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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한일협정은 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진 의 미국은 소련과 중국 중심

의 공산진 에 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자유진 에 편입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회복을 강요했다. 한일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독도 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있어서는 토 침탈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 로 독도의 토주권

은 절 로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결국 한국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독도의 토주권만을 관철시키며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입장은 독도에 

한 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1) 일본정부는 사실상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 본 연구는 2012년도 구 학교 연구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구 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1)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 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p.23-322, 송병기편(2004)독도 유권자료선집자

료총서34, 한림 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1-278, 이한기(1969)한국의 토서울 학교출판부,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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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을 묵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에서는 “양국이 교환공문에 합의하여 독도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조정에 의해 해결한다”고 약속했다고 주장

했다.2) 오늘날의 일본정부는 죽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토라고 주장한다. 즉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토로서 관리한적 없기 때문에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일본

토에 편입하여 일본의 신 토가 되었다. 종전 후 일평화조약에서의 토처리는 죽도가 

일본 토로서 처리되었다. 그런데 한국이 이승만라인을 선언하여 불법적으로 일본의 죽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그 이후 한국은 일본의 죽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3) 

그렇다면, 과연 일본정부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한 일본 의회의사

록을 분석하여 한일협정 이후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해 어떠한 인식으로 어떻게 처하

는가를 분석하여 독도 유권에 관해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한일협정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국회의사록을 분석하여 독도의 유

권에 관해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2. 정부의 잘못된 일평화조약 ‘죽도’처리 비난

일본정부는 1951년 9월 8일 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난후, 일본국회에서 죽도는 일본 토

로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4) 그러나 한일협정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독도문제를 분쟁

지역화 하려고 시도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5) 이것은 종래 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2013)｢다시 ‘죽도(竹島)문제’에 하여｣, 송휘  엮음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학적 연원도서출판 지성인, pp.41-54

 2)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3)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下條正男(2004)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

のか文芸春秋, p.61, 太寿堂鼎(1966)｢竹島紛争｣国際法外交雑誌第64巻 4-5合併号, p.130, 高野雄一

(1962)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pp.347-349, 日本外務省ホームページ｢パンフレット ‘竹島問題を

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검색일: 
2013.8.30)

 4)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저・곽진오・김현수역(2008)한일간 독도・죽도논쟁의 실체책사랑 참조.
日本外務省ホームページ｢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검색일: 2013.8.30)

 5)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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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로 결정되었다고 하던 일본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국회에서 일평화조약에서도 죽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

는가에 해 정부위원과 야당 전문위원 간에 공방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야당 전문위원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寿)는 1970년 3월 24일 일평화조약 이후의 죽도

상황에 해 ｢니시무라(西村) 발언이라는 것이 20년에 걸쳐 논의되어온 것인데, 현재 사토(佐

藤)내각에는 그런 관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경솔한 것 같습니다. 과거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만 잘 피해가면 좋은 관리라고 생각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기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이것은 훗날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1951년 10월 22일에 중의원의 평화조

약 및 미일안보조약 특별위원회에서 ‘일본 역참고도(日本領域參考圖)’가 배포되어 잘 보니, 

일본해 위에 검은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 위에 ‘죽도’가 있었다.｣6)라고 하여 1951년 일평화

조약에서 일본정부는 죽도가 일본 토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국회

에 배포된 자도자료 ｢일본 역참고도｣에 의하면 죽도가 한국 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일본 토라고 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 토로 

결정되었다고 속임수를 섰다고 비난했다.  

또한 야마모토 위원은 ｢방금 말한 지도(일본 역참고도-필자 주)에는 하보마이(歯舞), 시코

탄(色丹)과 같은 섬이 역시 역 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의 생각은 지금의 죽도문제

도 이 하보마이(歯舞), 시코탄(色丹)문제7)도 정부는 주의해서 즉시 이에 한 수거를 한다거나 

향후 지도에는 그 점을 표기한다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니시무라(西村) 

조약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맥아더라인이지 토의 경계가 

아닙니다. 질문은 전부 없었던 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셨습니다.｣8)

라고 지적했다. 즉 당시 니시무라 조약국장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일본 역을 최 한 넓게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죽도는 물론이고 하보마이, 

시코탄까지 일본 역에서 제외된 지도를 국회에 배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죽도에 해 토주권 의식이 결여되어 죽도가 한국 토가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국익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6)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寿)｣[015/219]63-참중의원-예산위원회- 6호, 1970년3월24일,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모음집, p.1178

 7)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寿)｣[015/219]63-참중의원-예산위원회- 6호, 1970년3월24일,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모음집, p.1178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0

 8) ｢아리타 케이스케(有田桂輪)｣[016/219]63-참의원-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해서...- 8호, 1970년4월2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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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본 역참고도｣는 당시 일본정부 측에서 보는 죽도의 유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측은 연합국에 의해 그려진 

｢일본 역참고도｣를 국회에 배포하 고, 그 지도에는 죽도가 한국 토로 표기되었던 것이

다.9) 오늘날 죽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당시 조약국장이 ‘｢일본

역참고도｣는 맥아더라인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비난했다. 일평회조약 

체결 직전에 일본국회에 배포된 ｢일본 역참고도｣에 죽도가 한국 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 토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음을 의미했다. 

야당 전문위원 아리타 케이스케(有田桂輪)는 1970년 4월27일 SCAPIN 677호에 관해 ｢1946

년 1월 29일의 최고사령관의 각서인 양해각서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죽도도 포함시킨 것입니까?｣10)라고 질문했고, 이에 해 가와무라 세이치(川村清一) 정부위

원은 ｢이는 일본이 항복하여 점령 하에 두고 어떻게 일본에 해 점령행정을 하는가 하는 

편의적인 조치로 이에 따라 일본국의 역이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이해해야할 성질의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결정

된다.｣11)라고 하여 임시방편의 조치로서 최종적인 토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사실은 평화조

약에서는 독도의 지위에 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12) 그래서 독도가 일본 토로 결정되었

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 이후 독도문제에 한 연합국의 명령이 변경된 

적이 없었다.13) 따라서 독도에 한 연합국의 최종적인 조치는 SCAPIN 677호이었다.14) 연합

국의 최고사령부의 각서(SCAPIN 677호)는 지금도 유효하여 독도 유권에 한 연합국의 입

장이 되는 것이다.15)         

하지만, 사토 에사쿠(佐藤栄作) 국무 신은 ｢저는 죽도에 관해서도 일본 고유의 토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죽도의 귀속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논의의 여지가 없지

만 일본은 국제적인 문제는 모두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기본적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에도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공정하고 다타당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16)라고 하여 

 9) 毎日新聞社編(1952)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 pp.3-21, 高野雄一(1962)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pp.347-349, 太寿堂鼎(1966)｢竹島紛争｣国際法外交雑誌第64巻 4-5合併号, p.130

10) ｢아리타 케이스케(有田桂輪)｣[016/219]63-참의원-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해서...- 8호, 1970년4월2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1

11) ｢가와무라 세이치(川村清一) 정부위원｣[016/219]63-참의원-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해서...- 8호, 1970
년4월2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81

12) 김병렬(1998)｢ 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보전협회독도 유권과 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p.165-195

13) 최장근(2009.11)｢‘총리부령24호’와 ‘ 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14) 상동
1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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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총리는 독도문제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여 표면적으로는 죽도가 일본의 고유 토라는 

입장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 토

로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었다. 만일 종래의 주장처럼 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 토로 결정되었다면 사토총리가 죽도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그때마다 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 토로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해왔지

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3. 정부의 한일협정에서 ‘죽도’처리 잘못 비난

3.1 한일협정에서의 한국의 독도 유권의 관철

종전 후 한일 양국이 국교를 회복했던 한일협정에서 독도에 해 일본이 유권 주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섬임을 묵인했던 협정이었다.17)

이러한 사실은 1965년 12월 26일 일본국회에서 야당의원의 질의를 받고 사토 에이사쿠(佐藤

栄作)총리의 답변｢자세히는 추후에 외무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18)라고 신한 시이

나 외무 신의 답변을 통해 더욱 명백하다. 

야당 전문위원 다다 쇼고(多田省吾)는 1965년 12월 26일 한일협정에 해 ｢한일조약비준은 

지난번 정부, 자민당의 강행돌파로 인해 비준되었지만, 저희가 우려했듯이 한국이 죽도에 

한발 앞서 전관수역(專管水域)을 설정한 매우 안타까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19)라고 한일협

정에서 독도문제에서 양보한 것을 비난했다. 이 전관수역의 재판관할권도 연안국이 갖기로 

합의20)했던 것이다. 이에 해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 신은 ｢일찍이 한국이 

이를 자국 토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16) ｢사토 에사쿠(佐藤栄作) 국무 신｣,  [023/219]65-참의원-본회의- 3호, 1971년1월26일, 일본국회독도관
련기록모음집, p.1190

17)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18)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 [242/254]51-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5년12월26일, 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모음집, p.1150

19) ｢다다 쇼고(多田省吾)｣, [242/254]51-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5년12월26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50

20) ｢나라자키(楢崎)위원과 후지사키(藤崎) 정부위원｣, [242/254]51-중의원-내각위원회-16호, 1966년3월17
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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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희들은 당연히 전관수역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21)라고 하여 

한일 양국 간에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이 독도 유권에 해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65년 12월 26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 신의 말에 의하면 일본 측에서도 ｢저희

들로서는 이는 일본 고유의 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전관수역(專管水

域)을 설정한다는 정보를 미리 접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죽도’라는 이름은 물론 표면에 

들어내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마네현 소속도서(島嶼) 전반에 걸쳐 전관수역

을 설정하고자 합니다.｣22)라고 하여 한국이 독도를 자국 토라고 취급하여 전관수역을 설치

하더라도 일본도 죽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전관수역도 설치하여 

적당한 시기에 양국의 외교를 통해 죽도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마네

현에 설치하겠다던 독도주변 전관수역은 없었고, 한국이 설치한 전관수역만 효력을 발휘하여 

이 전관수역에 의해 한국은 독도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  한일협정에서는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 토임을 일본에 분명히 했고,23) 그것을 

바탕으로 독도주변 12리에 전관수역을 설정하여 일본어선의 출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관리했

던 것이다.24) 이에 해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죽도의 유권을 주장하고 항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측의 전관수역 설치 등 실효적인 유권 강화조치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3.2 일본국회의 ‘죽도문제’  처리에 관한 진실 공방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정부는 죽도문제에 관해 사실 로 언급하

지 않고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립되어 향후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제3국이 중재하기로 했다.｣25)라고 하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했고 

유권문제에 있어서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일본국회에서 야당 전문위원

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야당의 나라자키(楢崎)위원은 1966년 3월 17일 이승만라인에 해 ｢이승만라인 문제도 그

21)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국무 신｣, [242/254]51-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5년12월26일, 일본국회
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50

22)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국무 신｣, [242/254]51-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5년12월26일, 일본국회
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50

23)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24) 동상
25)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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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습니다. 죽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면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상 방의 

해석과 어긋납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 한 문제에 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게을리 하는 거죠?｣26)라고 하여 이승만라인문제와 죽도 유권 

문제를 이번 한일협정에서 명확하게 합의하여 일본 토로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하뉴 산시치(羽生三七) 위원27)과 7월 11일, 노하라 사토루(野原覚) 위원은 1966년 3월 23일 

한일협정 이후 죽도문제에 해 ｢외무 신, ‘죽도’ 말입니다만,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하여 한일협정 이후 일본이 죽도 유권에 해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질문했다. 이에 해 외무 신 시이나 에쓰사부로 위원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해 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제해결에 나서고자 합니다.｣28)라고 

하여 한국정부에 해 일본의 입장을 제기할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변명적으로 답변했다.

야당위원 노하라 사토루(野原覚)는 1966년 7월 11일 국교회복 후 독도에 한 유권을 

한국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여 ｢국교회복 후, (중략)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죽도에는 군 가 경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에는 과거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이었던가요? 이것이 실효적으로 국에 점유되었던 때와 

같은 상태가 죽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히 협상으로 

옮겨야합니다. 외무 신, 당신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29)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적극

적으로 한국에 해 유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이 국에 

점유된 것과 같이 독도가 한국에 완전히 점유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해서도 시이나 

외무 신은 ｢아니,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기다렸다가 외교

협상을 시작하려하고 있습니다.｣30)라고 동일한 답변으로 변명했다. 

이에 해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은 ｢죽도문제는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상태로 

향후 외교절충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침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31)라고 하여 

26) ｢나라자키(楢崎)위원｣, [242/254]51-중의원-내각위원회-16호, 1966년3월17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
음집, p.1152

27) ｢하뉴 산시치(羽生三七) 위원｣,  [243/254]51-참의원-예산위원회-16호, 1966년3월23일, 일본국회독도관
련기록모음집, p.1153

28) ｢노하라 사토루(野原覚)｣, [244/254]52-중의원-예산위원회-1호, 1966년7월1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53

29) ｢노하라 사토루(野原覚)｣, [244/254]52-중의원-예산위원회-1호, 1966년7월1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54

30) ｢시이나(椎名)국무 신｣, [244/254]52-중의원-예산위원회-1호, 1966년7월11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54

31)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 [246/254]55-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7년3월30일, 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음집, p.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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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침략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한일협정에서 

일본정부가 독도에 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이 

일본 토라는 사실에 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

만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야당 전문위원 세야는 ｢죽도를 한국에 점령당하

게 둔 점에 해 합의되었다는 것입니까｣32)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점령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전문위원 후지타 스스무(藤田進)는 1967년 3월 30일 ｢잘 아시다시피 죽도문제는 한일 

의회에서 정부 답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죽도는 일본의 고유 토입니다. 

이것이 하나,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방법으로 잘 해결되지 않아서 보류한 채 논의하기

로 한 것으로 합의조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죽도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죽도문제는 

해결되었다. 사토(佐藤)씨에게 약속을 받았다. 총리관저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특히 해 12해리를 선언하는 등 죽도에 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33)라고 하여 사토 총리는 한일 양국에 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장에 의하면 사토총리는 한국에 가서는 죽도를 한국 토로서 인정했

다고 지적했다.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의 말을 빌리면, 일본정부의 표면적인 입장은 ｢죽도는 일본

에 귀속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측은 한국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해서 분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당한 기회를 봐서 저희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34) 

｢한일회담의 경우에도 이 죽도문제가 거론되었고, 교환공문에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죽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언젠가 이를 외교협상의 의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서는 한일 간의 국교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35)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본정부는 한일협정

의 교환공문에서 양국이 분쟁지역이라고 명시하여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32) ｢세야 히데유키(瀬谷英行) ｣, [246/254]55-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7년3월3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
록모음집, p.1155

33) ｢후지타 스스무(藤田進)｣, [246/254]55-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7년3월3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55

34)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 [246/254]55-참의원-예산위원회-3호, 1967년3월30일, 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모음집, p.1156

35)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 [249/254]55-참의원-예산위원회 제2분과회 -2호, 1967년5월23일, 일
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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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죽도’에 관한 합의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6) 그래서 야당전문위원 세야 

히데유키(瀬谷英行)는 1967년 5월 23일 ｢한일협상이 타결되기 전 국회 논의에서는 죽도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 채 한일문제를 타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종종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국회답변은 거짓말이 되었고, 오늘날 현안문제로서 해결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처하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일본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면 포기한다고 말해야합니다.｣37)라고 하여 독도문제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정부가 의욕적으로 독도문제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즉 한일협

정에서 일본정부가 국민들과 약속에서 독도문제를 일본 토로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교정

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면서도 독도문제를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은 ｢이런 토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

이니 세계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유럽에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협상시기의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39)라고 하여 

지금은 협상시기가 아니라고 변명했다.

야당 전무위원 호즈미(穂積) 위원도 1967년 7월 12일 ｢한일회담에서 현안이 된 죽도문제, 

이는 외교상 관례로 봐서 권리가 잠들고 있다고, 실은 묵인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져도 객관적

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는 일전의 박 통령과 두 번이나 회담을 가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죽도문제에 해 일본 측의 입장, 권리를 주장하셨는지, 사실 로 말씀해 주십

시오.｣40)라고 지적한 것에 해 사토(佐藤)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점(죽도문제-필자 주)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41)라고 했다. 

즉 야당위원은 사토총리가 양국 정상이 여러 번 만나서 그때마다 독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토로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사토총리는 한일협정에서 

36)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37) ｢세야 히데유키(瀬谷英行)｣, [249/254]55-참의원-예산위원회 제2분과회 -2호, 1967년5월23일, 일본국회
독도관련기록모음집, pp.1158-1159

38)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39)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국무 신｣, [249/254]55-참의원-예산위원회 제2분과회 -2호, 1967년5월23일, 일
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p.1159-1160

40) ｢호즈미(穂積) 위원｣, [252/254]55-중의원-외무위원회 -17호, 1967년7월1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
음집, p.1162

41) ｢사토(佐藤)총리｣, [252/254]55-중의원-외무위원회 -17호, 1967년7월12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
집, p.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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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묵인하 기 때문에 한국에 해 적극적으로 죽도 유권을 주장하

여 문제를 해결할 입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4. 정부의 소극적 ‘죽도’관리에 한 비난

4.1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의 실종

사토내각은 한일협정에서 독도에 해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에 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합의한 교환공문서에 의해 양국이 신속하

게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죽도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42)

야당전문위원 오니키(鬼木) 위원은 1971년 3월 10일 죽도문제해결을 위한 외교협상 진행 

상태에 해 ｢최근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감도 있습니다만 죽도의 유권에 

해 한국과의 협상, 기타 경위에 관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43)라는 지적에 해 아이치(愛知) 

국무 신은 ｢1965년 6월에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나온 교환공문에 따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한 결론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서는 수시로 한국 측의 태도에 해 반성을 

촉구하고 또 외교상 경로를 통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안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관심을 표명하는 의미도 포함하여 적어도 매년 한번은 해상보안청에 요청하여 해상보안청이 

죽도주변의 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찰을 통해 죽도의 상황을 해상에서 포착

하는 동시에 형식상으로도 죽도의 유권에 해 저희 측이 강한 요청을 갖고 있다는 태도를 

표명하는 바입니다.｣44) ｢가장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략) 등 라든가, 무선안테나라든

가, 또는 망을 보는 초소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 시찰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13일에 한국이 죽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실에 해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구상서(口

上書)를 발신해서 교환공문에 의거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논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측은 

42)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43) ｢아이치(愛知) 국무 신｣, [024/219]65-중의원-내각위원회- 6호, 1971년3월1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91

44) ｢오니키(鬼木) 위원｣, [024/219]65-중의원-내각위원회- 6호, 1971년3월1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
집, p.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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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여전히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45)라고 

하여 사실상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여 실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 일본정

부는 독도를 해상에서 매년 1회 감시함과 동시에 한국에 해 구상서를 보내어 실효적 조치에 

해 외교적으로 항의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전문위원 오니키(鬼木)는 정부측의 이런 주장에 해 ｢교환공문서를 교환한지 이미 

10년이나 지났으니, 아직 반년이나 일 년간 노력했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10년이나 이를 방치해 두었다. (중략) 그런 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희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죽도는 일본의 것이다. 한국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국민들은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46)라고 하여 사실상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죽도를 한국 토로서 인정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일본정부는 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4.2 일본정부의 죽도 순찰감시 주장의 모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 이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수기적로 죽도를 감시하여 한국의 실효

적 조치에 해 구상서를 보내어 한국정부에 항의했다. 그런데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죽도에 한 감시도 매우 소홀해졌다. 그 이유는 한일협정에서 사토내각이 한국정부에 해 

죽도의 실효적 점유를 묵인했기 때문이다.47)   

야당 전문위원 우케다(受田) 위원은 1969년 2월 25일 죽도문제의 방치에 해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방치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죽도문제에 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5년 12월 18일 한일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략) 이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내용이 

체로 어떤 것인지 미래 양국 간에 발생할 분쟁은 죽도에 관한 것일 거라는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약체결 후 3년이 지났지만 죽도문제는 여전히 일본은 일본의 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또한 자국의 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근거를 전제로 

각각 주장해 온 것이지만, 분쟁해결을 외교협상에 맡기겠다고 교환공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45) ｢아이치(愛知) 국무 신｣, [024/219]65-중의원-내각위원회- 6호, 1971년3월1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92

46) ｢오니키(鬼木) 위원｣, [024/219]65-중의원-내각위원회- 6호, 1971년3월1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
집, p.1191

47) 최장근(2010.8)｢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의 한계성｣일어일문학제47집, 한일
어일문학회, pp.42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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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죽도문제에 해서 일본의 기본적 토권,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가장 주된 토라고 국회에서 확실히 답변하면서 3년 이상 무시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죽도에 한국의 군 나 경비 가 전혀 없이 분쟁해결의 상이 되는 지역

이 아닌지?｣48)라고 하여 한국이 무력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유권 주장 이외에 아무런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이치(愛知) 국무 신은 1969년 2월 25일 야당의 비난에 해 ｢정부로서는 지금도 지적하

신 바와 같이 토권이 있다는 것을 굳게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그 후에도 죽도 주변에 해상순찰을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이지만 실제로 실시하고 있고 죽도의 

상황에 해 바깥이긴 하지만 해상순찰로 일면으로는 저의 주장을 형태상으로도 나타내고 

있고, 또 상황 등에 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49)라고 하여 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죽도주변에서 1년에 1번 순찰하여 죽도의 상황에 해 조사하여 

한국에 항의하는 구상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실제로 ｢작년 9월 해상순찰선 

쪽에서 현장을 보러갔을 때 섬에는 역시 한국 측의 경비병으로 보이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을 보았을 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축된다.｣50)라고 했다. 

일본정부는 ｢정부로서는 죽도는 일본에 귀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보안

청 등에 부탁하여 죽도의 주변에 순찰정을 파견하고 죽도의 상황 등에 해 관심을 갖고 

있다｣51)는 것이다.

야당전문위원 나카무라 나오미(中村波男)는 1969년 3월 20일 일본정부의 죽도정책의 태만

에 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몇 년이 지난 지 모르실리 없겠지만 아직 우호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지만 이는 그저 피하려는 

수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일조약 당시 이른바 반 를 막는 하나의 구실로 

사용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52)라고 하여 표면적으로 일본국민

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일협정에서 독도 

48) ｢우케다(受田) 위원｣, [001/219]61-중의원-내각위원회 -4호, 1969년2월25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
집, p.1165

49) ｢아이치(愛知) 국무 신｣, [001/219]61-중의원-내각위원회 -4호, 1969년2월25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집, p.1165

50) ｢스노베(須之部)정부위원｣, [001/219]61-중의원-내각위원회 -4호, 1969년2월25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
록모음집, p.1165

51) ｢아이치 기이치 국무 신｣, [004/219]61-참의원-예산위원회 -16호, 1969년3월2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
록모음집, p.1167

52) ｢나카무라 나오미(中村波男0｣, [004/219]61-참의원-예산위원회 -16호, 1969년3월20일, 일본국회독도관
련기록모음집, pp.116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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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한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3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적 조치에 한 비난

일본정부는 죽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현실적으로 죽도를 점유하여 실효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항적으

로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단행했었다.53) 

야마노(山野) 정부위원은 1969년 3월 22일 ‘죽도의 행정조치’에 해 ｢죽도는 현재도 일본의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교부세의 상이 아닌 보통교부세의 상으로

서 일단 면적에 포함시킵니다.54) 하지만 관할권행사가 실제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역과 같이 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55)라고 하여 죽도에 해 

일본의 잠정주권을 갖고 있는 ｢오키나와｣와 고유 토론을 갖고 있는 ｢북방 토｣와 같이 일본

토의 면적에 포함시키고, 특히 죽도에 해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실제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과 같이 보통교부세의 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전문위원 아키야마 죠조(秋山長造)는 1969년 3월 20일 정부의 소극적인 죽도 

토정책에 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식관법(食管法)을 조정하여 한국에 쌀 33만 톤을 긴급지

원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아직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는 이유로 방치해두면 결국 이는 상식적으로 말하는 시효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시

마(千島)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도상에 한국령(韓国領)으로 기록되어 그 로 기정사실

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한국의 경비 가 상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한국의 전관수역(專管水域) 안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전혀 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몇 

년입니까? 지금 나카무라(中村)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로 굳어지는 것으로 정부쪽

에서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56)라고 지적했다. 즉 한국이 한국경비 를 

상주시켜서 실효적으로 관할하여 지도상에 독도를 한국 토로 표기하고 토로 간주하고 

53) 최장근(2009)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토분쟁 정치학제이앤씨, pp.123-128
54) ｢노다 타케오(野田武夫) 국무 신｣, [005/254]61-참의원-예산위원회 -17호, 1969년3월22일, 일본국회독

도관련기록모음집, p.1169｢종래 북방 토(北方領土)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한 면적을 
모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경로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보통교부세의 상이 되지 
않았다.｣ 

55) ｢야마노(山野) 정부위원｣, [002/219]61-중의원-예산위원회 제1분과회 -3호, 1969년2월26일, 일본국회독
도관련기록모음집, p.1166

56) ｢아키야마 죠조(秋山長造)｣, [004/219]61-참의원-예산위원회 -16호, 1969년3월20일, 일본국회독도관련
기록모음집, 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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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죽도를 한국 토로 인정하고 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으며, 동시에 정부측에 해 쌀로서 한국을 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회라고 주장했다. 

4.4 미일안보조약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죽도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다.57) 일본은 죽도를 일본 토화하기 위해 안보조약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미국이 죽도를 일본 토로서 인식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죽도가 미일안보조약의 관할범위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1969년 3월 10일 마에카와 단(前川旦)과 아이치 기이치(愛知揆一) 국무위원은 ｢안보조약의 

향력이 미치는 구역이 일본 본토라면 당연히 오키나와는 포함됩니다. (중략) 죽도, 하보마이

(歯舞), 시코탄(色丹), 쿠나시리(国後)의 북방 토를 포함하고, 북 지시마(北千島)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의 확정해석,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58)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북방 토와 함께 죽도를 포함하고 있다. 안보조약상 극동지역59)

의 일부로서 미군의 관할지역으로 미일안보조약의 향을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자위 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죽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69년 6월 26일 사토 쇼지(佐藤正二) 정부위원은 죽도의 자위  발동에 관해서는 ｢죽도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위 법 제5조가 발동하는지 그런 이야기 던 걸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제5조는 일본의 시정(施政) 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죽도는 알다시피 

분쟁지역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시정 하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5조

는 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60)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위 가 일본 

국내 지역에만 출동하기 때문에 죽도는 일본의 시정 밖에 있기 때문에 자위 는 죽도에 발동

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야당 전문위원 나라자키(楢崎)위원은 1969년 6월 26일 이러한 죽도에 한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 해 ｢죽도는 빨리 정리한다고 말하면서 현실은 한국에 점령당하고 있죠. 말하지만 

57) 최장근(2011)일본의 독도 유권 조작의 계보제이앤씨, p.75
58) ｢마에카와 단(前川旦)｣, [003/219]61-참의원-예산위원회 -9호, 1969년3월1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

음집, p.1166
59) ｢아이치 기이치(愛知揆一)｣, [003/219]61-참의원-예산위원회 -9호, 1969년3월10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

록모음집, p.1167
60) ｢사토 쇼지(佐藤正二) 정부위원｣, [011/219]61-중의원-내각위원회 -36호, 1969년6월26일, 일본국회독도

관련기록모음집, p.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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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할권이 있다면 한국으로부터 점령되었다면 이는 무력공격입니다.｣61)라고 하여 사실

상 한국이 죽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죽도에 한 일본의 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자위 가 

일본 토로서 아무런 관리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외교적으로 독도문제를 신속하게 일본

토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가와(井川) 정부위원은 1970년 3월 11일 자위 의 관할범위에 해 ｢죽도는 현재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5조의 역이 아닙니다.｣62)라고 하여 죽도는 

지위 가 관할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이에 해 가와사키 히로시(川崎寛) 분과원은 ｢5조의 

역에 60년도에 죽도는 한일조약에서는 포함되었습니다.｣63)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1965년의 한일조약은 일본정부는 죽도가 분쟁지역으로 한국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

했고, 오리혀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임을 일본정부가 묵인하는 상태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가와사키 히로시의 주장은 죽도가 일본 토라는 일본정부의 표면적인 주장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컨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일본 토가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미군이 관여하

게 되는데 죽도는 포함되지 않았다.64) 

4.5 ‘죽도’기점 12해리 설정의 허구와 외환법,  관세법 적용의 불가능

죽도가 일본 토라면 12해리 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있고, 또한 

외환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죽도에 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을

까?

가메나가는 죽도기점 12해리 해설정에 해 ｢현재 한일조약에서 일본 측은 표면적으로 

12해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현재 농림성령에서 시마네현 앞바다 12해리라는 규칙을 만들었

습니다. 이 시마네현 앞바다라는 것은 일본 측 해석에서는 당연히 죽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환법과 관세법의 죽도에 관한 운용에 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외환법과 관세법을 죽도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면 이 

61) ｢楢崎위원｣, [011/219]61-중의원-내각위원회 -36호, 1969년6월26일,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75

62) ｢이가와(井川) 정부위원｣, [014/219]63-중의원-예산위원회 제2분과회 -1호, 1970년3월11일, 일본국회독
도관련기록모음집, p.1178

63) ｢가와사키 히로시(川崎寛) 분과원｣, [014/219]63-중의원-예산위원회 제2분과회 -1호, 1970년3월11일, 일
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p.1178

64) 최장근(2011)일본의 독도 유권 조작의 계보제이앤씨,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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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에도 같은 적용범위에 넣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65)라고 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하고 있는 독도에 해 일본이 ｢일본측의 해석으로｣는 12해리 규칙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죽도를 12해리 기점으로 정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  일본정부는 죽도 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사실상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2해리 해를 설정할 수 없었고, 또한 

일본의 관할권이 없는 죽도에 해 외환법과 관세법도 적용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5. 맺으면서

이상과 같이 한일협정 이후 일본정부의 독도에 한 토의식에 관해 일본국회의 의사록을 

분석하여 고찰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51년 일평화조약에서 일본정부는 야당의원에 해 죽도가 일본 토로 결정되

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외무장관이 독도가 한국 역으로 구분된 ｢일본 역참고도｣
를 배포했다가 야당의원의 항의를 받고 회수했다. 이를 보면 일본정부도 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토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토로 규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실

에 해서도 야당위원도 잘 알고 있었다.  

둘째로, 1965년 한일협정은 ｢양국의 현안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제3국의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항목이 일본은 독도를 

염두에 두고 규정했을지는 몰라도, 한국은 이것이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잘 알고 있었다. 

셋째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이후에도 죽도의 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한일협정에서 

실제로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해 독도 유권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자고 외교적 해결을 제안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일본은 독도에 해 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죽도를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우익성향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독도

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본연구의 성과에서 볼 때 독도의 본질을 제 로 

65) ｢가메나가 도모요시(亀長友義)｣, [251/254]55-참의원-농림수산위원회 -22호, 1967년7월4일, 일본국회독
도관련기록모음집, pp.116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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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셔널리즘에 의한 유권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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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협정 직후 일본의 ‘죽도’정책 소멸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일 협정 이후 일본 정부의 독도에 한 토 의식에 관해서 일본 회의 의사록을 분석해서 고찰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1951년 일 평화 조약에서 일본 정부는 야당 의원에 해 독도가 일본 토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외상이 독도가 한국 역으로 구분된 “일본 역 참고도”을 배포했지만 야당 의원의 항의를 
받고 회수했다. 이것을 보면 일본 정부도 일 평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토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토로 
규정된 것을 잘 알고 이 사실에 해서도 야당 위원도 잘 알고 있었다. 둘째, 1965년 한일 협정은 “양국의 현안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때는 제3국의 화로 해결하다.”라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일본은 독도를 
염두에 두고 규정했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이것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의하지 않은 것을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었다. 셋째,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 이후에도 독도 유권을 포기하지 않지만, 한일 협정으로 실제로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해 독도 유권을 평화적 해결과 외교 협상을 제안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오늘의 일본은 독도에 해 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우익 성향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독도 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일은 본 연구의 성과에서 
보면, 독도의 본질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즉 내셔널리즘에 의한 유권 주장이다.

The Japanese Government’s ‘Takeshima’ Territorial Policy Destroyed after Korea

‒ Japan Agreemen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awareness of Japanese government on Dokdo through analyzing the conference 

proceedings of Japanese government  sinc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Hanil Gibon 
Joyak) signed on June 22, 1965. The main point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o the Opposition 
party that Dokdo was determined as  Japanese territory through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1951. The foreign minister 
gave out the map of the Japanese territory which Dokdo belongs to Korean territory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But 
the map should be taken back because of  the Opposition party’s strong objection. That means that Japanese government as 
well as the Opposition party recognized the fact that Dokdo belongs to Korea. Second, th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n 
1965 says that the territorial problems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solved diplomatically and that if it is impossible to 
solve diplomatically,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third countries. Japanese government might have signed on the Treaty, 
thinking Dokdo problem.  Japan knows well that Korea agreed on the Treaty regardless of Dokdo problem. Third, though Japanese 
government did not give up Dokdo dominium, in fact, Japan recognized Korea’s dominium, therefore Japan did not suggest 
the peaceful solution and diplomatic negotiation. However, today Japan claims  Dokdo belongs to Japan. Japan insists that Korea 
occupies Dokdo by force of arms. The Japanese Rightist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campaign for Dokdo dominium these 
days. They don’t understand  the true historical fact and at the same time, they distort the truth. In other words, they have 
been acting on the basis of imperi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