨島」 國裁提訴 再表明

1962.4.9

1/4

스트레이트

28

獨島問題 解決 없이 國交正常化 不可能 日 小坂 外
相 證言

1962.4.28

1/1

스트레이트

기획기사
스트레이트

게재
면/단

순번

29

큰 物議 일으킬 듯 小坂 日外相의 獨島問題 發言

1962.4.29

1/3

스트레이트

30

獨島問題에 妄言 日法官 「國裁」 提訴면 勝利云云

1962.5.15

1/2

스트레이트

31

우리의 「막내섬」 獨島 東海를 지키는 외로운 哨所
빗물 받아먹는 警備隊 士氣는 높아 이젠 뜸해진 日
漁船의 侵犯

1962.9.18

3/7

기획기사

32

“獨島는 日本領土”라고 “財産請求權은 지나친 일”
高大招請 日, 田中博士 講演內容 말썽

1962.10.26

2/4

스트레이트

33

“獨島는 日本땅 請求權은 지나친 일” 田中 發言에
서울大生 抗議 27日 本人도 正式으로 謝過聲明

1962.10.29

7/4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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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제목

게재일자

게재
면/단

기사유형

1962.11.15

1/3

스트레이트

34

第三國 通해 調整 獨島問題에 日外相 言及

35

「國際仲裁委」設置 日, 獨島問題解決에 構想 재팬·
타임스 報道

1962.11.26

“獨島問題는 國交後論議” 朴正熙 議長 言明 國際慣
例 따라 平和線 解決

1962.12.13

36

1/4
2/2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② 『조선』의 경우

순번

기사제목

게재일자

게재
면/단

기사유형

12

獨島 國裁提訴에 韓國의 同意强調 小坂 日外相

1962.2.21

1/1

스트레이트

13

“獨島問題도 政治會談 議題로”

1962.2.28

1/5

스트레이트

14

獨島問題 政治會談과는 無關 日側서도 提起 않을 듯

1962.3.9

1/5

스트레이트

15

古文獻에 나타난 獨島. 肅宗 때 「藥泉集」에
領有權 明示 日側史料 「朝鮮通交大記」에도

1962.3.9

4/4

해설기사

16

日本代表部 設置 承認 않는 限 서울政治會談 反對
日外相 獨島 國裁提訴를 再言明

1962.4.9

1/3

스트레이트

17

獨島解決 없이 正常化는 不能 小坂 日外相 談

1962.4.28

1/2

스트레이트

18

日外相 또 主張 獨島問題의 先決

1962.4.29

1/1

스트레이트

19

獨島問題 勝訴 確信 日 最高裁判所長 談

1962.5.15

1/1

스트레이트

사를 56편 발표했다. 월 평균 기사 편수는 약 1.24편, 기사의 총량은 1편

20

獨島의 領有權 또 주장 ‘韓國은 海賊國家’ 云云
日社會黨議員, 議會서 妄言

1962.8.21

1/1

스트레이트

당 평균 약 2.96단이다. 이 가운데 의견성 기사는 7편으로, 전체기사 대비

21

獨島問題도 包含 韓日 國交正常化 前의 解決點 大
平 日外相 證言

1962.8.24

2/3

해설기사

약 12.5%를 차지한다.

22

[聞外聞] 그이를 獨島에 招請하면

1962.8.26

2/2

해설기사

23

豫備會談에서 獨島問題 討議 大平 日外相 談

1962.11.14

1/1

스트레이트

24

獨島問題 國交 後에 解決
朴議長, 日記者들 書面質疑에 答辯

1962.12.13

1/2

스트레이트

『조선』은 1961년 10월~196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독도 관련 기
40

표 4 『조선』의 독도 관련 기사(1961.10.01~1965.6.23)
순번

기사제목

게재일자

게재
면/단

기사유형

1

獨島主權問題 協商 日外相議會서 言明

1961.10.21

1/1

스트레이트

2

“獨島는 韓國領土” 外務部代辯人 日外相의 發言을
論駁

1961.10.22

1/4

스트레이트

3

獨島領有 主張 小坂 日外相

1961.12.5

1/1

스트레이트

4

政府 日에 嚴重抗議準備
우리 國內事項에 干涉 獨島領有權 主張은 千萬不當

1961.12.27

1/4

스트레이트

5

獨島-韓人과 施設 撤去 日政府서 代表部에 口頭로
要求

1961.12.27

1/2

스트레이트

6

獨島問題를 突然 再提起한 日本側의 眞意

1961.12.27

1/4

사설

7

日側의 主張反駁 獨島領有 論議의 餘地 없다
政府서 日에 强硬한 抗議書 傳達

1961.12.28

1/1

스트레이트

8

獨島領有權立證文書 日紙서 發見했다고 揭載

1962.1.30

25

美의 調停으로 獨島共有 打診 大野씨 訪韓時에

1963.1.11

2/2

스트레이트

26

日側 正式否認 獨島의 共有說 등 어제 豫備會談서

1963.1.12

2/1

스트레이트

27

獨島共有문제 생각한 바 없다 池田 首相 議會 證言

1963.1.27

2/2

스트레이트

28

“漁業·獨島問題 등 一括解決 안 되면 請求權合意案
白紙化” 日本首·外相, 衆議院서 言明

1963.1.30

1/4

스트레이트

29

獨島領有權 主張 日 島根縣議會서

1964.3.24

1/2

스트레이트

30

獨島는 우리 領土 會談議題 안 된다 崔總理 答辯

1964.4.03

1/1

스트레이트

31

또 獨島領有權 주장 日 外務省서 報告書

1964.4.24

1/4

스트레이트

32

獨島는 韓國領 外務部, 日 主張 反駁

1964.4.25

1/2

스트레이트

33

總理 등 出席 요구 國會서 日 冊子 事件 따질 작정

1964.11.3

1/1

스트레이트

34

日에 正式抗議 冊子配布 사건에

1964.11.3

1/2

스트레이트

1964.12.19

1/4

스트레이트

1/1

스트레이트

35

獨島問題 國裁提訴 應하는 때 一括妥結
日 外相 發言內容

9

侵略根性을 露呈 崔外務, 日의 獨島領有 主張 反駁

1962.1.31

1/1

스트레이트

36

日, 丁總理 來訪希望 日紙報道…獨島問題 解決 위해

1965.5.5

2/3

스트레이트

10

유엔提訴不能 獨島領有權 問題 小坂 日外相 證言

1962.2.13

1/2

스트레이트

37

獨島問題 對策 논의 金大使 맞아 韓日問題 高位會談

1965.5.7

1/3

스트레이트

11

獨島紛爭 “國裁”에 提訴될가?
韓國의 主張-歷史의 記錄이 立證
日本의 主張-所屬國 없던 無人島

38

丁總理 就任 한돌 맞아 會見
獨島問題 協商 위한 訪日 不必要

1965.5.11

1/2

스트레이트

39

“獨島를 最後 흥정거리로 韓日會談 22日까지 妥結
日外相 談”

1965.6.15

1/3

스트레이트

40

獨島問題 韓日會談과 無關. 李外務 會見 談

1965.6.16

1/5

스트레이트

41

‘獨島’ 政治會談 提議 椎名 日外相, 金東祚 大使에게

1965.6.16

1/3

스트레이트

1962.2.18

2/8

해설기사

40 『조선』(http://www.chosun.com)의 PDF검색에서 대상 시기는 1961년 10월 1일

~1965년 6월 23일까지, 검색어는 ‘독도’로 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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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제목

게재일자

게재
면/단

기사유형

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었다는 것은 내외 문헌 사십여 종에 명시되
어 있는 바이며, 또 현행 국제법상으로도 전연 의론(疑論)의 여지가 없으며

42

獨島問題를 흥정거리로 삼자는 底意가 무엇인가

1965.6.16

2/4

사설

43

關鍵은 獨島問題 韓日會談 各分委 徹夜會談을 進
行

1965.6.17

1/4

스트레이트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부인될 수 없는 터”이

44

韓日協商 6·22일 本調印 戰略의 內幕
日, 對美關係에 깊은 配慮, 獨島問題엔 某種의 政
治的 折衝?

1965.6.17

1/8

스트레이트

나, “한일 양국이 그 국교정상화의 조기타개를 위하여 최종적인 노력을 경

45

李外務 20日께 訪日 獨島問題 미뤄 22日 本調印
可能

1965.6.17

1/4

스트레이트

46

未決事項 오늘 中에 一括妥結
獨島問題…‘繼續討議’ 事項으로 共同聲明에

1965.6.18

1/5

스트레이트

47

獨島, 아직 政治妥結 對象?
實務者들 夜間會議서 懸案 最終妥結

1965.6.19

1/4

스트레이트

48

“李外務 맞아 獨島問題 折衝”
椎名 日本外相, 本社 金特派員과 單獨會見

1965.6.20

1/7

스트레이트

49

“獨島, 讓步할 수 없다” 佐藤 日首相 言明

1965.6.22

1/3

스트레이트

50

韓日協定 豫定대로 오늘 調印
李外務, 獨島問題 不討議方針을 闡明

1965.6.22

1/3

스트레이트

51

韓日會談 흥정 80日…그 內幕
獨島問題 끝내 未合意로

1965.6.22

1/8

스트레이트

52

[讀者論壇] “獨島는 우리 땅이다”
日本의 政治的 흥정劃策을 駁함 史實에 뚜렷이 立證

1965.6.22

3/9

독자투고

53

‘交換公文’으로 落着 韓日外相, 獨島問題 處理에 合意

1965.6.23

1/3

스트레이트

주하고 있고 또 특히 이른바 고위정치회담의 개최가 운위되고 있는 요즈음

에 이케다 하야토 일본 수상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는 것이
다. 동 사설은 일본의 ‘숨은 의도’를 다각도에서 검토한 뒤, 그것이 한일회담
의 다른 의제와의 관련 때문일 것이라는 설을 제기한다. “우리는 일본이 이
시기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현재 마지막 고비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머지않아 개최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한일 고위정치회담에 있어서 한국의 대일재산청구권의 금액을 줄이려는 일

54

“獨島는 日領土” 島根縣議會 엉뚱한 決議

1965.6.25

1/1

스트레이트

55

獨島問題 등을 유엔 上程하자 사케 유엔議長 演說

1965.6.27

2/1

스트레이트

56

[聞外聞] “精神力으로라도 對決”

1965.6.27

2/2

해설기사

본 측의 외교적인 복선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는 “우리는 일본이 앞으로 다시는 우리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부당하고 불
법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
의 여하한 외교적 계략도 간파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41

(2) 보도의 질적 측면
위에서 분류한 의견성 기사 가운데 사설을 중심으로 두 신문의 독도 관
련 논조를 살펴보면, 두 신문 모두 기본적으로는 한일회담과의 관련 아래
독도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동아』의 경우

사설 「독도 문제에 관한 이케다[池田] 수상의 발언」(1962년 1월 31일자)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돌연 제기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독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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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와 같은 전략적 관점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1961년 12월 27일자

『동아』의 기사 「일, 돌연 ‘독도’영유권을 주장」은 일본이 독도의 시설 철거 및 경비
원 철수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본 정
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두 가지의 관측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일본 정부가 매년 그
러한 구술서를 전달해왔다는 사실을 들어 특히 이번에 전달된 구술서만을 한일회담
에 심각하게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온건한 반향이며, 다른 하나는 ‘대한 청구권을
줄이려는 외교적 술책’이라는 비난이다. 일부에서도 일본 정부가 사회당의 한일회담
반대공세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고도 관측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
일국교 조기타개에 불리한 영향을 일본 정부 스스로가 취했다는 데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1962년 3월 13일자 『동아』의 기사 「독도 문제 불제기- 池田・小阪
発言으로 뚜렷」은 일본 측 소식통을 인용하여 “일본 측이 근간에 와서 갑자기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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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문제는 한일정치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1962년 3월 6일자)

자)는 일본 외무성이 1961년 12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술서를 우

도 일본의 독도 문제 제기는 일본 측의 ‘책동’이라는 관점을 답습하면서, 회

리 외무부에 전달한 것에 대한 논평이다. 이에 대해 사설은 “지금 새삼스럽

담에 임하는 일본의 자세를 비난한다.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만으로도 한

게 독도 문제를 가지고 외교상의 응수를 재개해야만 할 일본의 어떤 특별한

일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쌍방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거늘 그 위에

국내사정이 있을 것 같은 징후는 엿보이지 않는데, 무슨 까닭으로 돌연 이

새로운 문제까지를 제기” 하는 것은 “일본 측에 한일회담을 성공시키려는 의

러한 거조를 취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독도영유권 문제 자체보다도 그 배후

도가 있는가를 의심케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일본 측은 독도 문제를 전기

의 동기를 좀더 깊이 분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며, 일본의 진의

회담에서 흥정의 대가로 할 심산인지는 모르나, 한국 영토의 일부를 한일교

를 다음의 세 가지로 추측한다. “첫째는 선의로 해석하여 일본이 한일회담

섭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가 잔꾀를 부리려 하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를 조속히 실현시키려는 한국 측의 성의에 호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설 「독도는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65년 6월 19일자)는 한일

과는 관련 없이 참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으로써 자국 내의 외
교기록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다는 진의”, “둘째 재산청구권에 관한 외교
술수의 하나로 금후 정치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상상하여 청구액수를 줄이
려는 저의로 간주” 할 수 있다는 것, “셋째로 평화선 문제의 절충에 선공(先

회담의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전제하면서, 거기에 더해 회담의 최종단계에

攻)을 취하자는 일본 측의 능동적 표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개

서 또다시 독도 문제를 제기하려는 일본의 처사를 ‘과욕’, ‘무례’ 한 태도라

연성이 높다고 본 것은 세 번째 가설로, “한일회담이 최종 ‘코스’로 돌입한

비난하였고, 더 큰 비난의 대상은 그에 응하려 하는 한국 측 실무자라며 다

시기를 택하여 평화선 문제와 독도 문제를 결연(結聯)시켜 유리한 외교상 위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더욱 분개해 마지않는 것은 일본 측이 독도 문제에

치를 확보하겠다는 일본 측의 저의”라 해석했다.

관하여 이러한 계책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사설 「독도 문제를 흥정거리로 삼자는 저의가 무엇인가」(1965년 6월 16일

리의 이(李)외무는 조인 예정일을 여러 날 앞당겨서 20일 부랴부랴 일본으

자)는 1965년 6월 14일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이 “독도 문제는 최후

로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의 흥정거리로서 두고볼 일이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논평이다. 이에 대

② 『조선』의 경우

사설 「독도 문제를 돌연 재(再)제기한 일본 측의 진의」(1961년 12월 27일

해 사설은 “긴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독도가 엄연한 우리 영토임은 사
적 고증이나 기타 연혁에 의하여 뚜렷한 것으로 거론의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며, “일본 측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멋대로 이름을 붙여 억지를 쓰더라
도 국제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은 무엇보다도 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줄

에 없던 동 문제를 되풀이한 것은 ① 사회당의 맹렬한 추궁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방편인 동시에 ② 한국 측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들어보려는 심산과 ③ 국민에 대한 PR방법으로 동 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주의
가 내포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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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라고 전제한 뒤, “하물며 한일회담을 14년간 끌어오는 동안 피아의 분
위기가 악화되면 엉뚱한 트집용으로 가끔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온 적은 있어
도, 회담이 우호적으로 재개될 때에는 으레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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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회담에 임했던 것이다. 그렇거늘 지금와서 또

게재율은 『동아』가 15.28% 더 많았으며, 기사 제목에서 독도 영유권을 직

무슨 저의를 품었는지 ‘최후의 흥정거리’라고 자칭하여 독도 문제를 등장시

접 주장한 기사의 양을 비교해보면 『동아』는 전체대비 약 30.56%인데 비해

켰으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기서 다시 한바탕 승강이를 벌여 한일회담

『조선』은 17.86%에 그쳤다.

의 본 조인을 지연시켜야 할 일본 측의 국내사정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힘
들다면서, “만의 하나라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정치협상으로 삼는 일이 있
다면 국민들의 분격은 수습할 길조차 없을 것”이며, “일본 측도 공연히 기름

에 불을 지르는 것 같은 부질없는 수작을 삼가” 하라고 촉구하였다.42

또 같은 뉴스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서 양 신문이 보이는 해석의 차이 및

어휘 사용은 『동아』가 『조선』에 비해 주관적・감정적 경향이 강하다. 몇 가
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고사카 젠타로[小阪善太郎] 일본 외상이 1962년 4월 27일 중의원 외교

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발언

(3) 『동아』와 『조선』의 차이점

한 것에 대한 해석에서 『동아』는 『조선』에 비해 이 발언을 문제시하는 정도

두 신문은 독도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큰 틀에서는 공통되

가 더 강하다. 1962년 4월 29일자 기사에서 “고사카 젠타로 외상은 뒤에 기

지만, 구체적인 보도 양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자들에게 그의 발언의 진의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첫째, 양적 측면에서 『동아』가 『조선』에 비해 월 평균 독도 관련 보도 건

하는 데 한국이 응하게 되면 한일 국교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수는 1.16편, 기사의 총량은 1편당 평균 약 0.98단 더 많은 것으로 나타

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외교위에서 한 발언은 그러한 온당한 내용

났다.

의 것이 아니었음은 명확하다. 앞으로 그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물의를 일으

둘째, 질적 측면에서 『동아』는 『조선』에 비해 본질론적 접근에 가까운 보

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기사의 제목도 「큰 물의 일으킬 듯 고사카 일

도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전체기사 대비 의견성 기사의

외상의 독도 문제 발언」이라고 하였다. 같은 발언에 대해 『조선』은 1962년
4월 29일자 기사 「일 외상 또 주장 독도 문제의 선결」에서 “일본의 고사카

42 『조선』의 이와 같은 전략적 관점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1965년 6월

15일자 기사 「독도를 최후 흥정거리로」는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어업과 청구권
문제가 끝나면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을 초청할 여부를 정부안에서 협의하겠다.
독도 문제는 최후의 흥정거리로서 두고 볼 일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데 대해
“독도에 관한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의 발언은 그 내용이 모호하므로 진의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추측되었다”고 전
한다. 또 1965년 6월 19일자 기사 「독도, 아직 정치타결 대상?」은 독도 문제가 “일
본 측의 강경한 주장 때문에 조인직전까지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될 것으로 평가된
다”고 했으며, “일본이 조인식을 22일 하오 5시경으로 잡고 있는 것은 사토 에이사
쿠 수상이 참의원 선거관계로 지방유세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한 관계도 있지
만, 그보다는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그날 밤 阿亜회의에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정치적인 흥정을 꾀하려고 하는 듯하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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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타로 외상은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말을 28일 다시금 되풀이하였다. 그는 중의원 외교위원
회에서 야당인 사회당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라며
UPI=동양 통신사발 기사로 사실관계를 전하는 데 그쳤다.

② 1962년 5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장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분쟁이 국제재판소에 제기되면 일본의 승소가 확실하다고 발언
한 기사에서 두 신문이 붙인 제목을 보면, 『동아』는 「독도 문제에 망언-일
법관, ‘국재(國裁)’ 제소면 승리 운운」이라 하여 「독도 문제 승소 확신 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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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판소장 담(談)」이라 한 『조선』에 비해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다.

향이 다수 나타난다. 예컨대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 ‘러일전쟁 때 일본

③ 1962년 10월 23일 일본 법정대 교수 다나카 나오키치[田中直吉]가 고

이 암취(暗取)’」(1961년 12월 28일자) 「우리의 ‘막내섬’ 독도 동해를 지키는 외

려대학교에서 행한 강연 내용이 문제가 되어 고대생 및 서울대생의 항의가

로운 초소 빗물 받아먹는 경비대 사기는 높아」(1962년 9월 18일자) 등이 그러

있었고, 그에 대해 동 교수가 사과한 사건이 『동아』에서는 두 번에 걸쳐 기

하다.

사화된 데 비해 『조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동아』는 첫 번째 기사에서
「‘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재산청구권은 지나친 일’ -고대 초청 일, 다나카[田

中] 박사 강연내용 말썽」(1962년 10월 26일자)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전했

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 독도는 일본 땅 청구권은 지나친 일’ 다나카 발언
에 서울대생 항의 27일 본인도 정식으로 사과성명」(1962년 10월 29일자)이란

IV. 분석 결과의 고찰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④ 『동아』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획기사로 「독도 비사

(秘史) 안용복 소전(小傳)」(전4회)과 「억보 일본 주장 뒤집어 독도영유권에 새

사실(史實) ‘팔역도(八域圖)’」를 실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조선시대 사료를

이상의 분석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지견을 도출할 수 있다.

통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후자에는 기사 말미에 ‘팔역도’ 라

첫째, 『사상계』와 일반 신문의 논조를 비교해보면 한일회담이라는 외교

는 지도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서울대 교수의 말 “직접 봐야 알겠다”를 덧붙

적 노력에 비판적이었던 전자에서는 독도 문제를 본질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고 있어, 기사 제목의 과격함에 비해 보도 내용의 왜소함이 대조를 이루

경향이 관찰된다. 『사상계』와 일본외교자료에 실린 주요 신문들의 경우를

고 있다. 한편 『조선』은 독도 문제 관련 해설기사 「독도 분쟁 ‘국재(國裁)’에

비교해볼 때,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독도 문제를 더 진지하게 다룬 쪽은 단

제소될가?」(1962년 2월 18일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것이 곧 국제사

연 『사상계』다. 『사상계』는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야당 및 학생들의 견해에

법재판소 제소를 끝내 하겠다는 방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발언으

가장 가까웠던 언론으로서, 한일회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한일 간의 역

로, 이 말에 따라서 일어날 한국 쪽의 반응 같은 것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

사문제 및 국민의 대일 감정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고, 독도 문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 기사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 측 주장과 일본

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본질론적이었다는 점도 그와 같은 관점이 투영된 결

측 주장을 같은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사료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

과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상계』에는 『동아』・『조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는 해설기사 「고문헌에 나타난 독도」(1962년 3월 9일자)에서도 일본 측 사료

독도 문제를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구사한 ‘외교 전술’로 해석하는 전략적 관

와 한국 측 사료를 함께 언급하는 등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점이 보이지 않는다. 『사상계』가 독도 문제 그 자체의 논란 내지 분쟁성에

⑤ 마지막으로 『동아』의 기획기사에서는 제목에서 주관적·감정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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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했다면, 『동아』・『조선』은 독도 문제가 일본 측 외교 협상의 한 카드인 만

다기보다 한일회담의 한 카드 정도로 여기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만일 일본

큼, 진지한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측이 독도 문제를 한일회담의 의제로 삼아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둘째, 『동아』와 『조선』의 독도 관련 보도 양태를 비교해보면 전략적인 관
점의 강도는 『조선』이 『동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아』는 한

했다면, 그들이 치밀하게 수집한 한국 측 한일회담 관련 언론 보도에서 독
도 관련 내용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의견성 기사를 관련기사 대비 27.78%의 비율로 내
보낸 데 비해, 『조선』은 9.43%에 불과했다. 또 『동아』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고증 관련 기사를 기획기사로 처리한 반면, 『조선』
은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동등한 비중으로 비교・대조하는 해설기사를 싣
는 등 보다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한일회담에 대한 시각과 관련하

V. 맺음말

여 해석하자면 한일회담의 경과와 결과에 더 부정적이었던 『동아』의 경우
독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본질론적 접근 방식이 조금 더 많이 표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독도 문제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매체이거나, 본질론적 관점

이 글은 박정희 정권하 한일회담기(1961~1965)에 일본이 회담 과정에서

에서 바라본 매체이거나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리는 공통적이다. 독

끈질기게 제기했던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의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이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본질

유권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1961~1965년 한일회담 당시

론적인 것으로 정의한다면, 1960년대의 한국 언론은 그와 대비되는 전략적

한국의 독도 관련 여론의 전형으로서, 한국 정부가 일본 당국에 맞서 회담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글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당시 한국의 지

과 독도 문제를 끝까지 분리시키고자 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식인 논단을 대표했던 『사상계』와 일본외교자료에 실린 한국의 주요 신문

넷째, 『사상계』 및 『동아』・『조선』 등 주요지가 독도 문제에 대해 꾸준한

가운데 『동아』과 『조선』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당시 한일회담에 관한 한국

보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외교자료에 실린

언론의 논조와 독도 문제에 대한 논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 측 독도 관련 보도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한국 측 보도의 절

그 결과 한일회담에 대한 시각 차이가 독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차

대 양과는 무관하게 일본 외무 당국이 이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

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회담에 비판적이었던 매체일수록 독도 문

성이 크다.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와 논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

제에 보다 본질론적 접근을 시도한 반면, 정부 지지 논조가 강했던 매체일

던 일본 외무 당국이 같은 시기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보도를 자료화하

수록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사상계』와

지 않았다는 점은 일본 측 역시 이 시기 독도 문제를 분쟁의 대상으로 보았

『동아』・『조선』 등 주요 일간지 사이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한일회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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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정적이었던 『사상계』는 독도 문제를 본질론적 관점에서 다루었으
며, 『동아』와 『조선』은 모두 논조가 전략적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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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비해 본질론적 관점에 가까운 보도를 내보낸 경우가 더 많았다.
당시의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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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이론에 관한 교환각서

려져 있고, 이와 같이 한 섬에 2개의 별개 명칭이 붙어졌다. 바로 이 사
실은 우리나라의 서적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 지방 인민의
누구나도 잘 아는 것이다[雖然漁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

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 亦
皆知之].

1953년 7월 13일자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그러나 필립 폰 시볼트(Philipp von Siebold)에 의하여 1840년에 간행
된 일본 지도에 울릉도는 마쓰시마로서 잘못 지적되었고, 그 결과 ‘마

(1) 이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먼저 과거에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

쓰시마’라는 명칭을 구주에서 때때로 제작된 지도 속에서 울릉도에 붙

[磯竹島]라는 명칭을 가진 섬은 현재 울릉도라고 불려온 것이고, 현재의 다

이게 되었다. 이 오칭은 일본에서도 사용되어 울릉도는 마쓰시마로서

케시마는 마쓰시마[松島]로서 알려져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에도막부 시대에 출판된 일본 문헌 및 고지도에 의하여 수립된

불리워지게 되었고, 그 전에 마쓰시마로 알려진 작은 섬은 다케시마라
는 명칭을 취득하게 되었다.

사실이다.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로 호칭되었다는 것은 한
국 문헌을 통하여서도 명백하다. 그러한 문헌의 유례로서 만력 42년(1614)

(2) 원록 6년(1693) 이래 한일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일본인은 다케시마

의 7월자의 서문을 가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의 제2권의 지리지에

근방에 출어함을 막부의 명령으로 때때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울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일절을 포함하고 있다.

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라고 호칭된 시대이며, 소위 그때의 다
케시마는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일본인 수 명이 최근에 죽도 혹은 기죽도라고 불리우는 섬을 점령하였

메이지 14년(1881)에 어로 또는 재목 벌출을 위한 일본인의 이주가 한국

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섬은 울릉도이다[近間倭奴古據竹島 或謂磯竹島

으로부터의 항의에 직면하여 금지된 것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였고 울

卽 鬱陵島也].

또한 원록 7년(1694) 9월에 쓰시마도주인 쓰시마노카미[ 對馬守]에게 보낸
조선의 예조참판의 공한 속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릉도였다.

(3) 이와 같이 한일 간에 존재했던 모든 충돌은 울릉도에 관한 것이고 현
재의 다케시마는 양 정부에 의하여 논쟁된 바 없었다.

그러나 근접해에 우리 국민을 위한 어장이 있다. 원래 울릉도라고도 불

(4) 한편, 문헌・고기록에 현재의 다케시마가 옛날에는 마쓰시마로서 일본

렀지만 또한 그 섬은 산출되는 죽(竹)으로 말미암아 다케시마라고도 알

에 알려졌고, 일본 영토의 불가결의 부분으로서 생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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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국제법의 견지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
에 포함되었음은 조금도 의심되지 않는다.

상기 해석은 또 소위 ‘맥아더라인’의 설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채용되었
다. 1946년 6월 22일자 SCAPIN 제1033호의 일본 정부에 대한 연합국최고
사령관으로부터의 각서의 제3항(e) ‘일본인의 포어 및 포경에 관한 승인된

한 국가가 어떤 육지 위에 영토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제법의 용

구역’의 건 속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인원은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

인된 견해에 의하면 그 육지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

분에 있는 다케시마에 대하여 12리보다 가까운 지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며,

지든지, 그 위에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함이 필요하다. 다케시마의 경우에는

또한 동 섬에는 여하한 접촉도 못함이라고 성명하는데, 이리하여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한국 합병 전에 그 섬을 메이지 38년(1905) 2월 22일자로 현청

는 승인된 구역, 즉 소위 맥아더라인의 외곽에 위치하였다.

고시 제40호에 의하여 시마네현에 속하는 오키도사의 관리하에 두었다. 동
시에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일본 정부의 관허를 얻어 그가

그러나 각서가 조금도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음

그곳에서 채용한 어부를 위하여 섬 위에 소옥(小屋)을 세우고 도서 근방의

을 명료히 하는 상기 허가는 관계지역 또는 어떤 다른 지역에 관한 국가 경

해려 포획에 착수하였다. 그때부터 그 도서는 제2차세계대전 발발까지 일

계선 및 어로권의 주권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명이라

본인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개발되었다.

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숙지하는 바와 같이 소화 27년(1952)에 대일강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그 도서에 대한 일본인에 의한 관할 기간 중 어떤 외국에 의하여서도 결
코 문제된 바 없었다.

되기 전에 일본인의 포어 및 포경을 위하여 승인된 지역 또는 소위 ‘맥아더
라인’에 관한 모든 제한은 동년 4월 25일자로 일본 정부에 송부한 각서에
의하여 철거되었던 것이다.

(6) 대전 종결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이 그 각서인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7) 1951년 9월 8일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일본 강

권능의 시행 또는 시행을 기도함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지시

화조약의 제1장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는 효력에 관한 그의 제6항으로부터 이해되는 바와 같이 그 도서를 일본 영

이 조항은 타방으로부터 일방이 합병 전에 존재하던 것과 같이 일본으로부

토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 즉 “이 지시에서는 포츠담 선언의 제2조에 언급

터 한국이 분리 또는 독립됨을 일본이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병 전

된 소도서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으로써 해석될 것이 아

에 일본 영토의 일부였던 육지를 새로운 독립한국에 할양한다는 것을 조금

니다.” 이와 같이 그 각서는 다케시마를 결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하지 않

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다케시마는 한국이 일

았음을 명료하게 한다.

본에 합병되기 전에 시마네현의 관리하에 있었고, 합병 후에도 그 관리하
에 있었으며, 조선 총독의 관리하에는 있었던 일이 없다. 그러므로 다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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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것은 전혀 의론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1. 7월 13일자 외무성 각서에서 외무성은 한국에서 독도로서 아는 소위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은

상기 조항의 (a)에 제주・거제 및 울릉의 3도서에 대한 특별언급이 있지만,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므로 1953년 6월 26일자 대

이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는 것이 이들 3도를 포함한 다

표부 각서에서 취한 바와 같은 대한민국의 입장에 결코 영향을 주지

른 사실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화조약 제2조 (a)의 특별조항

않는다.

의 견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2. 따라서 외무성이 여러 가지 경우에 통지하였던 바와 같이 외무성이
강화조약의 상기 해석은 조약의 주요 조인자인 미합중국에 의하여 물론

그 도서 주변의 수역에서 한국 어부가 어로에 종사하고 또는 한국 정

그럴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다음 사실에 의하여 논증될 것이다. 즉 다

부 당국이 그 도서에 순시선을 파견하는 데 관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

케시마는 1952년 7월 26일에 체결된 「군대의 사용을 위한 편의 및 지역에 관

를 제출한 지위에 결코 있지 않다.

한 협정」에서 동 섬이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미국 안전군을 위한
연습기지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 후에 1953년 5월 19일자로 미일합동위원

3. 경우가 이러하므로 대표부는 이에 일본 정부는 장래에 일본관헌 또는

회의 소위원회는 연습기지로부터 다케시마를 제외할 것을 결정하였고, 틀림

일본인이 이 섬에 불법 침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취하

없이 이 조치는 동 섬이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다.

라는 대표부의 요구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관헌
또는 일본인이 다시 독도지역에 침입을 기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상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88~93쪽

의 영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외무성에 알리고자 한다.
대표부는 한국의 당연한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포회(抱懷)하

1953년 9월 9일자 주일 한국 대표부 각서와 반박서

는 오해를 명료히 하는 견해가 실린 1953년 7월 13일자 소위 ‘竹島’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성명서의 사본을 이에 동봉하는

주일 한국 대표부는 일본국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1953년 6월

기회로 이용한다.

26일자 대표부 각서에 언급하는 1953년 7월 13일자 외무성 각서에 답하여

1953년 9월 9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영광을 가진다.

동경에서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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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13일자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한

국인에 의하여 매우 적당하고 상징적으로 독도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반박서

b. 『세종실록』(이조의 세종에 의하여 편찬된 가장 신빙할만한 한국 사적의 하
나)의 울진현조에 “우산과 무릉이 이 현의 바로 동방의 해중에 위치하

1. 1953년 7월 13일자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의 제4항에 “한

고 양도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므로 일기가 청명할 때에는 이들 양
도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于山・武埈 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

편 문헌・고지도 등에 현재의 다케시마가 옛날에는 마쓰시마로서 일본에 알
려졌고, 일본 영토의 불가결의 부분으로서 생각되었다는 것을 명료히 표시

日淸明 則可望見也)고 말하였다.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 견해의 제5항에서는 “상기 역사적 사실

C. 독도는 이조 초기부터 삼봉도라고도 불리운다. 이조시대의 가장 유명

을 떠나서 …… ”라고 말하고 있다.

한 문헌 서적의 하나인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476년에 김자주
(金自周)를 두령(頭領)으로 하는 현재의 독도의 한국시찰단이 삼봉도

에 도항하고, 그 결과를 당시의 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말하는 소위 역사적 사실이란 독도의 영유권과 관계
가 없다. 전기 사실은 단지 울릉도와 독도 양 도서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투묘(投錯)한 섬으로부터 7, 8리(한국의 10리가 4km에 해당하

일본의 논증에 전혀 반하여 이들 양 도서에 관한 참다운 역사적 사실은

는 일본의 1리와 같음)의 거리에서 동방을 바라보니, 우리는 암서의 3개

(현재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하여는 한국 측에서 그

의 봉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우리는 도형(島形)을 그리고 돌아왔

섬이 발견되었으며, 독도는 한국 영토의 불가결의 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표

다.(西距島 七八里許 到泊 望見則 於島北 有三石 …… 書島形而來)

시한다. 다음 것은 한국의 고대 문헌 및 사적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은 한국인이 도서의 시찰 목적으로 삼봉도(현재의 독도)에 갔다

a. 한국에 있어서의 울릉도 및 독도의 명칭에 관하여는 울릉도는 우릉・

온 것을 명료히 표시한다.

무릉・울릉도 등으로 호칭하게 되자, 독도는 우산 또는 삼봉도라고 호

d. 『숙종실록』(이조시대의 숙종에 의하여 편찬1된 한국 사적의 하나)에 의하

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독도는 다음의 배경에 의하여 독

면 1696년 안용복을 포함한 한국인이 울릉도 및 독도에 가서 일본 선

도라는 현재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박이 이들 양 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양 섬이 한국에 속함을 말하면

울릉도의 방언에 의하면 ‘독’은 돌 또는 암(岩)을 의미한다. 독도는 돌

서 엄중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한국 영토의 불가결의 부분

섬[石島] 또는 암도(岩島)를 의미한다. 독도(돌섬 또는 암도)의 발언과 합
치되는 독도, 즉 ‘홀로 있는 섬’을 의미하는 현재의 독도라는 발언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독도가 참으로 암서(岩嶼)이므로 전기 도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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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실록은 왕의 사후 편찬되기 때문에 숙종에 의해 『숙종실록』이 편찬되었다
는 설명은 잘못됨. 『숙종실록』은 숙종 사후 1720년(경종 즉위) 11월 편찬을 시작하
여 1728년(영조 4)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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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울릉도 및 독도의 해상을 일본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었다.

4. 일본 정부는 1910년 한국을 강제점령하기 이전에 그 도서가 시마네현

e. 1906년의 울릉도 군수인 심흥택 씨에 의하여 제출된 한국 정부의 공

소속의 오키도사의 관리하에 있었고, 또한 국제법상의 소위 ‘점령’의 원칙

문서에서 “우리나라에 속하는 독도(本郡所屬獨島)” 라고 읽을 수 있는

에 기초를 두고 이래 그 도서를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절이 있다.

조건의 하나는 ‘점령’에 관한 한 점령의 주체인 육지 및 도서는 무주물이어

그들의 몇 가지는 간단히 위에서 말했지만, 역사적 사실로 판단하건

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독도는 법적으로는 1905년 국제법의

대 독도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기까지에 울릉도의 행

명백한 위반으로서 시행한 소위 시마네현의 관리하에 그 도서를 둔 기간에

정관리 담당자이던 한국 관리에 의하여 관리되었다는 것은 전혀 의

결코 독도는 무주물이 아니었다.

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독도를 발견하는 사업이 성취

청일전쟁 후 약 10년이 지난 그 당시는 일본은 대한민국이 무효한 것으로

됨으로써 한국은 자연히 평화적으로 점령의 정당한 권리를 받았고,

주장하는 소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을 각각 1904년 2월 23일과 1904년

울릉도의 속도로서 도서상의 주권의 취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독도

8월 22일에 한국에 강요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하여

를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금 “일본인 외교고문들의 권고를 받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전략적 기지에
서 한국 영토의 어떤 부분도 점령할 수”있도록 하였다.

2. 상기 일본 정부 견해의 제5항 중에 ‘한 국가가 어떤 육지 위에 영토권

현재 일본 정부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의한 고시 제40호 이래 “그 도서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제법의 용인된 견해에 의하면 그 육지를 영토

에 대한 일본에 의한 관리 기간 중 어떠한 외국에 의하여도 결코 문제된 바

의 일부로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던가, 그 위에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함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시는 혼란한 순간에 불터에서 도적질하듯 한

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독도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방법으로서 그 도서상에 이전에 수립된 한국 주권을 무시하고 감쪽같이 하

독도는 한국인에 의하여 발견되고 점유되고 한국 영토의 일부로서 소유하

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대한 통고가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정상

는 견지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계속적인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한 관리를 받

적인 외교절차를 통하여 당시의 한국 정부에 법적으로 송부되었다고 인정

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청의 하나에 의한 그러한 단순한 고시가 그 도서에 대

3. 한편, 지리적으로 말하면 독도로부터 시마네현의 오키도까지 86리(浬)

한 한국의 주권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

인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49리밖에 안 된다. 독도는 청명한 날에는 울릉도

일본 정부는 아마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그 섬에 대하여

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계속적이고 효과

효과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증거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가 그곳에서 채용한

적인 관리도 필요조건으로서 우선 이 섬으로부터 울릉도까지 비교적 짧은

어부를 위하여 섬 위에 소옥(小屋)을 세우고 섬 근방의 해려를 포획하였다고

거리를 가정(假定)하였고, 이것은 일본이 결코 향유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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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나카이도 독도가 확정적으로 한국의 영토의 일부였다고 믿고 있었다.
상기 서적의 제5장의 일절은 다음과 같다.

제55권 제6호에 「일본해에 있는 竹島에 관한 한일 간의 관계」에 관하여 전
기를 썼다.
그 전기의 일부에 “현재 강원도에 속하는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한국 영

나카이는 그 도서가 한국 영토의 일부라고 믿었기에 1904년에 그는 동

토의 최동단으로서 일본해 중에 있다”라고 하였다.

경에 상경하여 일본 농상성에 대하여 그 도서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한일 양국의 모든 상술한 사실과 역사적 증거로 판단하건대, 당시의 한

동년 9월 25일 농상성에 당시의 한국 정부로부터 그 도서를 양도받는

국 정부는 소위 시마네현청에 의한 고시에 관계없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하였다.

점령당한 1910년까지 그 섬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행사하였던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섬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소멸되었다는 법적 사실이 그 당시까지

1904년 11월에 일본 군함 쓰시마[對馬]가 일본 정부에 “울릉도의 다수의

없었기 때문이다.

거주자들이 매년 여름철에 이 섬에 상륙하여 소옥을 짓고 그 섬 근방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취의(趣意)의 보고를 하였다.

5. 1945년 이후 독도의 현상유지에 관하여 그 상태는 누구에게나 명료하
였으므로 한국 정부는 그 이래 한국이 그 도서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계속

이와 같이 나카이와 일본 전함 쓰시마의 이야기는 독도는 한국에 의하여

소유되고 한국인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을 명석히 하는 것

임은 누구에게나 명료히 하고 있다.

적인 주권을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외에는 더 깊이 해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1907년 이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도 무효함을 주장한 1907년 7월에 한

6.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 언급하여 일본 정부는 각서에

국에 강요한 소위 새로운 한일협약에 의하여 한국의 내정문제에 공개적으

서 “이 지시는 포츠담 선언의 제조에 언급된 소도서 소유권에 대한 최종적

로 간섭하였다. 이와 같이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를 포함한 일본인들은 총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으로써 해석될 것이 아니다” 라는 한 문장을 지

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국의 어업에 관한 실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표를

적하였다.

일본인들이 편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는 그 조사표 속에서 한국에 소
속되는 도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1930년에 유명한 일본 학자 히바타 세이코[樋畑雪湖]2 씨는 『역사지리』의

이 각서 효력에 관한 일본의 논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전 적국의 영토의 전후처분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정책에 대하여 매우 피상
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다시 상기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영유로부터 그 도서

2

사실은 히바타 셋코라고 읽으나,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에서 펴낸 『독도문제 개론』
(2012) 본문에는 히바타 세이코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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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키고자 한다. 한편 이것은 강화조약이 전혀 아무런 실질적 변경도 없
이 이 문제에 대하여 SCAP의 처분을 확고히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는 1953년 5월 19일자로 연습기지로부터 다케시마를 제외할 것을 결정하였
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조치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것
을 전제하여서” 취하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7.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한 일본 강화조약의 제1장 제2조에 언급하여

그러나 그러한 전제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서만 받아들이는 해석에 기초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기 전에 시마네현의 관

한 것이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미공군총사령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할하에 있었고, 합병 후에도 그랬으며, 조선 총독의 관할하에는 한 번도 있

제출된 항의에 응답하여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가 미공군을 위한 연습

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케시마가 상기 4항

기지로 선정됨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공적으로 통지하였

에서 상세히 표명한 바와 같이 시마네현의 관할하에 법적으로 있었는지를 인

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할 수 없다. 더욱이나 이 관계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인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본에 의한 한국강점 기간에 있어서도 독도는 울
릉도의 독도로서 알려졌고, 울릉도 어민에 의하여 경영되었다는 사실이다.
1933년에 일본 해군성에 의하여 편찬된 『한국연안수로지』의 3권 「조선

9. 결론으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배경에 감(鑑)하여, 그리고 육지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의 수락된 견해에 의하여 의문의 여유 없이 한국 영토
의 일부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이다.

연안」도 상기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한다.

1953년 9월 9일

상기 조약의 제1장 제2조 a항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그 조항은 제주도・

동경서 발표

거문도 및 울릉도와 같이 한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3개 도서의 열거는 결코 한국 연안의 다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94~103쪽

른 수백의 도서를 한국 소유로부터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일본의
이 문제에 관한 해석에 따른다면, 이 3도서 근방의 한국의 서남연안을 떨어
진 수백의 도서는 한국에 속하지 않고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외무성 각서

논법으로써 일본이 참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는 거금 울릉의 3도 이외의 한국 연안에서 떨어진 도서에
대하여 영유권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다케시마에 관한
1953년 9월 9일자 동 대표부 각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8.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 견해의 최후 부분에서 “다케시마는 미국 안전

가진다.

군을 위한 연습기지의 하나로서 선정되었”고 “미일 합동위원회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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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표부의 전기 각서에 동봉된 [독도(다케시

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박을 신중히 검토한 결

과 그것이 역사적 사실 및 문헌 등에 대한 현저한 오해에 의거하는 것으로
서 다케시마 영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조금도 근거있게 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케시마 영유에 관한 1953년 9월 9일자 주일 한국 대표부 각서로서
한국 정부가 취한 견해를 논박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
1. 일본 정부는 표제건에 관하여 발송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신중히 검
토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자재에 기하여 그 주장을 확
립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환영하고, 만일 문제를 그러한 태도로서 양

2. 전술한 검토의 과정에 있어서 일본국 정부는 다케시마가 근대 국제법
이 요구하는 필요차 충분한 요건을 구비한 완전한 일본 영토일 뿐만 아니

정부가 흉금을 털어서 연구할 수 있다면 정당한 결론에 당연히 도달할 것
이다.

라, 옛날부터 일본인에 알려졌고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되었고 일본인
에 이용되어 있었던 반면 한국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없고 또 동 섬을 일

2.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 의논의 근거로서 거론한 것은 유감이나마 그

본이 영유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으로부터 논의된 바 없었다는 것을 다시

입장에 철저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문헌에서의 이용과 사실의 참조가 부정

금 확인한다.

확하고 오도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돕지 못하고 있다. 그의 현저한 예를 다음에 인용한다.

3. 따라서 일본국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국 영토라는 의심할 바 없는 사
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품고 있는 오류된 관념을 일소하기 위하여 여

(1) 다케시마는 옛날에 한국에 있어서 인지되어 있었다는 증거로서 한국

기에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한 1953년 9월 9일자

정부는 『세종실록』에서 말하는 우산도(于山島)와 김자주가 탐험한 『동국여

한국 정부의 반박에 관한 일본국 정부의 견해를 별지와 같이 송부한다.
1954년 2월 10일
동경

지승람』에서 말한 삼봉도(三峰島)가 현재의 다케시마와 동일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가 주장하는 동일성에 관하여는 증거서류를 제출 못하
고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김자주의 기사는 틀린 것이다. 김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103~104쪽

주는 『성종실록』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문헌을 통하여 울릉도와 다름없는 삼봉도 또는
우산도에 관한 일절(一節)을 지적한다.
상기 『성종실록』에 있는 천산과 무릉의 기술 속에 한국 정부가 언급한 일
절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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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라시대에 그 섬을 우산국이라고 칭하고 또한 울릉도로서 알려졌다”

기초한 한국의 의논은 근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新羅時 稱 于山國 一云 鬱陵島), 또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도와 울릉도의 기

술 속에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은 일도라고 동일한 도명을 가졌다”(一

說 于山蠻埈 本一島)고 말하고 있다. 『문헌촬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서 삼봉도와 우산도와 울릉도의 세 섬의 동일성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울릉도는 울진의 정동해중에 위치하고 있다. 일기가 청명하면 섬 위에 있

(3) 다케시마가 한국에 의하여 소유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증거
로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a)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아군에 속하는 도서인 독도” 라고 1906년에
보고하였다.

는 봉두(峰頭)와 험한 연맥(連脈)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섬 위에 있는 토지가

(b)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그 섬이 한국 영토의 일부라고 믿었기

비옥하다. 거기서 대죽이 산출되므로 그 섬을 죽도라고 하고 삼봉이 있으

에 일본 농상성에 대하여 당시의 한국 정부로부터 그 섬을 양도받는

므로 삼봉도라고 한다. 우산, 우릉, 울릉, 무릉, 귀죽들은 전조된 것이다(鬱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하였다.

陵島 在鬱珍山 東海之中 淸明卽峰頭山根歷口可見 地廣土肥 以其産竹故謂竹島 以有三

峰故謂 三峰島 至於于山 于陵 蔚陵 武陵磯竹 皆音訛而然也).

다케시마가 독도로서 한국인에게 알려졌다는 신립(申立)된 사실에 관하여

그러한 명칭의 언급은 한국의 고대 문헌 또는 고지도에서 발견할 수 없다.

(c) 히바타 세이코[樋畑雪湖]의 논설 속에 독도는 한국 영토의 최동단으
로서 기술하였다.
(d) 『조선연안수지』 속에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알려졌다.
(e) 1904년 11월에 군함 ‘쓰시마’는 울릉도에 있는 다수의 거주자들이 매
년 하기(夏期)에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그 섬 근방에서 어로에 종사하

(2)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6년에 안용복을 포함한 한국인이 울릉도
및 독도에 가서 일본 선박이 이들 양 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하였
다”고 하고, 그것은 “한국인은 한국 영토의 불가결의 부분인 울릉도 및 독

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f) 한국의 어업에 관하여 일본인이 시행한 ‘조사’에 있어서는 다케시마
가 한국에 속한 것으로 되어있다.

도의 해상을 일본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숙
종실록』에서의 상기 기술은 안용복이 조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안용복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헌으로부터의 인용과 사실의 증거가 부정

과 한국방위당국(비변사)에 의하여 성명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고 매우 가상

확하고 그들의 하나도 한국의 의논을 실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귀

적인 것이다.

주장을 반박하는 일본의 반대 이론은 다음과 같다.

특히 그가 울릉도에서 일본 어선을 만나 울릉도와 독도로부터 철거하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였다는 그의 성명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그 해에 울릉도

(a) 확실한 원본이 인증되지 않으므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없

에 접근한 일본인 어부들은 전혀 없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불법 출국을 하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였다는 혐의로 안용복을 체포하고 추방하였다. 이상으로서 안용복의 건에

동년(1906) 3월에 시마네현청의 비서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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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로 한 40명 이상의 일단이 전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다케시마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의 현지조사에 종사하였고 귀로에 울릉도를 방문하고 군수 심흥택을

(d) 수로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되었고 그 섬의 영토 관할을

만났으며 진자이는 또한 다케시마에서 포획한 해려 1두(頭)를 군수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케시마가 울릉도 근방의 항해에 관계되

게 진공(進責)하고 군수는 내방과 진공에 대하여 진자이에게 감사를

는 도서이므로 그 도서는 울릉도와 같이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다케

드렸다. 만약 군수가 그 당시에 다케시마가 울릉도에 속하였다고 생

시마가 오키도의 근방의 항해에도 관계되므로 본주 수로지 제2편 제

각하였다면 그는 이와 같이 진자이를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2권 『본주의 서북연안의 동남부』에서 『오키도 및 죽도』라는 표제하

(b) 한국 정부의 의논은 1923년 6월에 시마네현 교육회 편찬 발행(그러나
한국 정부는 7월에 발행하였다고 말한다)의 『시마네현지』에 근거하였을

도로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하다.

것이다. 이 책에는 “나카이는 내무・외무・농상무의 대신들에게 다케

(e) 『조선연안수로지』에 의하면 전함 쓰시마는 다만 다음과 같이 보고하

시마의 일본 영토의 편입 및 대하하는 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거

였다. “ …… 그들은 동방도(東方島)의 어부용의 고초소옥(菰草小屋)

하여 내각회의에서 3대신은 시마네현청의 의견에 조감(照鍵)하여 그

이 있었으나 풍랑 때문에 심히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

섬을 일본 영토에 편입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한

데 “울릉도에 있는 다수의 거주자들이 매년 하기에 다케시마에 상륙

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 같이 나카이가 농상성에 대하여 당시의 한국

하여 그 섬 근방에서 어획에 종사하였다” 는 한국 정부에서 인용한

정부로부터 그 도서를 양도받는 허가를 획득하고자 출원하였다고 말

기사는 수로지의 편집자가 전문에 의하여 첨가한 후년의 다케시마

한 구절은 없다.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다케시마가 한

사정이었고 쓰시마함으로부터의 보고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본에

국 영토라고 믿었기에 나카이는 도쿄에 가서 한국 정부로부터 그 도

는 ‘울릉도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 측이 지적하는 바

서의 양도를 신청할 것을 그에게 허가하도록 농상무성에 설복(設伏)

와 같이 ‘울릉도의 주민’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 그들은 패류 및 해조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케시마에 관한 오키도청에 제출한 이유서

채취를 위하여 울릉도 기지로부터 다케시마에 출로(出撈)한 일본인

에 의하면 나카이는 현 다케시마는 장기간 일본인에 의하여 인지 되

및 그들에게 고용된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 관리되었다고 믿었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구절은 편집자 측에서
어떤 오해를 한 결과일 것이다.
(c) 1930년에 문제의 논설이 출판될 때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
였고, 한국의 강원도에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는 확실히 오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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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로부 당국은 다케시마를 울릉도의 속

(f) 이 주장의 원천이 확실하지 않으나 한국 정부는 1910년 5월에 출판
하고 한국의 농상공부 수산과에 의하여 편찬된 『한국수산지』를 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동해안의 어업에 관한 제2권에
는 독도의 명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위치선정의 견

였다. 저자의 과오는 그 논설에서 인용한 문헌의 취급방법에서 명료

지에서 거기서 말하는 소위 ‘다케시마’ 어느 것도 현재 문제의 다케시

하게 표시하듯이 옛날에 ‘다케시마’로서 알려진 도서가 울릉도였고

마와 동일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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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각 1904년 2월 23일자 및 8월 22일자의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의

3. 현대 국제법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영토취득에 필요하다.

약정하에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외교고문들의 권고를 받도록 하
고’ 또 ‘필요하다면 전략적 견지에서 한국 영토의 어떤 부분도 점령’ 할 수 있

(1)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의 의사

도록 하였다고 한국은 그 각서에서 언명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인용문 중

(2) 의사의 공적 발표

에 전자는 “한국 정부는 외무부의 외교고문으로서 일본 정부에 의하여 추

(3) 영토를 지배하는 적당한 세력의 수립

천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한일협약 제2조)”고 하여야 될 것이며 사실
상 미국인 ‘스티븐스’ 가 고용되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후자에

그러나 개국 이전의 일본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없었던 것이므로 당시에

관하여는 인용문의 부정확을 제쳐 놓고라도 문제의 조항은 다만 러일전쟁

있어서는 만약에 일본이 어떤 영토를 그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기간 한국의 영토보전을 보호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시상의

영토로서 취급하였다면, 또 그러한 사실이 어떤 타국에 의하여 논박되지

장소를 잠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과 같다는 것과 다케시마를 일본

않았으면 일본은 영토를 영유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영토에 편입하는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 생각된다.
옛날에 다케시마는 ‘마쓰시마’의 명칭으로서 일본에 알려졌고, 그들에

(5)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의 정

의하여 일본령의 일부로 생각되고 그들에 의하여 항해와 어업에 이용되었

지조치를 실질적 변화를 가함이 없이 확인한 것이었다고 한국 정부는 주장

다. 도쿠가와가계의 제3대 장군 이에미츠[家光]시대에 막부는 요나고의 오오

한다. 그러나 일본의 권능이 상기 각서에 의하여 정지된 북위 30도 이남의

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의 양 상가(商家)에 다케시마를 지배하도록 허가하

남서제도에 대하여는 북위 29도 이북의 제도는 1951년 12월 5일자 SCAP

였고 그 섬은 울릉도에 항해하는 데 중간정박소로서 사용되었다. 더욱이나

각서로서 일본 정부가 행정조치를 회복하였으며, 아마미제도[奄美諸島]도

어로 및 수렵은 다케시마 및 그 주변에서 일본인이 종사하였다. 다음은 상

1953년 12월에 일본 관리에 반환되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더욱이나

술한 바를 표시하는 문헌이다.

일본은 아직도 남서제도와 유부암(嬬婦岩)의 남방의 남방제도, 층(沖)의 조

도(鳥島), 남조도(南鳥島)의 기타 도서상에 ‘잔존주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회
의에서 미국대표 ‘존 포스터 텔레스’는 일본의 권능이 전기 SCAP 각서에서
정지되었던 하보마이제도[歯舞諸島]는 강화조약의 약정하에 일본이 모든 권

리 권능 청구권을 방기하여야 하는 쿠릴열도[千島列島]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현 단계에 취하여지는 입장에서 보아도 상기 사실은 전
기 SCAP 각서와 강화조약 간에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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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은주견문록), 이즈모번사[出雲藩士] 사이
토[齊藤] 저-관문 7년(1667)

『오오야큐에몬 수기(大谷九右衛門 手記)』(오오야큐에몬 勝信의 수기)연보 9년(천화 원년, 1681)
「오오야큐에몬 勝房으로부터 나가사키 번주에 송부한 각서」-관보 원년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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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도설(竹島圖說)』(기타모토 쓰안[北园通莽]이 저술한 지도-보력시대

한일 간에 논의된 바 없었다. 따라서 다케시마는 고래로 일본 영토의 일부

(1750~1763)

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야다 다카마사[失田高當]가 쓴 다케시마 이야
기)-순화 1년(1801)

4. 현대 국제법하의 영토취득의 요건에 관하여는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
의 의사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가입하기로 1905년 1월 28일자 내각회

이에 더하여 에도시대 중기 전후에 제작된 많은 고지도가 있으며 그것은

의에서 결정을 본 결과로서 확정되고, 1905년 2월 22일 영토를 획득하는

그 섬을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표시하며 예로서 그 지도를 다음에 기재한다.

국가의 의사의 공적 발표를 시마네현청에서 공포한 고시로서 하였었다. 이
것은 당시 일본이 선점의 경우에 관행한 고시방법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사

『죽도도(竹島圖)』(다케시마지도)：이것은 돗토리번의 이케다[池田] 영주

의 공적 발표로서 취하여진 상기 방법은 이 관계의 국제법상의 공시요건을

가족이 장기간 소지하였다. 보력시대 제작(1720년대)

만족 시키고 있다.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일본전도)：나가쿠보 세키스이[長
久保赤水] 제작. 안영 4년(1775년)

상기 제지도 중 이케다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부의 명령에 의하여 제작

이상에 첨가하여 이론적으로 그 소유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토를 지배하
는 적당한 권력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05년 8월에 시
마네현의 지사 마쓰나가 다케키치[松永武吉]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케시마에

관한 현장조사와 다음 해 3월에 시마네현청의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

하고 그들에게 제출한 지도의 사본이고 따라서 그것은 관적 성격을 가진 지

西由太郞]를 장으로 하는 40명 이상의 일단에 의한 현장조사와 다케시마의

도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현재 다케시마명으로서 알려진 그 도서에 대하

지역을 오키도주가 송부한 보고를 기초로 하여 1905년 5월 17일에 정부 소

여 매우 정확한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표시한다.

유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기입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측이 말하는 한국이 그의 영토의 일부로서 다케시마를 인식하

다케시마의 해려포획에 관하여는 이 산업에 적용할 어업통제규정은 시마

였고 옛날에 이용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무도 제시되지 않는다. 역

네현령 제18호에 의하여 1905년 4월 14일에 개정되었다. 거기에는 면허제

사적 사실로 볼 때 한국 정부가 울릉도에 관하여 이조 초기 이래 장기간 ‘공

도가 해려포획을 위하여 채용되고 동년 6월 5일에는 나카이[中井] 등 4명에

광책’(空購策)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에 조감하여 한국은 울릉도보다 더 떨어

대하여 정식의 면허를 수락하였다. 그 이래 이 사업에 소장(消長)은 있었으

진 고도(孤島)에 행정적 또는 기타 지배를 확장하였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나 1941년에 전쟁에 의하여 중지하기까지 사업은 계속되었고, 면허자로부

전술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터는 매년 토지사용료가 국고에 납입되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다케시마 주

없으므로 옛날부터 다케시마는 일본인에게 알려졌고 일본의 영토의 일부
로 생각되었고 일본인에 의하여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의 영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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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기서 해려포획권을 가졌던 야하타 조시로[八幡長四郞]에게 그 사용허

의 요건으로 보아서 다케시마의 일본 영유는 전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가를 용인하여 그때 해군기지사령관은 사용지령을 포함한 명령서를 교부하
였다. 상기 사실은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104~117쪽

였음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그것은 현대 국제법으로 보아도 일본의 다케시

마 영유의 요건은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한국 측은 최근에 와서 다케시마의 영유를 문제로 하고 있으나 한국

1954년 9월 25일자 대표부 각서와 반박서

은 1905년의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전후에 있어서 다케시마를 한국령
으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서도 증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일대표부는 일본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독도(다케시마) 영
유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의 귀 성의 각서 15/A2에 관하여 다음과

(1) 광무 5년(1901) 간행의 현채 저 『대한지지』(광무 9년 2책본으로서 재판

같이 논술할 영광을 가진다.

된 한국지리지)에는 한국 영토의 최동단은 동경 130도 35분으로 되어 있고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저자는 한국 정부의 학부 직

1. 한국 정부는 전술한 각서의 별첨물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1953년

원이었고 학부 편찬국장의 서문도 있으므로 현씨는 당시의 권위있는 저자

9월 9일자의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각서로서 한국 정부가 취한 태도를 반

라고 생각된다.

박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주도하게 검토하고 일본 정부가 사실로서 각종
의 문헌과 서류에서 인용한 것은 전부가 불확실하며 또한 영토주권의 취득

(2) 중화민국 4년(1915) 간의 태백광노(太白狂奴, 신채호) 저 『한국통사』(한
국사)에 의하면 한국의 최동단은 동경 130도 50분에 위치하고 다케시마는

권리가 기초하고 있는 소위 ‘선점’을 독도에 적용한 것은 전혀 부적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 영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한국통치에 반대하여 그
독립을 기도한 한국인의 한 사람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따라서 만약 그가
독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더라면 당연히 다케시마를 취급하였을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검토를 가하는 중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상
기 견해는 1953년 9월 9일 한국대표부의 각서로서 외무성에 송달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하등 실질적으로 반박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6. 요컨대 한국 측의 설명과 아측의 조사결과로서는 한국이 고래로부터
다케시마를 영유하였고 그 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기 일본 정부의 견해는 사실과 현대 국제법에 비추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것이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방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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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면(他面) 한국 정부의 상기 견해는 각종의 증거로서 고대부터의 독도

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과 동도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의 관리를 충분히 입

본 정부의 주장도 역시 전연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열거함으로서 일본 정부가 취한 견해를 논박하려고 한다.

증하였다.
1. 한국 정부가 역사적 문헌상에 나타나는 우산도와 독도(일본의 소위 다
4. 따라서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라는 역연한 사실에 관하여 일본 정

케시마)와의 통일성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이 주장을 기

부가 가졌던 착오적인 개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외

대할만한 증거 서류를 제출치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무성의 각서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을 반

는 이미 일본 측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반대 의

박하는 한국 정부의 견해를 명시하는 성명서를 이에 동봉한다.

견이 그 논거가 허심탄회하게 해결하지 않고 단절적인 억측에 기초를 두고

1954년 9월 25일
동경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재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문헌상의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일본의 소위 다케시마)
를 가리키는 것이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별첨]

다. 따라서 우산도, 삼봉도 그리고 울릉도의 각 명칭이 동일한 섬을 지칭한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외무성의 각서 15/A2에서 취한 독도(다케시마)

이칭에 불과하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하등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

의 영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한국 정부의 견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산도와 울릉도가 두 개의 별도(別島)라는 것을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오해가 없도록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제 『세종실

독도(다케시마) 영유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아2 제15호

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다음의 기사를 이용하고자 한다.

일본외무성의 각서로서 일본 정부가 취한 견해를 반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우산과 무릉의 두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해중에 위치되고 또 이 두 섬
의 거리가 그리 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기가 청명한 때는 이 두 섬 서

I.

대한민국 정부는 표제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로가 망견할 수 있다(『세종실록지리지』).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로서 각종 문헌과 사적을 이용한 것은 다

우산도와 울릉도 이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해중에 위치되며 운운

부정확하고 또 독도 소유에 대한 국제법상의 제조건을 충족시키었다는 일

(『신증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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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용문과 같이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에 위치된 별도이다. 더욱 이 두 섬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과히 멀지
않기 때문에 일기가 청명할 때는 서로가 망견할 수 있다고 첨기되어 있다.

상기의 설명한 증거로서 이 우산과 울릉의 두 섬은 결코 통일한 섬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두 개의 분리된 섬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동시에 울릉도를 가리키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독도(울릉도의 부속도)
의 명칭으로 지칭되었다는 사실을 학구적으로 논증한 바 있었다.
일본 정부가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우
산, 울릉 2도 인지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본문의 기사를 고의로 무시하
고 다만 무근거한 설을 인용 제시하거나 또는 우산국을 하등의 도움이 되

일본 정부는 이같이 명확히 인정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공정무사하게 취급하려는

이 사실을 부인할 기도하에 상기 본문에 첨기되고 있는 다음 구절만을 맹목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즉, 『세종실록』 전기 본문에 첨기되어 있는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했다. 일설에는 울릉도이다”(新羅時稱 于山國 一云 鬱陵島)라고

일본 정부는 또한 『문헌촬록』의 기사를 들어서 우산도・삼봉도・울릉도의

한 것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전기 본문에 첨기되어 있는 “일설에는 우산 울

3도가 동일의 섬(도)이었다는 논거를 삼고 있으나 그것은 『문헌촬록』 자체

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一說 于山鬱陵本一島)라고 한 것을 인용 제시하

가 이조 말엽에 있어서의 단순한 개인 수록(隨錄)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또

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사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전자에 있어서는 신

『세종실록』과 같이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그 변천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라시대에 있어서의 ‘우산국’을 말한 것이지 ‘우산도’(「여지지」에 우산도를 우산

문헌적 가치는 전무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둔다. 이 같은 논거의 제시

국의 일부라는 것을 표시)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후자에 있어서는 막

로서 일본 정부가 내리는 그 결론이야말로 견강부회의 이론에 불과하다.

연한 ‘일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용문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
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당시 2도 2명으로 확인된 사실에 결코 영향을

2. 일본국 정부는 안용복에 관한 『숙종실록』의 기사를 안용복이 귀국시

미치게 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지리적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어

한국 방위당국에 의하여 조사당할 시의 진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서는 동일 지역에 이칭(異稱)이 생기고 이것이 원명과 혼용하여 오다가 2소

으로서 매우 가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숙종실록』에서의 기사

(所) 2명으로 분석되는 실례는 일일이 매거(枚擧)하기 어려우나 특히 일본학

는 안용복사건의 전말을 명시하여 주는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의 성명이거

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 潔] 씨의 마쓰시마, 다케시마에 관한 학구적인

나 또는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기

논증에서도 그 좋은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 씨

위하여 본 건에 관하여 거듭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는 일본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리적 지식이 흠핍(欠乏)되어 있던 메이지
초기에 있어서 마쓰시마,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울릉도 1도를 지칭하였고,

『숙종실록』(권30) 22년 9일 무인조에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적
혀 있다.

그것이 다시 울릉도와 독도(일본 소위 현재의 다케시마)를 각각 지칭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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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 “본래 송도를 향하는 바이니 마땅히 가겠노라”고, 용복이 추격하

비변사(당시의 특수국무위원회) 안용복에 묻기를 …… 본도(울릉도)에
이르러 …… 왜선이 또한 많이 내박하여 있으므로 선인(船人)이 다 놀

여 송도에 이르러 또 꾸짖어 가로되, “송도는 즉 우산도라. 네가 우산이

래서 소리를 질러 “울릉도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왜인이 어찌 우리

우리 경계인 줄 또한 듣지 못하였느냐.” 그 솟을 부신 즉 왜가 크게 놀

나라 땅에 넘어와서 침략을 하느냐”고 선두(船頭)에 나서서 크게 꾸짖

래서 돌아갔다.

으니 왜가 말을 하되, “우리는 본래 송도로 가니 우연히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이번에 마땅히 본소로 돌아가는 바이라” 하였다. 이에 “송도는

즉 우산도라 또한 우리나라의 땅이라. 네 감히 여기에 갈 수 있느냐”고

즉, 이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발견하고 불법 범경을 책하며
우산(于山, 芋山)도(독도, 송도)까지 추종하여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는 곧 아

꾸짖다 뒷날 아침이 되매 배를 지어 우산도에 이르니, 왜 등이 바야흐

국의 우산도라는 것을 논박하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철거케 하였다. 안용복

로 솥을 벌려놓고 기름고기를 지지는지라. 이에 솥을 깨트리고 배를 두

등 이보다 3년 전인 숙종 19년(1693)에도 울릉도에 출어하여 불법 범경한

드리며 큰 소리로 짖으니 왜 등이 걷어서 모아 배에 싣고 돛대를 올려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체포되었다가 그 해에 송환된 일이 있었다. 이때부터

돌아가다.

한일 간에는 울릉도(일본인의 소위 다케시마) 부근의 어업문제를 개재하고
3년간 분규를 거듭한 끝에 숙종 23년(1696) 2월3에 이르러 일본 정부는 울

다시 『증보문헌비고』(권301) 울진 우산도・울릉도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
가 있다.

릉도(다케시마)와 울릉도로부터 단지 49해리의 거리에 있고 또 시마네현 오
키도로부터 약 86해리의 해중에 있는 그 부속도(독도)가 한국의 영유라는
것을 재인정하고 이후 일본인의 이 지역으로의 출어를 금지케 하였다. 그러

섬은 울진현의 정동 해중에 있고 …… 성종 2년에는 따로 삼봉도를 고

나 그 후로 일본인의 불법 범경이 있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안용복 등

하는 자가 있어 이에 박종원을 시켜 가서 보게 하였다. 풍도(風濤)로

은 숙종 22년 가을에 재차로 이 섬에 도항하여 불법 출어한 일본인들을 추

인하여 다다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동 일행은 울릉도에서 하룻밤을 자

격하고 일본에서 부르는 송도가 곧 아국의 우산도(독도)라는 것을 말하여

고 단지 큰 대나무와 큰 전복을 가지고 돌아와 아뢰되, 섬 가운데 사는

그들로 하여금 이 지역을 철거케 하였다. 이때 안용복 등 11명은 다시 일본

사람이 없더라(「여지지」에 이르되 울릉도와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이

어선을 추격하여 옥기도(오키도)를 거쳐 호기주[伯耆州]에까지 이르러 한국

다. 우산은 소위 왜가 이르는 송도이다). 동래 안용복은 왜 말을 잘하

의 영역인 울릉도・우산 양도에 범경한 도주(島主)를 문책하고, 그 죄상을 직

는데 …… 돛을 달고 3주야를 걸려서 울릉도에 다다를 때 왜선이 동쪽

접 에도성의 관백(장군)에게 전언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으로부터 오거늘 용복이 여러 사람에 눈짓하여 왜를 결박하게 하였더
니 선인이 겁을 내서 덤비지 못하도다. 용복이 혼자 앞에 나서 크게 꾸
짖어 가로되 “무슨 까닭으로 우리 경계를 범하였느냐.” 왜가 대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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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한 첨기사실이 있은 후 울릉도와 우산도(일본인의 소위 마쓰시마)

터 호키주주[伯耆州主]인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郞]에게 ‘주인(朱印)’을

가 한국의 영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섬이 고대로부터 우산국의 영토

하사하여 이것을 소지한 어민들로 하여금 매년 다케시마 지역에 출어케 하

로서 한국에 귀속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3년에 1차씩

였다. 주인이라는 것이 그때 일본 정부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공인한 선원에

수부관(捜府官, 捜討官을 말함)을 이 지역에 보내어 일본인의 범경유무를 조

한하여 하급(下給)된 증명인 것임은 일본 사료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는 바이

사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 사실 이후 140년 되는 헌종 3년(1837)에는 일본

다. 이 사실만으로서라도 다케시마의 지역이 당시 한국의 주권하에 있었음

정부는 ‘한국의 다케시마’(울릉도)에 밀무역한 이와미국 하마다번 하치우에
몬[八右衛門]을 사형에 처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한편 양 섬
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키었다.

을 일본의 상하 각계가 자인하고 있었음은 역력히 알 수 있다.

3. 독도가 한국에 소속하고 한국인에 의하여 이용되었다는 증거로서 제
시한 사실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일본 정부는 문헌의 이용에 잘못된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실록』에 나타나
는 안용복의 기사를 가상적 무근거 운운이라고 말하는 일본 정부의 논조

해석이 있었다는 것과 사실의 증거가 다 정확하다고 반대 이론을 제시하였
으나 일본의 반박이야말로 다음의 이론으로 근거가 없다.

는 역사적 문헌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말살하려는 고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a.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라 한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확실한 인용의 출전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한국 정부가 안용복을 추방한 것은 국법으로 출입을 금하고 있는 원양

며 이에 대한 견해를 회피하였으나, 그 원본은 현재 아국 정부의 공문

수역에 출어한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인 것이요, 결코 국토의 주권 문

서철 중에 보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9월 9일자 대한민

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안용복은 드디어 울릉・우산 양도에 대한 한국

국 정부의 견해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 군수의 관할하에

의 주권을 일본국 정부에 재확인시키는 데 혁혁한 공적이 있었다는 데 비추

있었다는 것을 되풀이하려 한다.

어 사형에서 감형되어 유배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진자이[神田] 일행에 언급하여 일본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의 지역이 일본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일본 정부 측에서 공인한 사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군수 심흥택에게 해려 1두를 진공하였다 말하나 이러한 사실
이 없을 뿐더러 “군수는 이와 같이 진자이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다. 운운”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에도 막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호키주[伯耆州]의 어민들이 우산도 도항의

허가를 위정 당국에 청원하자 특히 일본 원화 4년(1618)에는 에도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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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위 모든 관계조약과 협정 등을 구실로 하여 불법적으로 한국 영

를 한 결과라고 언명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에 불리하게 인용된 구절

토에 상륙하여 조사 등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 상

이 모두 저자나 편찬자 측의 오해로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일본 정

기시키고자 한다.

부의 주장은 양해하기에 대단히 곤란하다.

일본 정부는 제국일본이 1904년 2월에 소위 한일의정서를 한국에 강

요컨대 나카이가 한국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여받을 것을 운동한(혹은

요한 것과 진자이 일행이 울릉도를 방문하기 1개월 전 1906년 2월에

운동하려고 한) 것은 1904년(일본이 자칭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고

소위 통감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환기하여야 한다.

하는 1년 전)의 일이고 이때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믿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또 실제로 독도는 한국 영토이었던 것이 사실
b. 『시마네현지』에 나타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이 책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카이
가 농상성에 대하여 당시의 한국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여받는 허가를

이다. 이것으로서 독도가 본래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오히

려 남음이 있다.

획득하고자 출원하였다고 말한 구절은 없다” 하고, 계속하여 확실히

c. 히바타 세이코[樋畑雪湖]의 논설 속에 있는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일

다음과 같은 절이 있다고 말하였다.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라고 믿었

본해 최동단에 있는 조선 영토라 운운” 한 말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기에 나카이는 도쿄에 가서 한국 정부로부터 그 도서의 대여를 신청

“저자의 오해이고 …… 사실의 무지에서 일어났다 운운”이라고 말하

할 것을 그에게 허가하도록 농상성에 설복하려고 하였다.”

나, 저자는 자기의 지식대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기하였던 것이
다. 저자와 일본인 학자는 시마네현청의 소위 독도 편입 후 25년이나

그러면 일본국 정부가 제시한 이 구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한 의미

지나도 이 섬을 한국의 영토로서 간주하였다.

와 무엇이 다른가. 다만 농상성에 ‘출원하였다’는 것과 ‘설복하려고 하
였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믿었기 때문

d. 일본 해군성에서 발행한 수로지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수로지는 사

에 도쿄에 와서 한국 정부로부터 대여받을 것을 운동한 것은 사실이

용자의 편의에 의하여 편찬되었고 그 섬의 영토 관할을 처리하기 위한

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가 오키도청에 제출한 다케시마에 관한 이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울릉도 근방

서에 의하여 “위에 인용한 구절은 편찬자 측에서 어떤 오해를 한 결과

의 항해에 관계되는 까닭에 울릉도와 같이 언급된 것이며 또 다케시

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마가 오키도 근방의 항해에도 관계되므로 일본 본주(日本本州)에 일본
본주 서북해안 동남방해에서 언급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또 수로부

이 점에 있어 일본 정부는 인용된 구절이 전연 저자 측에서 어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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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섬 위에는 가옥을 건축할만한 극히 적고 1904년 11월에 군함 쓰시마가
이 섬을 실측할 때에는 동방도(東方島)에 어부용의 고초소옥(菰草小屋)

이에 시험삼아 1933년에 발행한 『조선연안수로지』와 『일본본주연안

이 있었으나 풍랑 때문에 심히 파손되었다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해

수로지』를 가지고 다케시마에 관한 기사의 상략과 경중을 비교하여

려를 잡기 위하여 울릉도로부터 이 섬에 오는 자 수십 명의 다수에 달

보라.

할 때가 있다. 그들은 섬 위에 소옥을 짓고 매면 약 10일 간 가거(假居)
한다고 한다(『조선연안수로지』 제3편 『울릉도와 다케시마』).

『조선연안수로지』 제3편 조선동해안 『울릉도와 다케시마』조에 다케시

마의 위치・지세・산물・기타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데 비하여 『일본본

전후의 문세로 보아 쓰시마함이 독도를 실측할 때에 발견한 고초소옥은

주연안수로지』 제2권 일본해안 『오키도와 다케시마』조에는 다만 다케

울릉도의 주민들이 하계의 어채를 위하여 지은 소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시마의 이름만 기재하였을 뿐이다(만일 다케시마가 본래부터 일본의 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섬은 전부터 울릉도 주민이 항상 이용하였다는

속이었다면 『일본본주연안수로지』에서 그 위치・지세・산물 등을 상세히 기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 기사 중에 울릉도로부터 독

술하였을 것이다). 이는 독도가 본래로부터 울릉도에 속한 섬이며 또 지

도에 온 사람은 일본인과 그들에 고용된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일본 정부

리적으로 울릉도에 속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까닭이고, 또 상기 사

의 단언은 전연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인정하는 바이다.

실로 판단하여 일본 수로부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4. 제1차 한일협약 제2항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위하는 외국인
1명을 외무부의 외교고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운운”이라고 되어 있었더라

e. 『조선연안수로지』에 기재한 일본전함 쓰시마의 보고 사항에 있어 다

고 하고 “사실상 미국인 스티븐스가 고용되었다”고 일본 정부는 논하였으나

케시마에 대한 기사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어느 부분은 전함의 보고

실제로 일제는 한국의 외교권을 착취하기 위하여 스티븐스를 앞잡이로서

에 근거를 두고 또 어느 부분은 수로지의 편찬자가 전문에 의하여 후

한국의 외교고문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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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첨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분석하여 볼 하등의 이유를

일제침략을 미국인 스티븐스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일본제국주의는 책임

우리로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일본 해

없다는 바와 같은 논조를 일본 정부는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이치에 닿지

군성이 수로지를 공간지(公刊誌)로서 편일필(編一畢)한 것인 고로 수로

않을 뿐더러 언어도단이다. 또한 일제의 침략은 한국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

지 편찬자가 임의로 허구한 사실을 기재한 것은 결코 아니고 확실한

였고 한국 영토에 대한 착취를 죄하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

자료에 의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기사의 원

와 같이 다만 “러일전쟁 기간 한국의 영토보전을 보호할 목적을 수행하기

문은 다음에 인용하여 검토하면,

위하여 필요한 전략상의 장소를 잠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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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 정부의 논조는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잠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상은 당시 일제 정부는 영구적이고도 근본적인

II.
일본 정부로부터의 “도쿠가와 3대 장군 이에미츠[家光]시대에 막부는 요

침략 계획하에 모든 것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두 협정의 무효

나고의 오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의 양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지배가

를 주장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허가되고 울릉도에 도항할 때에는 항상 이 섬이 중간 정박소로 이용되고”
또 “다케시마 주변에서 일본인이 어로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논거에 대하여

5.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의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응시하지 않는 바이며 요나고의 오오야・무라카와 양

『SCAP』 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본의 통치상 또는 행정상 권능의 정지

가는 울릉도(일본에서는 당시 소위 다케시마) 방면에 원양 출어하는 데 허가

조치를 실질적 변화를 가함이 없이 확인한 것이었다고 한국 정부가 주장한

를 얻은 것 뿐이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케시마를 지배하도

데 대하여 일본 정부는 “그러나 …… 일본의 권능이 상기 각서에 의하여 정

록’하게 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

지된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에 대하여는 북위 29도 이북의 제도는

가 전항의 제2절에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는 더 오연(敖衍)할 필요

1951년 12월 5일자 『SCAP』 각서로서 일본 정부가 행정관리를 회복하였으

가 없다고 생각한다.

며” 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된 지역의 일부분을
일본에 반환하는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 조인 이후 『SCAP』 또는 미국

일본 정부가 『은주시청합기』(은주견문록, 1667)와 『대곡구우위문 수기』

정부가 취한 조치를 열기(列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51년 12월 5일자

(1681)의 양자를 증거 문헌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문헌은 일본의 울

『SCAP』 각서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일본 정부의 행정관리권을 회복하였

릉도 방면 침략시대 (1614년으로부터 1697년까지)에 저작된 것으로 대한민국

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이들 섬은 미국을 유일한 관리권자로 지정한 국

정부는 이를 증거로서 무효라고 할 뿐 아니라, 이에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련의 신탁통치하에 있었던 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의 울릉도 방면 출어를 금한다는 일본 측의 결정이 1697년에 한
국 정부에 통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이미 일본 정부에 지적한 바와 같이 『SCAPIN』 제677호에나 또는 대일강
화조약에도 독도 영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주장에 모순되는 조

일본 정부는 수개의 고지도를 들어 독도가 중간정박지로서 사용되고 또

문은 없다. 그리고 이 조약 제1장 제2조 a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3

당시의 인민들이 이 섬에 대하여 정확한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

개의 중요 도서의 열기는 결코 독도를 한국 영유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은

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위 주장이 독도 영유문제와 하

아니다” 라는 견해를 가진다. 또 울릉도의 일 속도로서 독도가 이 평화조약

등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가진다. 지도의 가치에 대하여 원도가 없으므로

에 의하여 울릉도와 같이 한국 영역으로서 승인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

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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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된 바와 같이 울릉도에 대한 소위 『공광책』은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

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심할 수 없는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가

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

마치 무주도라는 전제하에 이론을 전개한 것은 전연 어불성설인 것이다. 또

는 “한국 정부 당국이 울릉도에 관하여 이조 초기 이래 장기간 ‘공광책’을

1905년 1월 28일 일본의 각의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영토 편입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한국은 울릉도보다 더 떨어진 고도에 행정적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적인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 단

또는 기타의 지배를 확충하였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논

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은 이조 세조 이래 북변 ‘폐사군’에 대한
정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위 ‘공광책’이라는 것이 영토에 대한 행정

2. 제2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영토 선점에 관한 국제법하의

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일본 정부가 소위 ‘공광책’에 대

취득요건으로 국가 의사의 공적발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었다는 일본 정

하여 논박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한국 수부관이

부의 의논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시마네현청의 고시라 하는 것은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암암리에 시행된 것으로 외국에는 물론 일본의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져 있
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결코 일 국가의 의사의 공표라고 간주할 수는 없
다. 일본이 무주도가 아니고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

III.
일본 정부는 현대 국제법하의 영역의 취득요건으로

로 편입시키기에는 전연 불가능한 일이다.

(1)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의 의사
(2) 국가 의사의 공적발표

3. 끝으로 소위 영토를 지배하는 적당한 세력의 수립에 관하여는 일본 정

(3) 영토를 지배하는 적당한 세력의 수립을 들고 있다.

부는 다케시마에 대하여 일본의 관리로 하여금 현지측량을 하였고, 또 다

그러나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하여 현대 국제법에 의한 영유 요건을 전

본제국은 한국전토의 강제점령을 목적으로서 측량 기타의 명목하에 공공연

부 충족시켰다”라는 일본국 정부의 견해는 이에 다음과 같이 반박된다.

케시마 수역 해려어에 허가제가 채용되었다고 말하나 특히 1904년 이래 일

히 한국 침략을 기도하였다. 소위 측량 또는 해려는 일본의 침략 행위의 하

나에 불과하다고 국제법하의 ‘영토지배권의 계속적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1.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의 일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9일 해방된 이후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그 이

부로서 획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

후 또 주한 미군정시대에 한국은 이 섬을 일본에 할양한 바 없고 따라서 독

정한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이 영토선점 요건의 하나인 ‘영토를 획득하려는

도는 한국 영토의 완전한 일부로서 대한민국이 유지하여 왔다.

국가의 의사’ 라는 것을 충족시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 누누이 논
술한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였으며 결코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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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부치 도모히코 씨는 당시 독도 영유권에 대하

IV.
일본 정부는 두 개의 한국 서책에 관하여 논하여 마치 한국은 이전에는

여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였다.

또 다케시마가 1905년 시마네현 관할하에 있었다고 칭하는 때부터 장기간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서 간주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의논에 대하여는 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저 한다.

또 일본 해군성 편찬의 『한국연안수로지』(451항으로부터 452항까지, 메이

지 40년 발간, 개정 제2판)에는 “한국인은 ‘獨島’라고 서(書)하고 일본어민은 ‘리

앙고도’ 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있다.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한국
『대한지지』(현채)와 『한국통사』(박은식)에 언급하여 일본 정부는 이 양서
(兩書)의 저자가 독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독도를 취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 저자가 독도를 논급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을
개설하기 위한 이와 같은 서책에서 무인고도(無人孤島)의 이름까지 기입할 필
요가 없었던 것과 양서 서술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데 있다. 이에 관련

인은 ‘독도(돌섬)’ 라고 하는 매우 적당한 이름을 사용하고 일본인은 ‘리앙굴
렄스’ 라는 외래의 이름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일본 정부(해군성)가 인정하

였다는 것을 충분히 표시하고 있다. 이 섬에 관한 역사적・현실적 배경으로
부터 판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케시마가 옛적부터 일본 영토의 일부이

다”라는 일본 정부의 결론이 무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문부성이 일본인의 학교용으로서 인가한 현

일본 역사사전(제1권 662항, C항 16-17행 참조)에는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대의 지도가 결코 독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이름이 울릉도의 일 속도의 호칭으로서 사용되게 되고 그 외국명 ‘리앙크-

일본전국교육도서주식회사가 1952년 6월 10일에 발행한 표준세계지도의
제6판도에는 한자 竹島의 음표로서 ‘다케시마’ 대신 로마자로 ‘CHUKDO’,
チ

ユ

ク

ㄹ’ 운운으로 주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인이 보통 ‘리앙고도’ 라고 호칭
한 다케시마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은 이 사전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다.

ド

일본가나로 (CH-Y U-KU-DO)로만 써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상기시키고
자 한다.
이와 같이 이 섬의 이름이 한국어의 발음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이 지도

V.
요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소위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독도

의 서언에 특히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이 승인되었다

에 관하여 언명한 독도가 한국 영토의 완전한 일부분이라는 확고한 사실에

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보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이었다는 것은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수차 반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고 칭하는 당시의 문서에 완전히 기록

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신지리』를 편찬한 일본학자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

彦]가 명백히 언명하였다. 이 책(제국백과사전 134권, 1906년 제2판) 308항과

이 책에 첨부된 『한국전도』에도 다케시마(리야고)를 한국 속령으로 기술하

복 언명한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것

이 명백히 되었다. 이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순과 억측에 충만한 『1954년
2월 10일자 아2 제15호 일본외무성 각서로서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정
부가 취한 견해』를 용인할 수는 없다.

였다. 이 사실로서도 일본이 이 섬을 한국 영토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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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의 완전한 일부분이라는 것에
전연 의심할 바 없음을 재차 언명하여 둔다.

3. 다케시마에 대한 부당한 소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1954년 9월 25일
동경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117~138쪽

있다. 동 구상서의 첨부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다케시
마에 대한 영토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 점유, 그리고
그러한 불법적 점유와 관련하여 한국 당국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
시 한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관료들과 무
선장치 등의 시설을 다케시마로부터 즉각 철수 및 제거하고 다케시마의 사

1956년 9월 20일 일본 외무성 각서

진을 담은 우표를 즉각 처분할 것을 요청한다.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의 영토주권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1954년 9월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국

25일자 구상서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

제사법재판소에 당해 문제를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

은 입장을 표명한다.

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다케시마 문
제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최

1.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외무성 구상서 No. 15/A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독도(다케시마)의 영토 소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논박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 일체의 근거, 또는 다케시마에 대하여 제기된

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재차 확인한다.
1956년 9월 20일, 도쿄
＊外務部(1977), 『獨島關係資料集(Ⅰ)-往復外交文書(1952~76)』, 137~138쪽 원문 번역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일체의 근거도 찾지 못했다.

2.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고 다케시마가 일

본 영토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기 위해 동 구상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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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그리고 우리 쪽이 전술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전게 기술

에 이어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一說于山鬱陵本一島” 라는 구절이 있

1. 일본국 정부는 본 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했

음을 지적한 데 대해, 한국 측에서는 전자는 신라시대의 ‘우산국’을 가리키

다. 대한민국 정부 견해의 대부분은 1953년 9월 9일자 일본 정부의 견해를

는 것으로 우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후자는 애매한 ‘이야기’에 지나

반박한 것으로, 다케시마[竹島]의 영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

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인용한 것들은 우산도, 울릉도라는 명

는 문헌 및 역사적 사실의 취급에서, 또한 이에 대한 해석에서도 공정을 결

칭이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던 당시 확인된

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를 입증

별개의 두 섬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정하고

하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있다.

일본국 정부는 이하에서 본 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고
더불어 다케시마가 명백한 일본 영토라는 사실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원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다케시마에 관해 일찍부터 정확한 지식을 가졌

고, 그것을 영토의 일부로 생각했으며, 실제 이를 경영해왔는가, 특히 어느
정부가 다케시마에 관해 국제법상 필요한 영토취득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3. (1) 우선 다케시마에 관한 식견에 관해서는 한국 측은 『세종실록지리
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15-119)우산도(于山島) 및 무릉(武陵
島)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해상에 위치한 별개의 섬이 분명하고, 따라서

고문서에 우산도라고 적힌 것이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

그러나 한국 측과 같이 하나의 문헌의 한 절만을 갖고 자신의 상황에 유
리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두 개의 문헌뿐만 아니라 우

산도, 울릉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동종의 고문헌을 널리 비교·대조하여,
그간의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 조선 최고(最古)의 사서로 일컬어지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

면, 이 책에서는 우산국(于山國)이란 울릉도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입

장은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서도 답습되어 울릉도는 원래 신라시대

에 우산국이었던 섬이라고 하고, 단 그 기술의 끝부분에 우산・무릉(鬱陵)

양도설(兩島說)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
무릉 이도설(二島說)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주에서는 이 두 섬이 울릉

도이며 신라시대의 우산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 후의 것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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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이도설을 취하면서도 일도이명(一島二名)의 의문을 남기고 있는

로, 그것이 오늘날의 다케시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 마

것,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문헌촬록(文獻撮錄)』과 같이 일도이명설을 고

침 『세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1417) 2월 임술(壬戌)의 조(條)에는 우산도

집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 후세에 이르기까지 우산・울릉 두 섬의 관

에 관해 이 섬에서 대죽, 물소가죽, 기타 천연산물이 생산되고, 86명이 거

계는 확신을 갖고 기술되고 있지 않다.

주하고 있었다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산도는 오늘날의 다케

특히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이도설을 취하더라도 전문(全文)을 울릉도에
관한 설명으로 시종하고, 우산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하지 않

시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의 작은 바위섬인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사람이 상주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해산물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 있다는 점이다.
(2) 한국 측이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이는 이들 여러 문헌의 편자가 문제의 섬에 관해 실지(實地) 견문을 기초
로 한 명확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에 관한 인식은 후대에 이
르기까지 새로운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못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는 예부터 이미 1004년경 ‘우루마
섬[うるまの島]’으로 알려졌고(權記), 또한 1379년부터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

항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고려사). 이 섬이 이조 초기 완전히 공도화

(空島化)하여 조선국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방기되자 일본인의 왕래가 점차 많

이상과 같은 우산・울릉 두 섬에 관한 지식의 혼란은 비단 상기의 문헌들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이 편찬
된 시대의 가장 권위 있는 사서인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 등에서
도 우산도, 울릉(武陵, 茂陵 등)도에 관한 기술을 정밀히 조사하면 마찬가지

아져 임진왜란(文祿役)(1593) 후 약 100년에 걸쳐 완전히 일본인의 어채지(魚

採地)가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겐나[元和] 4년(1618)에는 호우키노쿠

니[伯耆國, 현재의 돗토리현 중부 및 서부] 요나고[米子]의 상인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 등은 번주(藩主) 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

여서, 한국 측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산도・울릉도라는 명칭이 『세종실록』

新太郎]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 다케시마라고 불렀다)에의 도항 면허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던 당시 확인된 두 개의 별개의 섬이름이

를 받아 그 경영에 종사했다.

었다고는 할 수 없다.
울릉도 왕복 시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써, 또한 강치, 전복 등의 어채지로
하여튼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섬이라는 것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는

써 이용되었던 것이 당시 마쯔시마[松島]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늘날의 다

이상, 우산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케시마이고, 이 섬에 대해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이 앞서 울릉도와 마찬가

또한 비록 그것이 별개의 섬이었다고 하더라도 상기 문헌들에 있는 설명은

지로 막부로부터 도항 면허를 받게 된 것은 메이레키[明曆] 2년(1656), 또는

어느 것도 울릉도에 관한 것뿐으로 우산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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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쯔시마에 관해서는 오키노시마[隠岐島]의 서북쪽에 있고 오키[隠岐]로

또한 한국 측은 『숙종실록(肅宗實錄)』 권30에 기재된 안용복에 관한 사

부터 다케시마(당시의 울릉도)에 도항하는 도중에 있는 섬으로 초목이 없는

실(史實)에 비추어 비판적 고려 없이 인용하여, 그가 울릉도 및 독도(다케시

바위섬이고, 염천하에 용수가 없어 곤란하며, 동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

마) 수역을 일본어민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안용복

져 있다는 등이 적혀 있는 고문헌, 예를 들면 간분[寬文] 7년(1667) 斎藤某
編, 『隱州視聽合紀』, 엔포[延寶] 9년(텐나[天和] 원년, 1681) 大谷九右衛門勝信

請書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마쯔시마가 오늘날의 다케시마에 해

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교호[享保] 9년(1724), 막부의 명에 의해 호우키노쿠니 이케다번[伯耆

池田藩]이 납품한 마쯔시마, 다케시마의 지도는 마쯔시마(즉 오늘날의 다케시

이 귀국 후 비변사에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안용복
의 도래에 관하여 일본 측에 남아 있는 상세한 기록과 비교해보면 그의 진
술에는 허위가 많고, 자신의 행동을 장대하게 윤색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한
개인에 불과한 그의 언동은 한국이 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마)를 좁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한 두 개의 섬과 이를 둘러싼 여

(2) 한편 일본 측으로서는, 울릉도가 이조 초기 이래 완전히 공도(空島)가

러 개의 암초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우 정확하게 이 섬을 표현하고 있어

되어 조선국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방기되자, 일본인으로 하여금 이 섬에 내

당시의 일본인이 다케시마(당시의 마쯔시마)를 숙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왕하게 하고, 점차 그 수를 늘렸다. 특히 겐나 4년(1618)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 막부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부여한 이후에는 두 가

문이 이 섬에서 독점적으로 어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가는 물론이고,
요컨대 한국 측이 예부터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
증하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반해, 일본 측은 적어도 1600년

일반인들도 다케시마(울릉도)를 막부로부터 배령(拜領)받은 것이라고 생각하
게 되었다.

후기에는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기의 여러 문헌, 지도 등으로 보더
라도, 또한 당시 일본어민의 행동을 실제 생각해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게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도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
및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 북서부의 경계로 보고 있고, 교호 9년(1724)의
오야・무라카와 양가로부터 마츠다이라 호우키[松平伯耆] 국수(國守)에게 보

(1)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 측의 식견이 상술한 바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낸 다케시마에 관한 7개조 답서에서도, 겐로쿠[元祿] 5년(1692)에 일본어민

이상, 이 섬을 한국 측이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이

이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조선인 어민과 만났을 때의 상황에 관해 일본 측

미 논외이다.

은 “이 섬은 원래 일본 땅으로 막부로부터 대대로 배령하여 매년 도해한 섬
인데, 어째서 그대들은 (여기로) 오는가? [此島之儀は元来日本の地にて, 従御公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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様, 代々拝領仕, 毎年渡海いたし候島にて候所に, 何とて其方共, 参候哉]” 라고 물었

른바 이는 이 섬의 독점적 경영이 허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4

다고 적혀 있다.
또한 엔포 9년=텐나 원년(1681)의 大谷九右衛門勝信이 막부로부터의 순

검사(巡検使)에게 제출한 청서(請書)에서도 “도쿠가와 3대 쇼군[大猷院은 徳川

三代將軍(徳川家光公) 사후 光明天皇으로부터 받은 법호] 때인 50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의 알선으로 다케시마를 배령(拝領)하고, 부모 때부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해 이미 이와 같았던 이상 도항 도중에 있고, 메이
레키 2년(1656) 또는 그 이전에 마찬가지로 막부로부터 도해가 면허되었던
마쯔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에 관해 사람들이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마쯔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의 경우는 겐
로쿠 9년(1696)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 조치와는 관련이 없기 때

터는 알현을 명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大猷院様御代五拾年以前阿部四郎五

문에 후에 이르기까지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죽도도설(竹島

되어 있다.

(1801)에는 마쯔시마를 ‘本朝 西海의 끝’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막부의 다케

郎様御取持を以竹島拝領仕其上親共より御目見江迄被為仰付難有奉存候御事]” 라고

圖說)』(1751∼1763)에는 ‘隠岐國松島’라고 쓰여 있고,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

시마(울릉도) 도해금지 이전의 편저인 『은주시청합기』(1667)가 다케시마(울릉
한국 측에서는 겐나 4년(1618)의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대한 막부의 다

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를 주인장(朱印狀)으로 간주하고, “朱印이 외국무역

도) 및 마쯔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일본 북서부의 경계로 보고 있는 것과

비교해 흥미 있는 것이다.

을 허가 받은 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막부가 통상 발행했던 신분증명서라
는 것은 일본 역사상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각 계층의

5. (1)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이 예부터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인지하

일본인이 다케시마가 한국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고 있었다는 확증이 없는 이상, 이를 경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고, 또한 “양가에게 허가된 것은 울릉도 방면의

말할 것도 없다.

원양에 출어하는 것만이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케시마의 지배’
한국 측에서는 “한국이 이조의 세조 이래 북변도에서 (15-128)4군에 대

를 허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비개척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이른바 공도정책이 영토에 대
그러나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막부로부터 부여되었던 것은 주인장이 아

한 행정권의 방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국 정부

니다. 그것은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한 도해 면허로, 양가는 이 면허에 근거

때문에 논하건대, 3년마다 울릉도 및 독도(다케시마) 지역에 한국의 수토관

해 쇼군가의 문장(紋章)을 찍은 깃발을 달고 다케시마(울릉도)에 출항하여

이 파견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순

다케시마 전복이라고 하여 쇼군가를 비롯한 각로(閣老)4에게 헌상되었다. 이

4

전복, 강치 등을 채취・포획하고, 목재의 벌목 등에 종사했다. 특히 전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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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파견된 것은 일본 측에서 다케시마(울릉도) 도

더욱이 한국 측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3년마다 울릉도 및 독도(다케시

해금지 조치를 취한 후의 일로, 그때까지는 가끔 본국 백성을 쇄환(刷還)하

마) 지역에 한국수토관이 파견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수토관의 파견은 전

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초기에 지나지 않고, 거의 300년에 걸쳐 울릉도는

술한 바와 같이 일본 측에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 조치를 취한 후의

조선국 정부로부터 방기되어 있었다. 이는 겐나 4년(1618)에 막부로부터 다

일이고, 더욱이 울릉도에만 보냈을 뿐 오늘날의 다케시마(한국 측에서 말하

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은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겐로쿠 5년(1692)

는 독도)에까지 미쳤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숙종실록』 및 그 이후의 『영

까지 한 번도 한국 본토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다케시마(울릉도)를 경영했

종실록(英宗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6 등에 산발적으로 보이는 수토관의

다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하다. 동시에 『숙종실록』의 숙종 19년에 울릉도를

보고는 모두 울릉도에만 그치고, 오늘날의 다케시마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언

‘三百年 空棄之地’로 칭했다고 실려 있는 것으로부터도 당시 이조 조정(朝廷)

급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도 울릉도를 비어 있는 버려진 땅(空棄之地)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반해 일본 측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에 갈 때면 마쯔시마(오늘
날의 다케시마)에 들러 이를 기항지로 이용하였고, 아울러 그곳에서 어업을

일본 측에서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한 후, 조선 정부는 숙종
23년(1697)부터 울릉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검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
도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의 입거(入居)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영을 하지도 않았다. 이 금지제도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그것이 변경되어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이 태왕5 21년=메이지[明治]

했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 실려있다. 예를 들면 엔포 9년=텐나 원년(1681)의

大谷九右衛門勝信의 청서에는 “ …… 이 작은 섬(마쓰시마)에서, 더구나 강

치 기름을 조금씩 짜내며[此小島(松島)にしかも海鹿魚油少宛所務仕候] …… ”라
고 있고, 겐로쿠 8년(1695) 12월 26일에 이케다 가문에서 로쥬[老中] 아베 분

고노카미[阿部豊後守]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도

17년(1884)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입식권장책의 효과는 쉽게 나타
…… 戌年에는 조난을 당하여 다케시마에 착안하지 못했음을 보고했

나지 않았다.

습니다. 올해도 바다를 건너갔으나 이국인들이 많이 보여서 착안하지
못한 채 돌아오던 중,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어획했습니다.[戌年者

울릉도에 대한 경영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이 섬보다 한참이나 동쪽 바

遭難風竹島着岸不仕段御届申上侯当年も渡海仕候処異国人数多見え申に付

다에 위치한, 사람들이 상주할 수 없는 작은 바위섬인 오늘날의 다케시마

(당시의 마쯔시마)에까지 한국 측의 경영이 미쳤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着岸不仕罷帰候節松島にて鮑少々取申候] ……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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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겐로쿠 9년(1696) 정월 23일자 마츠다이라 호우키
노카미[松平伯耆守]의 각서에도

이 점에 관해 한국 측에서는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영토의 일부로 결코
국제법에 의한 점유의 대상이 (15-132)될 수 없다. 따라서 의심할 것도 없이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다케시마)가 주인 없는 섬이었다는 가정에 근거하

…… 마쓰시마로 어렵을 가는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항로상에 있

여 일본 정부가 논의를 전개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에 들러서 어렵을 행하는 것입니다. 타령에서 어렵에 나선다는 것은

있는데, 다케시마가 일찍이 한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즈모국[出雲國] 오키국[隠岐國] 사람은 요나고[米

은 전술한 것으로부터도 분명하다.

子] 사람과 함께 승선하여 갑니다.[松嶋へ猟に参候儀竹嶋へ渡海の節通
筋にて(15-131)御座候故立寄猟仕候, 他領より猟に参候儀は不承候つとも出

雲國隠岐國の者は米子の者共と同船にて参候] ……

실제로 메이지 20년(1887)경부터 오키노시마 도민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잡이와 전복 채취를 했고, 메이지 36년(1903)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개시
하게 되었지만, 그때도 한국에서 이 섬을 점거하거나 여기에 행정권을 미치

라고 적혀 있다. 『장생죽도기』(1801)에는 이와미노쿠니[石見國] 하마다번

[浜田藩]의 해운운송업자[廻船門屋]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의 다케

시마(울릉도) 밀무역 사건이 발각되어 하치에몬은 책형(磔刑)에 처해졌지만,

이에 연계된 하마다번[浜田藩]의 가로(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의 부하

고 있었던 사실은 없고, 이 섬에서의 일본 어민의 활동에 항의를 해 온 적도
없다.
더욱이 한국 측은 “이른바 시마네현[島根縣] 고시는 매우 비밀리에 이루어

하시모토 산베에몬[橋本三兵衛門]에 대해서는 울릉도 도해를 마쯔시마 도해

졌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물론 일본 국민들조차도 이를 몰랐다. 그런 까닭에

명목으로 처리하는 법이 있음을 동 사건의 판결문 중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결코 일국의 의사의 공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 후에도 마쯔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에
의 도항은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시마네현 고시는 ‘매우 비밀리
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지사가 발표한 것
이었고, (15-133)편입의 국내형식에 관계없이 거기에 표명되었던 것은 의심

6. 상기와 같이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마쯔시마라는 이름으로 예부터 일

할 것도 없이 일본의 국가의사 표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형식은 당시 일본

본인에게 알려져 왔고 일본 영토의 일부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일본인에 의

이 영토취득시의 관행이었던 고시 방법으로 다케시마 편입에 특별히 취해

해 이용되어 왔지만, 일본에서는 메이지 38년(1905)에 이르러 동년 1월

진 조치는 아니다.

28일의 각의결정 및 동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거쳐 이 섬을 정식으
로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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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는 이를 영토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

것에 관한 건)와의 관계 및 다케시마 영유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과의 관계

은 국제법 원칙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1928년 팔마스

에 관해 한 마디만 하고자 한다.

섬 사건 및 1931년의 클리퍼튼 섬 사건의 중재재판에서도 외국에 대한 통고
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미국의 구아노 섬 선점에서도 외
국에 통고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1) 앞에서 한국 측은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 의해 다케

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분명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은 이 각서는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15이상의 외국 사례에서는 일본 측이 들고 있는 다케시마 지배 사실에 관

135)행사 및 행사 기도의 정지를 지령하는 것에 그치며, 다케시마를 일본의

해 “이른바 조사 내지 강치잡이는 일본의 침략행위의 하나에 다름없고, 따

영역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 동 각서 제6항에도 “이 지령 중의 조항은 어

라서 국제법에 근거한 ‘영토지배권력의 계속적 행사’와는 관련 없다”고 하고

느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있는 소도서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있지만, 다케시마가 한국 영토가 아닌 이상 이는 완전히 요점에서 벗어난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 측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유효한 경영의 증거를 적

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취지를 분
명히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측은 여전히 SCAPIN 제677호가 소도서를 일본의 영유

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의 문헌을 인용하여 다케시마가 시

에서 명백히 배제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더욱이 평화조약은 이 문제에 관

마네현 편입 전후로 한국 영토의 일부였던 것처럼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

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조치를 전혀 어떠한 실질적 변화를 부가하지 않고

지만 이는 그 영유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헌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 인용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이거나 또는 현재의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혼동한 것으로 방증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부여되었던 권능은 점령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범위로 제약되었고, 더욱이 그 기간도 점령관리 기간으

7. 이상의 기술로부터 다케시마가 여하한 의미에서도 일본 영토라는 데

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점령 목적 달성을 위해 피점령국의 영토권의 행사에

의심을 품을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측에서 거론하는 구

어떤 제한을 가하는 지령을 발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을 점령

구한 사례에 대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여기에서

관리했던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각서 제6항에 있듯이 일본 영토의 최종적

다케시마의 영유와 한국 측이 다케시마가 한국령이라는 가장 유력한 이유

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15-136)동 각서에 의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

의 하나로 들고 있는 1946년(쇼와[昭和] 21)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각

유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하는 한국 측의 견해는 명백한 오류다.

서 SCAPIN 제677호(약간의 외곽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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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화조약이 SCAPIN 제677호에 근거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조치
를 실질적 변화를 부가하는 일 없이 확인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고 있었고, 후자는 평화조약 제3조 후단의 규정에 근거해 합중국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데 지나지 않는다.

없다.
(2) 다음으로 일본국의 평화조약과 다케시마 영유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동 각서에 의해 일본 정부의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가 정지되었

한국 측에서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 본도

던 여러 소도 중, 북위 30도부터 29도까지의 사이에 있는 남서제도는 평화

와 더불어 한국 영토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있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 정부에 반환되었고, 또한 평화조약 제3조

는데, 이러한 한국 측의 해석은 평화조약의 조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

에 규정된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제도, 소후암 남쪽의 남방제도, 오키노토
리시마[沖の鳥島] 및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에 대해서도 ‘잔존주권’이 있다는

오히려 평화조약 제2조의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 한다는 규정은 앞

에서도 일본 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일병합 전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남서제도 중 아마미[奄美] 군도에 관해서는 그 후 일본

분리독립한 것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한일병합 전에 일본 영토였던

정부에 행정관할권이 반환되었다. 또한 하보마이 군도에 관해서도 샌프란시

영토를 새로이 독립 조선에 할양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코 회의에서 덜레스 미 전권은 일본이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권리, 권한 및

한편 다케시마는 한일병합 이전에 시마네현의 행정관할하에 있었고, 또한

청구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치시마[千島] 열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병합 후에도 동 현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일병합 이전에 다케시

을 분명히 했다.

마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평화조약 제2조
에 관한 한국 측의 해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 측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한국 측에서는 그 후 일본 정부의 행정관
할권으로 반환된 이들 제도(諸島)는 “합중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지정한

8. 이를 요약하면, 한국 측에는 예부터 다케시마가 한국령이었던 어떠한

유엔의 (15-137)신탁통치하에 있었던 것에 한하며”, “SCAPIN 제677호 및

증거도 없는 것은 물론, 근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요건인 국가로서의 영유

평화조약 어느 것에도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영유권 주장과

의사, 그 의사의 공시, 적당한 지배권력의 확립 등에 관해 어떠한 조치도 취

모순되는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찍부터 다케시마에 관해 정확한 지
식을 갖고,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또한 실제 이를 경영해왔다. 더욱이 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행정관할권으로 반환된 제도가 유엔의 신탁통치하

에 있었다는 한국 측의 견해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북위 29도와 30도 사
이의 남서제도도, 아마미 군도도 이전에 유엔의 신탁통치하에 놓였던 적은

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취해진 일련의 조치 및 그 후의 경영에
의해 근대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다케시마의 일본영유에 관한 요건은 완
전히 구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없다. 전자는 일본 정부에 반환되기까지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이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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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국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자 재일본 한국대표부 구상서 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초계정이 독도 인근 한국 영해에 무단

속에서 제시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

침입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할 수 없다.
1956년 9월 20일

＊동북아역사재단(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해제집 6권』, 132~153쪽 원문
번역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즉각 적절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국 대표단은 독도가 분리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동 문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하며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1956년 9월 20일자 외무성 구상
서 No. 102/A1의 첨부문서에 담긴 일본 측 견해를 반박한다.
도쿄, 1월 7일 1959년

1959년 1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각서
＊外務部(1977), 『獨島關係資料集(Ⅰ)-往復外交文書(1952~76)』, 186~187쪽 원문 번역

한국 대표단은 외무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무성 구상서 No. 102/A1
과 1956년 9월 20일자 첨부문서, 1957년 12월 25일자 No. 199/A1, 1958년
10월 6일자 No. 175/ASN과 관련하여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

1956년 9월 20일자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장을 표명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독도가 대한민
국 영토의 일부라는 사실은 권위 있는 역사적·지리적 증거와 문헌에 의하

I.

여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며, 국제법하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대한민국 정부는 표제건에 관하여 일본 정부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의 영토 소유권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그 인용한 문헌과 역사적 사실에

독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관리할 권리를 보유한다.

대한 인식에 있어서 도리어 공정성을 잃었고 또 그 견해가 명백히 부당한 이
론의 분식으로 위장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따라서 한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외무성이 구상서를 통해 제
기한 항의와 주장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342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를 부인할 하등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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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본건에 관한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동시

에야 울릉도와 독도(일본 소위 현재의 다케시마)를 각각 지칭하게 되었다는 실

에 독도영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가 명백 공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질적인 진실을 일본인 학자의 학구적인 논증을 빌어서 제시하기까지 하였

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던 것이다.

II.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이 이미 이조 초기로부터 우산도(于山島)와 울

또한 일본 측이 『문헌촬록(文獻撮錄)』 중의 기사를 들어서까지 우산, 울
릉이 동일도를 지칭한 것이라는 그릇된 주장을 보강하려는 데 대하여 한국

릉도(鬱陵島)가 각기 별칭의 2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 그 우산도는 독

측은 그것이 이조 말엽의 일개 사인의 수록으로서 이조 초기의 역사지리에

도(일본 소위 현재의 다케시마)와 동일하다는 점을 정확한 문헌에 의거하여

관하여 전거가 될 수 있는 문헌적 가치가 전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던

주장하여 왔다.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제시한 이조시기의 관찬기록인 『세

(2) 그런데 한국 측의 이 같은 정당 차 공정한 견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중의 “于山, 武陵 二島 在縣正東海中”이라 한

또다시 이를 반박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종래의 견강부회한 견

島, 鬱陵島 二島 在縣正東海中”이라 한 2도 인지의 명확한 기사를 부인하기

문의와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것과, 역시 당시의 관찬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중의 “于山

위하여서 본문에는 각각 첨입된 주기, 즉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 鬱陵島” 라

고 한 것과 “一說鬱陵本一島” 라 한 것을 들어 우산, 울릉이 동일도를 가리
킨 것이라고 견강부회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미 도명(울릉도)과 국명(우산)이

해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 측은 의연히 그 인용문헌의

즉 일본 측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于山國 …… 或名 鬱陵島”

라고 한 것을 들고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서도 이것이 답습되었다

표시하는 개념의 외연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일본 측의 오해를 지적한 바

는 것을 말하고,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于山武陵二島

다는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고 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산·울릉이 동일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억단하고

있고, 또한 “一說云云”의 주기는 본문의 기록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없

특히 지리적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어서는 1도에 2명(名)이

혼용되다가 정확한 지식의 획득과 더불어 2도2명(二島二名)으로 분리지칭

在縣正東海中”이라 한 본문기사에 첨기된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 鬱陵島” 라

있으나, 이는 어느 문헌의 한 구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인용 해석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 측의 그릇된 편견에서 도출된 결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더욱이 일본이 바로 메이지[明治] 초기에 있어서도 울

릉도 일도를 ‘마쯔시마[松島]’, ‘다케시마[竹島]’라는 2명으로 혼칭하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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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울릉도 부근의 무인소도가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지

島地(역=울릉도와 우산도는 다 ‘우산국’이니 우산도는 왜의 이른바 마쯔시마)”라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일본 측은 『세종실

고 명기한 기사는 일본 정부의 곡해를 일소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즉 우산

록지리지』 중의 일주기를 인용하여 이로써 우산·무릉 두 섬을 울릉도라고

국이라 하는 것은 울릉·우산 두 섬을 포함하여 지칭한 것이며 그중 우산도

하였다고 견강부회하고 있으나 본문의 “于山 武陵 二島 在縣正東海中”, “二

는 일본의 소위 마쯔시마(일본 소위 금일의 다케시마), 즉 독도를 가리킨 것이

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卽 可望見”이라 한 별칭의 2도로서 명백히 인지된 사실

분명하다. 이와 같은 기술이 사인의 수록이나 체험기에서가 아니고 일국의

에 추호의 의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관찬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이 곧 그것이 국가적

이와 같이 명백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독도가 분명히 국가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
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 측이 인증한 문헌이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한 관찬물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고 여하문 한국 측에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섬

(3) 우산도가 금일의 독도의 지칭인 것은 비단 한국 측 기록에서만 분명

[ 島]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졌었던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서

할 뿐 아니라 일본 측 기록(松島之記)에서도 또한 적확한 것을 망각하여서는

본 문제에 대한 하등의 문헌적 가치도 인정할 수 없는 일개 사인의 수록에

안 될 것이다. 즉 1876~1878년(메이지 9~11)에 일부 일본어민들이 소위 송

불과한 『지봉유설(芝峯類說)』과 『문헌촬록』의 기사를 또다시 거론하는 데 대

도개척원을 제출함에 당시 일본 정부는 당황하여 조야의 학자에 청탁하여

하여 한국 측은 더 해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바다.

송도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외무성공신국장 다나베 타이치[田邊太一]
는 “마쯔시마(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명한 것이고, 실은 조선 울릉도

또한 일본 측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도 2도설을 취하면서도

에 속한 우산이다. 지금 까닭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한다는 것은 타인의

역시 1도 2명에의 의문을 남긴 것이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증보문헌비고』에

보배를 욕심내는 것이다. 하물며 인경(隣境)을 침월(侵越)함과 유사함에 있

였다. 이를 설명하면 우산도와 울릉도 그중 울릉의 鬱자를 혹은 蔚, 혹은

이로써 명칭문제, 소속문제가 한국 측 자신의 해명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

서도 “于山島 鬱陵島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 一卽芋山”이라 하
芋, 혹은 羽, 혹은 武로도 쓰고 있으나 실상 우산과 울릉은 2도이니 그중의

1인 우산은 즉 우산이다. 환언하면 울릉의 상자가 우산의 상자와 혼용되고

어서랴 云云”이라 하여 그 소위 개척을 불허하자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 이미 메이지시대의 일본국관리에 의하여 웅변으로 대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있으나 우산과 울릉은 2도라는 것이다. 이로써 차문헌에서도 우산, 울릉이
이도로서 확인되어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일본 측은 당시의 우산도가 금일
의 독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억측하고 있으나, 『증보
문헌비고』 중의 「여지지」를 인용하면 “鬱陵, 于山 皆于山國于山則 倭所謂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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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서명과 같이 은주군 오키노시마[ 隱岐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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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사로서 은주(隱州)가(주제로 되어) 일본의 서북한계로 되어 있다.
그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로 일본인은 삼국시대로부터 특히 고려왕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은주는 북해(동해, 일본해)에 있기에 오키노시마라고 칭한다. …… 북서

연안각지와 내륙에까지 깊이 출몰입구(出沒入寇)하여 한국의 인민과 재산을

쪽으로 이틀 낮 하루 밤을 가면 마쯔시마가 있고, 다시 하루 정도를 가

노략하였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나아가 일본인들의 침구노략을 위한 도해

면 다케시마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高麗)를

가 비단 울릉도 일대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상

보는 것이 운주(雲州)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까닭에 일본의 북서

기 시인한다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 按 …… 戌亥間行二日 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嶋 此二島無人之地

다.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 연해 각지를 구략(寇略)함으로써 그 구략지구

쪽 땅은 이 주(此州)로써 한계를 삼는 것이다.[隱州在北海中 故云 隱岐島

그릇된 입장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見高麗 如自雲州 望隱州 然則 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에 관한 ‘지리를 숙지’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로써 한국 연안 각지의 영
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가 우리는 질문하고 싶다.

원문에서 소위 마쯔시마는 즉 독도,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말한 것으로
이 두 섬에서 고려(한국) 본토를 망견하는 거리관계가 마치 운주에서 은주

(2) 일본국 정부는 앞서 한국 측이 유력한 자료의 하나로써 안용복의 영

를 망견한 것 같으니 그런즉 일본의 서북부는 차주(은주)로써 한계를 삼는

웅적 활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고

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본 측은 오독하여 전 2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

의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네 주장에 불리한 하나의 장애사실로

라고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은주시청합기』의 기사야말로 정당한 견해라고

여기는 소이(所以)에 불과하다고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안용복의 도일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판사건은 우리의 허다한 관사기록에서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 측 기
록(三國通航一覽)에도 나타나는 저명한 사실이며, 이것이 당시 일본 정부에

III.

큰 충격을 주어 마침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측이 자국민의 이 방면으

(1) 위와 같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일본 정부는 고의로 은폐하여 이를 부

로의 출어를 금하였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인하고 일본인이 일찍부터 울릉도에까지 도항하였다는 사례와 일본인이
17세기경 막부에서 울릉도 도항면허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및 그 도항 도중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출어금제 후에도 마쯔시마에의 도항은 문제가 아

에 독도가 그들의 어채지로 이용되고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또한 독

니였다고 하는 문헌을 인용하였으나, 위에서 누언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일종

도에 대한 도항면허를 막부에게서 받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의 침구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일인이 이 같은 침구행위를 위한 기항지

같은 인증은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하등의

내지는 정박지로써 인간의 상주가 불가능한 작은 바위섬인 독도를 이용하

348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부록

349

였었다고 하여 이로써 이 섬의 경영을 운위함은 전혀 정궤를 탈한 논리의

의 시마네현[島根縣] 고시를 원용하여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

전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시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 마쯔시마가

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국내조치는 독도가 근고(近古)로부

지금의 울릉, 독도 중 어느 것을 지칭한 것인지 분별키 어렵다. 환언하면 다

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일본국 정부의 집요한 주장에 대하여 조금도 도움이

혼칭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 기록은 그 어느 것을 독도, 어느 것을 울릉도로

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하나의 유력한 반증을 제시하는

지칭한 것인지 실로 구별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러한 명칭의 혼란은 무엇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측이 진실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을진대 그 당

보다도 2도에 대한 당시 일본인의 지리적 지식이 명확치 못하였다는 것을

시에 새삼스러이 이를 일본국의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나변에 있었던가. 일

증명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결함은 결국 이것이 일본의 관할

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궁극적으로 이

권 외에 속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를 병탄하기 위한 전초공작으로 우선 독도에 대한 그들의 침구행위를 합리

케시마, 마쯔시마란 이름이 도대체 서로 바뀌어 2명 공히 울릉도, 독도를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적어도 1905년 당시까지 일본이 독도를 그 영

화할 하나의 구실로서 마치 무주물의 선점과 같은 국내적 조치를 취한데
요컨대 이미 신라 지증왕 당시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하였다는 사실과

그 우산국은 이씨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울릉·우산 두 섬을 포함

한 것으로 인지되어 관찬지리지를 비롯한 기타 공사기록에 수록되었고, 따
라서 울릉도의 속도인 우산도, 즉 독도도 영역의 일부로 분명히 간주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추호의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다.

불과한 것이다. 일본 측의 논리를 따른다면 독도가 시마네현에 ‘정식으로’
편입될 때까지 그것은 일본의 어느 현에도 속하지 않는 비정식의 일본 영토
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반
대로 독도는 역사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분명한 한국 영토인 울릉도와 불
가분리의 관계를 가진, 즉 공동운명체적 관계에 놓여온 것이고 절대로 무
주물이 아니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위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일본의 일방적 국내조치는 국제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IV.
(1) 상술한 바와 같이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논박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일본 정부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
방적 조치를 들어 국제법상의 영토취득의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표방하는

(2)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이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시마네

현 고시는 “극히 비밀리에 행하여졌다” 라고 한 데 대하여 이것을 부인하면

종래의 태도를 금번에도 의연히 반복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본 측의 견해

서 ‘각의 결정에 의하여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발포’ 된 것이므로 비밀리 편입

는 한국 측의 독도영유에 대한 주장에 하등의 영향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아니고 공개적 편입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는 물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임을 밝히려고 한다.

일본의 일반국민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소위 ‘다케시마 편입’이 어떻게 비밀
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외국의 예는 고사하고라도 일본국의 문부

일본 측은 이른바 1905년 1월 28일의 일본 각의 결정과 동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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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전국교육도서주식회사가
1952년 6월 10일에 발행한 표준세계지도의 제6판에도 한자 다케시마[竹島]

통고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이 사건은 순전히 국내적 사건으로서
외국과의 분쟁이 야기된 일이 없었다.

를 한국어로 음표하고 있는 사실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것이 비밀
리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번복시키는 유력한 방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어느 국제적 사건도 일본의 황당한 독도점유론을 합리화
할 하등의 방증도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바다. 자기 측의 유리한 사건처럼
보이는 국제적 사례라고 하여 전연 사정과 조건이 판이한 독도문제에 대하

(3) 이와 같은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국가의사의 표명」이

여 단편적인 부분을 함부로 원용하려고 하는 일본 측의 태도는 오히려 국제

당시 일본이 영토 취득시에 관행한 고시방법이든 또는 다케시마 편입에 제

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함을 표시하는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으리라고 생각

하여 특별히 취한 조치이든 간에 이러한 편입의 국내법 형식은 우리에게 하

한다. 우리는 도리어 1888년의 ‘국제법협회’의 선언이 선고에 관한 요건으

등의 관계도 없고 또한 국제적 관행에도 없는 일이다. 여하한 국제적 선례에

로서 은밀한 고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한 통고를 요구하고 있는 데에 일본 측

있어서도 타국의 영토를 일개지방청의 고시로써 비밀리에 편입하였다는 실

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례를 우리는 들은 바 없다. 일본 측은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몇 개의

국제적 선례를 들은 바 있으나 ‘클리퍼튼’ 도 사건에 있어서는 엄연히 ‘하와
이’에서 발행되는 ‘폴리네시아’ 지상에 영문으로 ‘클리퍼튼’ 도에 대한 불국

주권의 수립을 공고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정히 일본의 은밀한 ‘영토취득의

V.
다음으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관하여 논술한다면 차조의 해석에 있어
서의 우리의 견해는 일본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또한 원래의 한국 영

관행’ 과는 천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1928년의 ‘팔마스 섬 사건’에 대

토 일체를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을 연합국에 엄숙히 약속하였으며 동시에

한 중재재판에 있어서는 외국에 대한 통고가 기타의 공식적인 행위와 동양

대한민국은 권리로서 제2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토반

으로 ‘팔마스’ 섬에 대한 화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건이 됨을 인정하고

환의 요구는 원래의 한국 영토에 국한하는 것이고 원래의 일본 영토에 대하

있으며 절대로 “통고가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팔마스’

여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독도가 원래의

섬과 같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은밀한 주권의 행사란 불가능

일본 영토인 것처럼 주장하여 평화조약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로지 1905년

하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 대륙의 토지 선점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통고의 의

의 문제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소위 독도의 편입이 1910년의 한일병합 이

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을 뿐이다. 또 일본 측이 ‘구아노’ 섬의 선

전에 성취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입의 법적 효과는 선점

점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는 1890년의 미국대법원의 판결(죤스대미국사건)에

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로 청일전쟁 이

서 보더라도 문제의 섬이 명백히 무주의 지역이라는 확증이 선 연후에 비로
소 그 섬의 미국에의 편입을 결정하기로 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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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일병합 이전에, 정확히 말하면 1905년에 선점이 아니라 일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경로를 밟아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하는

강탈적 방법에 의하여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서 소위 편입을 당하였던

결의를 한다고 규정한 후 다시 “삼대연합국의 목적은 1914년의 제1차세계대

것임은 누술한 바와 같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였던가.

전의 개시 이후에 일본이 탈취하였거나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제도를 일
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 그리고 ……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도취한 모든 지

1895년 청국과의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4년 노서아(露西亞)와 전쟁을

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또 “일본국은 또 폭력 및

개시하여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감행하고 독도를 소위 편입하기 전년인

강력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고 규정하였다.

1904년 8월 22일에는 소위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사실상 한국의 실권을 장

이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포츠담 선언’의 수락과 동시에 이 선언 제8항에

악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한국은 형식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의하여 일본을 엄연히 구속하는 국제문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연합국의 일

실질상으로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사실상 일본은 한국의 완전병탄을

본 영토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은 일본 영토를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환원

위한 예비공작으로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발언권을 봉쇄할 목적으

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할진대 1905년 일본이 한국 정부에 외교고문을 파견

로 한일협약의 제2항에 의하여서 ‘스티븐’을 매수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한

하고 재정고문과 경무고문까지 파견하여 놓고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지방자

국의 외교상의 실권을 장악케 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주구인 외교고문이 이

치단체의 고시로서 편입하였다는 독도의 취득은 바로 ‘폭력과 강력에 의하

처럼 한국의 외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의 독도편입에 대하여 “외국에 의

여 약취’ 한 것임이 명백하며 일본은 마땅히 이러한 지역으로부터 구축되어

하여서 문제된 일이 없다.”고 하여 마치 한국이 독도편입을 인정한 것처럼

야 하는 것이다.

내세울 수 있는가. 이 대답은 부정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용관적인 기대
가능성이 전적으로 결여되었고 그러한 정세의 조작은 바로 일본 측에 책임

또다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비인접도서로서 인접제소도

이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일병합 전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정

와는 명백히 구별되었고, 1947년 6월 19일 일본에 대한 항복 후의 기본정

치 정세하에 취하여진 일본의 조치는 전혀 승인할 수 없는 것이다.

책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는 인접도서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일본으로부터의
독도의 분리는 이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대일평화조약에 독도를 일본에

VI.

편입한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일본으로부터 분리가 확정된 독도의

끝으로 우리는 독도문제의 해결이 중대한 관건이 되는 연합국의 일본 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도의 처리는 ‘포

토 처리방침과 그 기본정신에 언급하고자 한다. 연합국은 일본 영토의 처리

츠담 선언’으로부터 ‘일번의 항복 후의 기본정책’에 이르는 일련의 문서에 의

를 ‘카이로’ 선언과 대일평화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국제문서에 의거하였다.

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용의 없이 SCAPIN 제677호 제6

1943년 10월 27일의 ‘카이로’ 선언에서 미·영·중 삼대국은 한국인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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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래 독도의 관리 통치를 회복하였으며 그러한 상태하에서 대일평화조

1962년 7월 13일 일본 외무성 각서

약의 해당사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독
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더욱 명백히 해주는 것이다.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의 영토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단에 감
사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이 관리하는 주변 소도도 아니고 또 한국 독립
후 합중국의 입법 및 사법권의 행사에 유보된 지역도 아니였다. 더욱이 독
도에 관한 일본의 소위 ‘잔존주권’이 설립된 일도 없는 것이다.

1.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일본 정부
는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 점유를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반대
해 왔으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추어 다케시마가 의심할 여지없이 일

본 영토의 일부임을 한국 정부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반복적

VII.
상술한 바 제반 권위 있는 문헌과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독

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여전히 다케시마를 불법 점유하고

도는 역사상・지리상으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법 이론에 의하여 대한민국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

의 엄연한 영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불법으로 이의 영유권

한 불법적 점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을 주장함은 그 진실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관료들을 다케시마로부터 즉각 철수시키고 다케시마에 설치한 모든
구조물을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이 하등의 정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이 고래로부터 인지하여 왔고, 또한 울릉도

2. 다케시마의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표명한 근거 있는 견해

의 불가분의 속도로서 분명히 그 영역의 일부로서 간주하여 왔으며 대한민

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한국 대표단 구상서에 첨부

국의 주권확립과 더불어 그 관할권을 회복한 독도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도

된 의견을 통하여 1956년 9월 20일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관점을 반박하려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1956년

했다.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의견

9월 20일자 일본외무성 구상서 부첨에 표명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추호도

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삼

유효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한국

선언하는 바다.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동북아역사재단(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해제집 6권』, 154~174쪽 원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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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표명한 의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제시한다.
1962년 7월 13일, 도쿄

한편 후기 (6)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일본에서
는 지금의 다케시마를 ‘마쯔시마[松島]’ 라고 하고 울릉도를 ‘다케시마’ 라고
부르고 있었다.

＊外務部(1977), 『獨島關係資料集(Ⅰ)-往復外交文書(1952~76)』, 234~235쪽 원문 번역

일본의 다케시마 경영은 우리나라가 울릉도를 경영하고 있었던 때로 (15163)거슬러 올라간다. 울릉도는 1004년경 일본인에게 ‘우루마 섬[うるまの島]’

으로 알려졌고, 14세기 후반에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했다는 기록이 있

1959년 1월 7일자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다. 이조 초기에 조선 정부가 공도 정책을 취해 그 경영을 포기하고부터 일
본인의 울릉도 왕래가 많아졌고, 16세기 말부터 약 100년간 울릉도는 일본

(15-162)다케시마[竹島]에 관한 1959년 1월 7일자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

한 일본국 정부의 견해(37. 7. 13일자 구상서 부속)

인의 어채지가 되었다. 특히 요나고[米子]의 상인 오야 진키치[大谷甚吉], 무

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겐나[元和] 4년(1618)에 정식으로 막부로부터 울
릉도에의 도항 면허를 얻어 그 경영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케시마에는 울릉

(1) 일본국 정부는 다케시마가 예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종래부터 분

명히 밝혀왔지만, 이 입장을 여기에서 다시 강조한다.

도에의 왕복 도중에 기항했던 것이다. 간분[寬文] 7년(1667)에 이즈모[出雪]

번사 사이토[斎藤某]가 편찬한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紀)』는 오키[隠岐]의
어부들의 실제 견문담을 채록한 것인데 그 권1에

(2) 원래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예부터 일국의 고유 영토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그 나라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 경영

오키노시마 …… 서북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

해왔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마)가 있고, 또 하루 정도 가면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가 있는데, 이

일본은 예부터 다케시마에 관한 정확한 지견을 갖고 이를 그 영토로써
실효적으로 지배 경영해왔다. 이에 관해 일본국 정부는 종래의 견해에 대해

두 섬은 사람이 없는 땅 …… [隠岐嶋 …… 西北方に行くこと二日一夜に

して松島（今の竹島）あり、 また一日程で竹島（今の鬱陵島）があり、 この二島

人なき地 ……]

거듭하여 많은 구체적 증거를 들어 입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라고 적혀 있다. 1656년 혹은 그 이전에 오야 가문은 다케시마도 막부

번에 다시 한 번 일본이 어떻게 예부터 실효적으로 다케시마를 지배 경영해

로부터 배령하여 어업과 수렵을 포함해 그를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면허를

왔는가를 사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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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宝] 9년(덴나[天和] 원년, 1681) 5월 13일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결정했는데, 오늘날의 다케시마로의 도항은 (15-165)금지하지 않고 여전히

있다.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15-164) 도쿠가와 이에쯔나[徳川家綱]의 시대,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18세기 중반경 저술된 기타조노 미치안[北園通葊]의 『죽도도설(竹島圖說)』

로 가는 길목에 20정6 정도의 작은 섬이 있다. 이것은 초목이 없는 바위

에는 “오키노쿠니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서도로부터 바닷길 약 40리

섬이다. 25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 님의 중개로 막부로

정도 북쪽에 한 섬이 있는데, 이름하여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라고 한다.”

부터 배령받아 배로 건넜다. 이 작은 섬에서도 강치 기름을 조금씩 취
했다. 오키노쿠니 섬 뒤에 있는 후쿠우라[福浦]로부터 소도까지 해상 60
여 리나 된다.7

특히 ‘오키노쿠니 마쯔시마’라고 적고 있고, 또한 마쯔시마의 서도라고 적고
있는 점에서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동서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야다 다카마사[矢田高当]의 『장생죽도

기(長生竹島記)』(1801)에는 마쯔시마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은 후 “염천(炎天)
이 작은 섬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의 ‘다케시마’ 다. 즉 오야 가문은 막부

때에는 용수가 부족하다.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도해 시에 다케시마호의

로부터 다케시마에 도해하여 어업・수렵하는 면허를 얻어 막부의 공인하에

왕복에는 반드시 이 섬에 기항했다. …… 우리나라[本朝] 서해의 끝”이라고

다케시마를 경영했던 것이다. 겐로쿠[元祿] 8년(1695) 12월 26일에 이케다[池
田] 가문으로부터 로쥬[老中]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에게 제출한 답서는

그 해에 울릉도의 귀로에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땄다”
고 적고, 또한 겐로쿠 9년(1696) 1월 23일자 마츠다이라 호우키노카미[松平
伯耆守]의 각서는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로

향하는 도중이므로 들러서 수렵을 했다. 이즈모, 오키노쿠니[隠岐の國] 사람

들이 요나고의 사람들과 같이 배로 갔다. 후쿠우라로부터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까지 80리,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로부터 다케시마(지금의 울릉
도)까지 40리” 라고 적고 있다.

적고 있다.
또한 지금 남아 있는 지도를 보면, 호우키[伯耆]의 이케다번이 교호[享保]

9년(1724)에 막부의 명령에 의해 조진(調進)한 마쯔시마・다케시마의 지도에
는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좁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하는
두 섬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암초를 그렸고, 동도(東島)의 물길 쪽 바닷가

에 ‘선착장[船寄場]’이라고 적고 오두막을 그려 일본인의 다케시마 경영과 그
인식의 정확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

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안에이[安永] 4년, 1775), (15-166)곤도 모리시게

[近藤守重]의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분카[文化] 원년, 1804)를 비롯하여

겐로쿠 9년(1696) 1월에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의 경영을 포기하기로

에도 시대 중기 이후의 많은 일본 지도에 오키와 조선 사이에 두 섬이 그려
져 있고, 오키에 가까운 쪽을 ‘마쯔시마’, 조선에 가까운 쪽을 ‘다케시마’로

7

1정은 약 3,000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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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포[天保] 8년(1837)에 하마다[浜田]의 해상운송업자[回船問屋]8인 아이즈

정부가 종래부터 지적해왔던 바와 같이 조선의 고문헌을 객관적으로 검토

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이 밀무역을 하다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진 사건

하면, 거기에는 조선 측이 이와 같이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이 있었다. 이 밀무역은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의 사이에 행해진 것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겨져 왔는데, 이 사건의 판결문 중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하마다번[浜
田藩] 가로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의 부하)가 아이즈야 하치에몬에게 “가까운

즉 일본국 정부가 ‘1956년 9월 20일자 견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 도해 명목으로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로 건너

의 고문헌 중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명칭에 관해 이것이 별개의 두

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의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두 명칭 모두 한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해

도항은 금지되었어도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로의 도항은 아무 문제가 없

두 가지 설이 있고, 2도설을 취하는 고문헌에서도 1도 2명의 의심을 남겨놓

었음을 나타낸다.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全文)이 시종일관 울릉도에 관한 설명으로 우산

또한 후술하는 (7)과 같이 메이지[明治] 1년(1877∼1878)에도 당시 일본 외

도에 관해서는 단순히 섬 이름이 나오는 것뿐으로 어떤 구체적 기술도 없
다. (15-168)이는 2도설을 취하고 있는 고문헌의 편자가 우산도라는 섬 이름

무성의 수뇌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데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

을 거명할 때 실지(實地)에 관한 명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

었다.

는 것으로, 우산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근거를 배경으로 메이지 38년(1905) 1월 28일의 각

또한 한국 정부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여지지」의 “鬱陵, 于山

의 결정 및 동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거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皆于山國, 于山則, 倭所謂松島也” 라는 기술을 인용하여 우산도가 다케시마

를 시마네현에 (15-167)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실증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기술은 일본 측에서 ‘마
쯔시마’ 라고 명명하여 경영해온 섬(지금의 다케시마)이라는 것을 알고, 고문

(3) 한국 정부는 조선의 고문헌에 조선반도 동쪽 해상에 울릉도와 우산

헌에 나온 우산도를 마쯔시마에 적용시킨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고려사지리

도라는 두 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고, 우산도는 즉 현재의 다

지(高麗史地理志)』,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

케시마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의 인지 및 경영에 앞서 조

增東國輿地勝覽)』에 적힌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입증하는 자료는 되

선 측에서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국

지 않는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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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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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일본 정부가 ‘1956년 9월 20일자 견해’에 적은 바와 같이, 이조 태
종 17년 2월의 김인우(金麟雨)의 보고에 나타나는 ‘우산도’는 대죽, 생모시(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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苧)・면자(綿子) 등을 생산하고, 15호 86명이 사는 섬이라고 적혀 있어 분명

히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다.

본 측에 존재하는 안용복 도래에 관한 막대하고 상세한 기록에 비추어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그 공술이 허위로 가득 차있다는 것은 이미 일본국 정
부가 ‘1956년 9월 20일자 견해’에서 지적했다.

또한 한국 측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써 인

용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처음에 게재된 ‘八道總圖’ 및 권44의 ‘강원

도’의 지도에 우산도는 울릉도와 조선본토의 중간에 크게 그려져 있고, 여
기에 적힌 ‘우산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섬이다.

한국 측의 기록에 있는 안용복의 공술에 의하면 안용복은 오키에서 호
우키로 향하면서 “울릉도와 자산도 두 섬의 감세장(鬱陵子山兩島監稅將)”이라
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증보문헌비고』에는 ‘울릉 감세관’이라고 칭했다고 적혀 있
음), 조선에는 이와 같은 관직명은 없었고, 그는 조선 정부로부터 어떤 위임

이와 같이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의 인지와 경영에 앞서 조선 측이 이 섬을

도 받지 않았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조선의 고문헌 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물
며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 경영을 했다는 흔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최초에 도일했을 때(겐로쿠 6년,
1693)에 “울릉・자산 등의 섬을 조선의 경계(地界)로 정한다” 는 서계를 에도

(4) 일본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여러 자료를 열거하여 다케시마 경영 사실

막부로부터 얻었지만, 쓰시마의 번주가 그 서계를 탈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을 증명한 데 반해, 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견해’에서 이는 ‘일본인

도일했을 때(겐로쿠 9년, 1696) 이 일과 기타의 (15-171)불법행위를 에도 막부

의 침구(侵寇) 노략을 위한 도해’라고 규정하고, ‘지리를 숙지’하고 있었던 것

에 호소하려고 했으나, 일본 측은 당혹하여 먼저 국경을 침범했던 일본인

도 침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와

15명(울릉도에서 안용복을 체포했던 오야 가문의 종업원[手代] 등)을 처벌했다고

같은 한국 정부 주장의 전제로써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 경영 이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 공술과 전혀 다르다.

전에 조선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찌되었든 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울릉도 어로는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이 막부로부터 인정받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었는데, 조선인이 출어하기 시작했다. 이에 겐로쿠 6년(1693)에
조선인 출어의 산증인으로써 안용복 등을 붙잡아 일본에 데리고 왔다. 막

(15-170)(5) 또한 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견해’에서도 안용복의

부는 안용복을 조선에 송환하면서 쓰시마 번주 소 요시쯔구[ 宗義倫]로 하

공술을 갖고 다케시마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로 삼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금 조선인의 울릉도에의 출어 금지를 조선 측에 교섭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숙종실록(肅宗實錄)』 및 『증보문헌비고』의 기술은 국금(國

따라서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하는 서계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있

禁)을 범하고 해외로 나갔던 범인이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의 공술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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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또한 그를 체포했던 자가 처벌된 적도 없다. 이와 같이 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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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변사의 취조에 대한 공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허황되게 윤색하고 있다.

메이지 시대 초까지 일관되게 울릉도를 ‘다케시마’, 오늘날의 (15-173)다케시

겐로쿠 6년에 안용복이 일본에 끌려와 조선으로 송환되기까지의 기간에 울

마를 ‘마쯔시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후 특정 시기 명칭의 혼란은 이하와

릉도 문제는 일본과 조선 간의 큰 외교문제가 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도일

같이 울릉도에 대한 유럽인의 측정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 즉 그 경위를 보

한 안용복은 울릉도를 둘러싼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

면, 1787년 프랑스의 갈로프 드 라 페루즈(Galaup de la Perouse)가 울릉도

리한 창작을 해서 비변사에 공술했던 것이다.

에 이르러 이를 다즐레(Dagelet) 섬이라고 명명하였고, 1797년에 영국의 윌
리엄 로버트 브로이튼(William Robert Broughton)이 마찬가지로 울릉도에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안용복의 공술은 허위로 차 있어 (15-172)신

대해 아르고너트(Argonaute) 섬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그런데 브로이튼

빙성을 결여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일본국 정부가 ‘1956년 9월 20일자 견해’

이 이 섬의 경위도를 잘못 측정했기 때문에, 그 후 유럽의 지도에 울릉도가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인(私人)인 그의 언동은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를

다즐레, 아르고너트의 두 섬으로 기재되었다. 1840년에 시볼트가 일본지도

주장하는 근거로 하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를 만들 때 종래의 일본지도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마쯔시마(지금의 다
케시마)라고 적혀 있던 것에 잘못해서 다케시마를 아르고너트 섬으로, 마쯔

또한 한국 정부는 “안용복의 도일 담판사건이 당시의 일본국 정부에 큰

시마를 다즐레 섬이라고 했다.

충격을 주어 이에 의해 일본국이 자국민의 이 방면 출어를 금지했다”고 적
고 있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즉 안용복이 다

그 후 브로이튼의 측정은 부정확했다는 것이 판명되어 유럽의 지도에서

시 도일하여 호우키에 당도한 것은 겐로쿠 9년 6월 초이고, 요나고의 오야,

아르고너트 섬이 말소되었고, 울릉도는 다즐레 섬(마쯔시마)으로만 쓰게 되

무라카와 두 가문이 울릉도에의 도해 금지 제도가 쓰시마 번주 및 호우키

어 유럽의 지도에서는 종래 ‘마쯔시마’라고 불리었던 울릉도가 ‘마쯔시마’ 가

번주에게 통달된 것은 이로부터 전인 겐로쿠 9년(1696) 1월 28일이다.

되었던 것이다.

(6) 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견해’ 중에서 일본의 문헌 중 마쯔시

이와 같이 유럽인의 측정 오류에 기인하는 (15-174)다케시마, 마쯔시마

마와 다케시마를 혼동하여 어느 것이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지칭하는지 알

두 섬의 이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05년 2월에 종래의 ‘마쯔시마’ 가 시

지 못한다고 하여,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 의문을 던지려고

마네현에 편입되었을 때 이것이 ‘다케시마’로 정식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시도하고 있다.
(7) 메이지 9년, 10년, 11년 사이에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마쯔시마와 다케시마 두 섬의 변천에 관해서는 이미 ‘1953년 7월 13일자
일본국 정부 견해’에서 기술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기술하면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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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울릉도를 바라본 자가 이것을 ‘마쯔시마’라고 하여 개척 신청서를 일
본국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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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견해’에서 이 개척 신청서 심의에 즈음하

시마라는 것이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라면 그에 속하고, 만일 다케시마(지

여 외무성의 다나베 공신국장은 “‘마쯔시마’(독도)는 우리나라가 명명했지

금의 울릉도) 이외에 있는 마쯔시마라면9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 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다. …… ” 라고 하며 개척을 허락하

…… 그 마쯔시마 ‘데라세’ 섬이라는 것은 본래 다케시마 즉 울릉도이고, 우

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이 주장은 단지 자

리의 마쯔시마는 서양명 ‘호넷 락스(Hornet Rocks)인데 …… 이 호넷 락스

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왜곡하여 기록 중의 한 구절만을 인용한 것이다.

가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은 각국의 지도 모두 같다”, “구 막부가 무사(無事)
를 원해 ……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를 …… 조선에 (15-176)양도한다 하

당시 외무성에서는 마쯔시마라는 섬의 개척 신청서 제출에 즈음하여, 이

섬이 과연 어떤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찰할 필요가 있
는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그때 다나베[田辺] 공신국장은 “마쯔시마가 우산도라고 하는 자가 있다”

더라도 마쯔시마(지금의 다케시마)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로부터 우리 가
까운 쪽에 있다면 일본에 속한다. 조선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만
일 시찰의 결과 마쯔시마가 울릉도와 별개라면 이나바[因幡], 오키, 이와미
[石見] 등에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메이지 13년 9월, 군함 아마기[ 天城]가 가서 실제로 이 섬을 측량한 결과,

는 가설에 관해 논했던 것이다.

이 문제의 마쯔시마는 울릉도이고, 울릉도 부속섬에 죽서(竹嶼)가 있다는
(15-175)한국 정부의 견해의 첫 번째 오류는 이 인용구를 다나베 국장의

것이 명확해졌다.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오류는 이 가설에서 들고 있는 마쯔시
마를 독도라고 하여 지금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다고 곡해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마쯔시마 개척 신청서의 심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메이지 초기

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쯔시마는 현재의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

에도 일본국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여, 그 인식에

라, 개척 신청서가 제출되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마쯔시마를 의미하는 것

입각하여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다. 다나베 국장은 이 마쯔시마가 울릉도에 속한 우산도라는 것인지(이 경
우 우산도라는 이름은 조선 측의 고문헌을 보고 말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다케

(8) 한국 정부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술한 (3)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혹시 정

편입한 것은 1905년까지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분으로 생각

말로 그렇다면 개척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

하고 있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 정부가 종래

는다.
9

또한 이 논의에서 와타나베 고키[渡辺洪基] 9 기록국장은 “이 이른바 마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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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본 측 견해 및 금회의 견해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케시마가

는 것은 의무로 되어 있지 않다.

고래(古來)로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며, 전술 (6)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시마네현 고시보다 20여 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마쯔시

이에 관한 학설을 보면, 예를 들면 오펜하임(International Law I, 8판 559

마 개척 (15-177)신청서’를 심사한 외무성의 요략(要略)은 다케시마가 일본령

쪽)도, 구겐하임(Trait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I, 441쪽)도 타국

에 속하고, 조선 측도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에의 통보를 영토취득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미 일본국 정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28년의 팔마스 섬 사건

각의결정에 이은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 영유

에서는 콩고에 관한 1885년 베를린 의정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를 일본의 근대 행정구분 속에 편입하여 공시한 것

덜란드 정부가 타국에 통보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An obligation for

으로, 이에 이은 일련의 사실은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 점유 및 경영에 의

netherlands to notify to other Powers …… did not exist.)고 판결했고, 1931

한 주권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년의 클리퍼튼 섬 사건의 판결에서도 프랑스가 영토취득을 타국에 통보하
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1885년의 베를린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통보 의

상기와 같이 시마네현 고시는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지사에 의

무는 이 경유에 적용되지 않으며, (15-179)어떠한 방법이든 영토취득 행위에

해 발표되었고, 이에 관한 절차는 당시 일본이 채용하고 있었던 통상의 편

공시성이 부여되었다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두 판결은 모두 영토취

입방법에 의한 것으로 다케시마에 특별히 취해진 조치는 아니다.

한국 측은 시마네현 고시가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다케시마 편입을 일본
의 일반 국민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에 반

득의 요건으로써 외국 정부에의 통보가 의무라고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법협회의 1888년의 선언이 외국에의 고시를 필요
로 하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동 협회는 그 해에 회합을 갖지 않았다.

하는 놀랄만한 주장이다. 실제로 시마네현 고시는 메이지 38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보에 게재되었고, 또한 동년 2월 24일자 산인[山陰]신문 제5912호
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1888년의 국제법학회에 의한 선언이라고 생각되는데, 동 선
언에서도 외국에의 통보는 필요요건이 아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고시는 외국에 (15-178)통보되지 않았

La notification de la prise de possession se fait, soit par la

기 때문에 국제법상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publication dans la forme qui, dans chaque Etat, est en usage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조약상 특별한 의무를 갖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콩고

pour la notification des actes officiels, soit par la voie

지역에 관한 1885년의 베를린 의정서)를 제외하고 영토 취득을 타국에 통고하

diploma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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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각국의 관행에 따른 형식에 의한 공표라도 무방하다고 밝히
고 있다.

(9) 한국 정부는 게다가 ‘1959년 1월 7일자 견해’에서 전후 연합국에 의
한 일본 영토 처리방침에 관해 이를 다케시마 문제 해결의 중대한 열쇠라고
하고, 카이로 선언,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SCAPIN 제677호 등에 의해 다

이상과 같이 무주지 선점에 관한 학설, 선례가 외국 정부에의 통보가 의무

케시마의 일본국으로부터의 분리는 확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 이미 고래로부터 일본이 이를 인식하고 유
효하게 경영해왔던 지역이면서 더욱이 타국에게 빼앗겼던 적이 없는 지역에

그러나 일본국 정부가 ‘1956년 9월 20일자 견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해서는 더욱 (15-180)이러한 통보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전후의 일본 영토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졌
다. 평화조약은 한일병합 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것을 인정

또한 다케시마의 경우에는 시마네현에서 고시가 발표되었고, 이 고시는
실로 상기 학설 또는 판례가 말하는 공시(notoriety) 또는 공표(publica

한 것이지만, 한일병합 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던 영토를 독립한 한국에 새로
이 할양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강욕(强慾)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행정기관에 의한 고시의 이러한 명백한 성격에 눈을

가리고, 단순히 외국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조치의 비밀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당치않은 것이다.

의해 약취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국 정부가 종래의 견해에서
거듭 말해온 바와 같이, 다케시마는 고래로부터 일본국 및 일본국민이 평화
리에, 나아가 공공연하게 이를 영유하여 유효하게 경영해왔고, 어떠한 외국
으로부터도 이를 빼앗긴 적이 없는 지역이므로, 어떠한 의미에서도 일본국

나아가 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견해’에서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이 한국에게서 다케시마를 약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케시마 편입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일련의 침략행위의 일환이
었다”고 기술하고, 또한 1904년의 한일협약에 의한 외교고문의 임명이 다

(15-182)한국 정부는 SCAPIN 제677호 및 1947년 6월 19일자의 ‘일본에

케시마 편입의 유효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적고 있는데, 한국이 시마네현 고

대한 항복 후의 기본정책’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시 이전부터 다케시마를 유효하게 경영하고 있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국 정부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러한 논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 동 섬 편입이 침략행위인 것 같은 주권국에

SCAPIN 제677호는 포츠담 선언 제8조를 특히 인용하여 동 지령이 연합국

대한 중대한 비난은 가장 고도의 확실성을 갖고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 의한 일본의 제 소도의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것으로, 한국이 전혀 사실에 반하는 독단으로 이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결

1947년의 대일기본정책은 ‘항복 후의 일본국에 관한 일반적 성명’으로, 어

코 용인할 수 없다.

느 것도 다케시마의 소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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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CAPIN 제677호 자체도 다케시마는 명확히 조선과는 별개의 대상
으로써 조선과는 별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화조약이 SCAPIN 제677
호에 의해 행정 분리된 울릉도, 제주도 및 다케시마 세 섬 중 울릉도 및 제

이 기회를 빌어 한국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에게 한국 측이 확신하는 바
를 재차 강조한다.
1965년 12월 17일, 도쿄

주도 두 섬에 관해 일본의 포기를 규정하고, 다케시마에 관한 어떠한 규정
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케시마는 일본국이 독립을 승인한 ‘조선’ 혹

＊外務部(1977), 『獨島關係資料集(Ⅰ)-往復外交文書(1952~76)』, 282쪽 원문 번역

은 일본국이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을 나타내는 것이다.
1962년 7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해제집 6권』, 175~196쪽 원문
번역

1965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각서
한국 대표단은 1962년 7월 13일자 일본 외무성 구상서 No. 228/ASN
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
한다.
이미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
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합법적인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정
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제기한 일체의 주장은 전혀 고려할 가
치가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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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에 관한 교환각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누차의 진정과 중대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
에의 침입, 다케시마 주변의 일본 영해에 있어서의 어로 및 동 섬에 있어서
의 한국의 국토 표식과 등대의 설치와 같은 불법 행위가 한국 관헌과 국민

에 의하여 빈번히 범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 섬의 사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최근에 파견된 일본 감시선이 동 섬으로부터 돌여(突如)하게 사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해안경비대를 주둔시
켜 경비케 함으로써 사실상으로도 이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고 당황한 나머

2. 본 문제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의 해석을 요하는 영토권에 관한 분쟁이

지 동 섬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는 간책(奸策)을

니만큼 유일의 공평한 해결책은 국제재판소에 부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제안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독도가 본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강조

일본 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절실히 기대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본 건에 관하여 양국 간에 왕복한 각서는 다음과

한국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기를 이

같다.

에 제안한다.

3.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도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구인 국제사
법재판소에 본 분쟁의 최고 결정을 위탁하는 데 역시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일본 외무성 각서

확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일 내에 승낙의 회답을 수리할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는 위 재판소가 도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결정에도 신의로써 응

외무성 158/A5

할 것을 자신이 이에 서약하는 바다.

외무성은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케시마의 영유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할 영광을 가진다.

4. 동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택되어야 할 가장 원망(願望)되는
방법은 양 정부가 앞으로의 분규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구

1.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는 것을 확신하므로 수다의 기회에 그의 각서로써 특히 1954년 2월 10일자
의 외무성의 각서 15/A2로써 동 섬은 한국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혀 무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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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무성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에서와 다케시마 주변
에서 번잡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공동과도조치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한국대표부에 통지하는 바다.
본 성은 귀 대표부가 전기 제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여 동 제안에 대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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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견해를 본 성에 통고하기를 요청한다.

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혀 무근한 가설에 기초하여 사실상 수긍할 수 없는
1954년 9월 25일
동경

한 한국 정부는 종전에 제시한 바와 같은 동일하며 명백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동항의를 반박하는 바다.

전기(前記) 일본 정부의 제안 각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안은

2.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사법적인 가장으로써 허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여 시초부터

가장으로써 허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

독도 영유권을 한국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해결

하여 시초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

을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치 않는 동시에 전기 일본 정부의 제안은

재판소에의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런 분쟁도 있을

다만 잠시적이라도 자국을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 놓으려고 하는 기도를 폭

수 없는데도 유사적 영토 분쟁을 조작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독

로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반박 거부하는 다음과 같은 각서를 일본 외무성에

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기를 제안함으로써 소위 독도 영유 분쟁

제출하였다.

에 관하여 다만 잠시적이라도 자국을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그러함
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완전하고 논의할 여지없는 영토권과 타협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일본을 위하여 가자(假字) 주장을 내세우려고 기도
하고 있다.

대표부 각서
3. 가지(加之) 한국은 40년 이상이나 제국적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주일대표부는 일본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독도 영유의 문제

그의 권리가 약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일본에게 환기시키는 바다. 일본 정부

에 관한 1954년 9월 25일자 귀 성의 각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침략은 차차로 진행되다가 1910년 전한국의

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귀 성에 송달하는 영광을 가진다.

일본과의 병합으로서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실제적인

1. 허다한 기회에 한국 정부가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독도는 태고시대부터
한국 영토였고 또 현재에도 한국 영토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

목적을 위하여 1904년에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을 장악하고 그 당시
일본은 한국에 소위 한일의정서와 한국과 일본과의 최초 협정을 강요하였
다. 시마네현청이 독도를 자칭하여 그의 관할권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협

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일본 주장을 무근한 것이라고 할 뿐 아

정의 일년 후였다. 그리하여 독도는 일본 침략의 희생으로 된 최초의 한국

니라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하여 왔다. 전술한 각서의 제1항에 명시한 항의

영토였다.

가 다만 과거 각서의 반복에 불과하며 또 그것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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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시종일관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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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鑑)하여 한국 국민은 일본이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
지 대단히 의구하고 있다.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 제안의 거부에 대한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 성명서

4. 주위의 제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한국 국민에 대하여 독도는 동해에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떨어진 1개의 소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

제기하자는 9월 25일자의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한국 정부의 행

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實例)다.

동은 1954년 10월 28일자의 각서로서 주동경 한국대표부에 의하여 외무성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주권을 보전할 결의를 가

에 전달되었다.

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임시적이며 또 국제사법재판소 앞에서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에 관하여 추모의 의아(疑訝)

독도에 대한 한국 주권을 의의에 부칠 수 없다.

도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혀 무근한 용납지 못한 논쟁을 주장하여 왔
5.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반박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

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헤이그[海牙]에 있는 가장 공평하고 권위 있는 국제
재판소에 분쟁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 영토의 불가결한 일부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
지 일본 정부가 가질지 모르는 독도에 관련한 여하한 질의에도 항상 응답할
것이다.
본 대표부는 귀 성에게 재차 경의를 표하는 바다.

한국 정부가 무슨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를 기피하는지 이해하기가 곤

란하다. 일본 정부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희망으로써 행
한 제안을 한국 정부가 수락하기를 거부하는 한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 문

1954년 10월 28일

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954년 10월 28일

동경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자 일본 외무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158쪽

성 문화정보국은 아래와 같은 가소로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국의 입장
을 유리하도록 전개하였다.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 개론』, 152~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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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ntrated on the policie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which
had the decisive powers to the new order of the territory in the regions. As

The Historicity and Political Meanings of the Dokdo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een from before and after
the Colonial Periods in Korea
Jeon Sangsook

It is clear that Dokdo issue is politically formed when we consider historical
context of Korea-Japan relations. It was issued by Japan from the view point
of development of Modern state of Japan exercising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Public announcement of Shimanegen[島根顯] and the article
about territory of Treaty of San Francisco were made in the realistic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regardless of Korean will as lik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liberation were. Therefore, it requires great care to
consider the ‘critical date’ of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Dokdo issue
because it is on the assumption of ‘legal disput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Dokdo issue is a ‘political dispute’ all the way as we have seen
historically.
KEYWORDS

Dokdo issue, political dispute, legal dispute, critical date, historicity

the results, many points of the policies of US and UK on the Dokdo
problems have been elucidated, mainly by analysing the territorial related
documents of US and UK o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t many studies to analyse the Japanese
responses to the Dokdo problem, except for what is called the robby theory
which has suggested that Japan should strongly press US to recognize the
Japanese sovereignty to Dokdo. But, it is necessary to think much of
Japanese responses in studying the decision of the post war new territorial
order. The reasons are the next two.
Firstly, Atlantic Charter and the Potsdam Declaration promised to Japan
that the native lands would belong to the Japanese sovereignty, and
furthermore, Japan was never passive in deciding the territorial distributions,
because the cold war regime necessarily elevated the status of Japan.
Secondly, it is great meaningful to analyse how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Dokdo problem in the period of the formations of the post
war territorial order to verify the credibility of Japanese claims on Dokdo as
a native land, because Japan had a certain power to the territorial problems.
So, this paper discusses how Japan responded to the territorial problems,
mainly by analysing the Japanese side's official documents o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concludes that the response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decisive period when the new territorial orders were formed never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 Japan’s Views of Territory
and Responses during the Negotiations ov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upported the current Japanese position that Dokdo is native and so naturally
belongs to the Japanese Sovereignty.
KEYWORDS

Chang Bakjin

Peace Treaty with Japan, territorial problems, Dokdo(Liancourt
Rocks), the responses of Japanese government, the native land.

Most of the studies on the post-war territorial problems in East Asia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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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Japan Talks and Dokdo : The Responses of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ho Younsoo

KEYWORDS

Dokdo, Takeshima, the South Korea-Japan Talks,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South Korean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 of
Official Documents to Solve Disputes, the Peace Line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ac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regard to
the Dokdo issue during the South Korea-Japan talks in 196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ublicly confirmed that Dokdo is part of Korean

「The Exchange of Notes for the Dispute Settlement」

Negotiation and Dokdo Problem

territory by declaring the Peace Line. Japan pursued strong domestic policies
in order to take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following the proclamation

Choi Heesik

of the Peace Line, yet South Korea’s aggressive counteraction prevented
Japan from changing the reality that South Korea exercises effective control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he study confirmed

over the islets. This paper analyzes the response of South Korea and Japan

that the policy makers in Japan and Korea in 1965 prioritized the Korea-

against the Dokdo issue during the South Korea-Japan talks in three periods:

Japan relationship over the territorial issue on Dokdo, which had a lower

from 1951 to 1960; from 1961 to 1965; and the year 1965 when the

strategic value, and thus, that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which could be

“Exchange of Official Documents to Solve Disputes” was defined at the

called “a temporary agreement method in Korea-Japan Talk”, which meant

conclusion of the bilateral talks.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why th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nsents to Korea’s effective occupancy on

Dokdo issue, which was not part of the agenda of the talks, was discussed,

Dokdo while the two countries in practice share the surroundings of Dokdo

what was Japan’s policy on Dokdo, and how South Korea responded.

and that the two countries strive to make the Dokdo issue not become a

During the South Korea-Japan talks, Japan maintained its stance that

reason for the conflict between them. This tentative settlement can be called

Dokdo is the subject of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Dokdo Approach” which is to separate “territorial sovereignty problem”

needs to be adopted as an official agenda of the talks to find solutions,

and “problem related to interests between two nations”. In that sense, Dokdo

whereas South Korea’s basic position wa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Approach is the trial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 of “modern” territorial

thus no dispute exists regarding the island. The two countries were engaged

dispute by “post-modern” interdependence, so can become model for East

in a fierce,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due to this territorial issue until the

Asia territorial dispute.

end of the talks. 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 and Japan managed
to conclude the Korea-Japan treaty through the bilateral talks, which faced
continued difficulties, and to study the stance taken by the United States

KEYWORDS

Territorial Dispute,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Problem, Korea-Japan Normalization, Temporary Agreement Method

when its two allies were confronting each other over Dokdo, by referring to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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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ing Japan’s Reevaluations and Policy Changes over
Dokdo :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Minutes of the
Japanese Diet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Korean Media and the Dokdo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 based on 1961~1965 Foreign Affairs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Park Sunyoung

Jung Miae

This thesis is intended to explore the way Korean media dealt with the
Although Japan concretely and stubbornly insists its ownership of Dokdo,

Dokdo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from 1961 to 1965

which is called Takeshima in Japan, nowadays, its claim over these islets ha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 As an analytical frame work, the notion of

not been consistent in the overall postwar period. In the aftermath of the

‘strategic approach’ is employed in contrast to ‘fundamentalist approach’

Second World Wa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ate Dokdo’s strategic

which have prevailed in the media since 1990 in Korea.

values high unlike nowaday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evaluated its strategic values and strengthened its claim over Dokdo.
This article aims to make clear why Japan’s evaluations and policies on

The strategic approach views the matter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as
a domestic or diplomatic issues whereas the fundamentalist approach seeks
to delve into it in the context of history along with other considerations.

Dokdo islets have changed chronologically. In order to reveal Japan’s initial

Sasanggye, a monthly magazine which represents the intellectuals at that

orientations toward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this article examines

time, and Donga Ilbo and Chosun Ilbo, two major daily newspapers in

the minut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study the co-relation between the

from 1950 to 1965, that is the period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pproaches o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the Dokdo issue.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major newspapers, which are in favor of the

This article tries to uncover what kind of discussions on Dokdo hav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talks between the two nations, took strategic

prevailed in the Japanese Diet and what kind of political and international

approach, and the Sasanggye, critical of the talks, took fundamentalist

environments have intensified the importance of Dokdo issue, focusing on

stance. It is concluded that the more in favor of diplomatic relations the

the Diet sessions in which Dokdo issue was highly mentioned. As a result of

media are, the more the media are likely to take strategic approach and the

this examination, this article traces the alternation of the Japanese

more critical of diplomatic relations media gets, the more fundamentalist

evaluations and policies on Dokdo in in the early postwar period, according

they become.

to the cabinet change(Yoshida Cabinet → Hatoyama Cabinet → Ishibashi
Cabinet → Kishi Cabinet →Ikeda Cabinet → Sato Cabinet).

KEYWORDS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Dokdo issue, Korean media, Fundamentalist approach, Strategic approach

KEYWORDS

Dokdo, takeshima,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Japanese cabinets, the minut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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