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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고지도나고문헌에는독도에관한역사적권원과관계되는많은기록이남아있다. 이들

기록들중에는동해에울릉도와우산도가존재한다는것이다. 한국은울릉도와더불어존재하

는우산도를지금의독도라고해석하고있다. 그런데일본은 1905년무주지선점론에의한

‘죽도’편입을정당화하기위해 1905년이전의문헌적기록들중에다양한측면에서한국영토

로 해석되는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제법학자들은국제법의판례를활용하여독도의경우국제사법재판소에서어떻게결정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도 독도문제에 유용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있다. 우선분쟁지역이무인도인가유인도인가, 섬의가치는있는가? 없는가? 등다양

한요소들에의해상황이달라진다. 따라서반드시특정한판례를가지고독도문제에적용되

는 경우는 없다. 

독도의경우는작은바위섬이다. 한국의울릉도에서연간 50일-60일정도보이는섬이다. 

  * 본 연구는 2012년 대구대학교 연구년 지원금에 의해 작성된 것임.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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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오키(隠岐) 섬에서는보이지않는섬이다. 독도는한일양국의국경지대에위치하고

있다. 독도의가치는유사이래에그다지크게존재하지않았던시기와존재했던시기로구분

된다. 그가치가발생한것은기록상으로는 17세기울릉도를둘러싼한일양국에의한영유권

분쟁시기이다. 독도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지역에 홀로 존재하는 섬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다양한사람들로부터많은명칭이만들어질수밖에없었다. 독도에새로운명칭이생성되었다

는것은그시기에섬이누군가에의해발견되었다는것을의미하다. 지속적으로섬에대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영토론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현재적 관점에서 흔히

사람이거주하는일반적인섬이라는편견과고정관념을갖고있어서독도의본질을훼손하고

있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이러한편견으로생긴독도의굴절된부분을바로잡는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독도문제의 발생시점에 대한 편견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독도의

위치에대한편견을분석한다. 그리고독도의가치발생시기에관한편견, 독도명칭에대한

편견 순으로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이러한다양한편견적관점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독도문제의본질에

대한논란이더욱확산되고있다고하겠다.1) 본연구의성과는굴절된시각에의한국제법적

이론과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독도의 가치 에 대한 편견

2.1 시대별 새로운 영토적 가치의 발생

독도는 2개의바위섬으로되어있다. 개간이나경작등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는섬이

아니다. 독도의가치라고한다면, 군사전략적가치, 해저자원의가치, 어업자원의가치등을

 1) 다양한연구자들이여기에포함되지만, 가장두드러지는대표적인인물로서오쿠무라해키운(奥原碧雲),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다무라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 시모조마사오(下條正男) 등의일본영토론

자들이다.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奥原碧雲(1906) 竹島経営者中井養三郎氏立

志伝, 奥原碧雲(1907) ｢竹島沿革考｣,歴史地理第8巻 第6号,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

究古今書院, 川上健三(1953) 竹島の領有日本外務省条約局, 島根県편 (田村清三郎)(1954) 島根県竹

島の 研究, 島根県広報文書課編｢中井養三郎履歴書｣(1910年 隠岐島庁提出)(1953) 島根関係資料第1
巻, 下条正男(2005) ‘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下条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

総務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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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수있을것이다. 독도는한국의울릉도에서 87.4km, 일본의오키(隠岐) 섬에서는 157km나

떨어져있는섬이다. 이처럼멀리떨어져있어서두개의바위섬에대한어장으로서의가치도

근대에들어와서이용가능하게되었다. 군사전략상의가치도근대러일전쟁을전후하여발생

했다. 해저자원에대한가치는현대에들어와서유엔등의해저자원개발탐사에의해발생되

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를 이루는 영토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제외한다면 독도의

가치는근대이후에발생하게되었던것이다. 영토로서의상징적가치는독도가한국의울릉도

에서보이는거리에있는섬으로서고대국가이래한국측의영역으로서인식되어왔던것이다. 

한국측에있어서는일찍이 512년울릉도에우산국이있었다는기록으로볼때영역으로서의

상징적가치를인식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일본에있어서는일본의오키섬에서보이지

않기때문에러일전쟁시기의군사전략적가치, 1903년나카이요사부로에의한강치조업으로

인해비로소어업적가치에의해독도를인식하기시작했던것이다. 이러한독도의가치적

측면에서영토인식을고찰할때는이처럼시대적인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것에초점을두지않고러일전쟁시기를전후하여일본측이어업에종사하여어업적가치에

의해영토편입조치를단행하여오늘날의독도가일본영토가되었다는인식은편견이다. 독도

는이미고대시대부터울릉도에서보이는영역의상징적가치로서한국측의영토로서존재했

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2 국경 한계점으로서의 상징적 가치

일본은고대시대에독도가한국영토였다는문헌기록이없기때문에독도는고대시대부터

한국영토였다는주장은옳지않다고비판한다.2) 이것또한편견이다. 만일문헌기록이없다는

것이 이유라면 예를 들면 일본역사의 기원에 관해서도 문헌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까지만

언급할수있는것이다. 일본인의조상에관해서도 “~라고하더라”는식의 2차적인문헌기록이

아닌 1차적인문헌기록으로만가능하게될것이다. 일본열도에사람이살았다고하는역사에

대해서도문헌기록이없으면언급할수없다. 그렇다면문헌사적고증을제외한나머지다른

학문영역, 즉고고학이나인류학등은학문영역으로성립될수없다는것인데, 그것은모순적

논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독도는

 2)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59, 권오엽(2010) 일본의독도논리 -죽도의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

원, pp.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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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사람들의생활문화의일부였다. 예를들면조선초기, 중기에걸쳐실시해오던공도정

책을변경하여조선말기에동해도서에대해개척정책을단행함으로써울릉도에재차공식적

으로사람이거주하기시작했고, 이들울릉도사람들은보이는거리의동일한문화권에있는

두개의암석으로된섬에대해자연스럽게 ｢돌섬｣3)이라고불렀던것이다. 그이유는고대에

해상국가였던우산국의울릉도에서보이므로실제로울릉도사람들이독도에까지왕래했다

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당시울릉도의자연이풍부했던것을고려할때독도에대한인식은

경제적가치때문이라기보다는생활문화영역의한계라는상징적가치때문이었을것이다. 

이를보더라도조선시대공도정책을실시하기이전고대우산국시대나고려시대에울릉도에

사람들이거주했을때는거주민들은독도에대해자연스럽게생활문화영역의경계라는상징

적가치를가지고있었던것이다. 때로는목숨을바다에걸고살고있었던울릉도해상국가의

사람들에게있어서출어했다가풍랑을만나돌아올수없었던가족들에게있어서는저멀리

바다한가운데에 보이는독도는생활문화의일부인신앙의대상으로삼기도했을 것이다.4)

따라서고대나고려, 조선시대에걸쳐독도는생활문화의일부로서영역의한계또는신앙

의대상이라는상징적가치를갖고있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징적조선시대공도정책시

기를 제외하고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였던 시기에는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 영토주권으로서의 가치

일본은 1905년이전한국은독도에대한영토의식을갖고있지않았다고주장한다.5) 이는

편견이다. 

조선은 초기에 남으로는왜, 북으로는 여진족의침입6), 중기에는 1592-1598년왜로부터

 3) 박병섭(2011) ｢일본의독도 dud유권주장에대한관점｣한일양국의관점에서본울릉도, 독도심포지움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 주체, 2011년 12월 2일,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pp.143-165

 4) 권오엽(2009) ｢우산국과 종교｣독도와 안용복충남대학교출판부, pp.70-98
 5) 나이토세이추(内藤正中)저・곽진오・김현수역(2008)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실체책사랑. ｢竹島問

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6) 여진족의침입은고려말부터시작되었다. 특히울릉도에도여진족이침입했다. 즉 '高麗史'권1太祖世家.
    1000년1018 (3351, 戊午) 고려현종 9, “11월우산국(于山國)이동북여진의침구를받고폐농(廢農)하게

되었으므로, 이원구(李元龜)를파견하여농기를보냄.”, '高麗史' 권4 .顯宗世家1 1019 (3352, 己未) 고려

현종 10, “7월여진의침구로인해본토로도망와있던우산국사람들(于山國民戶)을모두돌려보내려

함.”, '高麗史' 권4 顯宗世家 1. 1022 (3355, 壬戌) 고려현종 13, “7월여진의침구를피해 본토로 도망

와 있던 우산국사람(于山國民)들을예주(禮州 : 지금의 영덕군지역, 혹은당시평해·영덕·영양 등지를

관할하는지방행정조직체防禦使 禮州의 管內)에정착하게함.”, '高麗史' 권4 顯宗世家 2. 1032 (3365, 
壬申) 고려덕종 1, “11월우릉성주(羽陵城主)가아들 夫於仍多郞을보내 來朝,土物을바침.”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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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정유왜란, 1627년과 1636년몽고로부터침략을당한병자호란과정묘호란에방비

하면서외세의침략에대한영토보존의식이강하게나타났다.7) 울릉도도예외는아니었다. 

신라시대에는우산국을복속하여권력적으로신라와우산국이복종-피복종관계에놓여있었

으나,8) 고려시대에우산국이고려에완전히병합되었다는것9)은이미고려시대에이미외세

침략로부터영토주권을보존해야한다는 강한영토의식이나타났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실

고려시대에는중국의거란족으로부터 3차례에걸쳐영토침략을받고있었다. 울릉도가고려

에병합되었다는 것은울릉도를 탐하는 외세가 등장했다는 것이다.10) 조선 초기세종실록

지리지11), 고려사지리지12), 동국여지승람13) 등에서는동해에울릉도이외에우산도가조선

영토의 일부로서 존재했다고 하여 영역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었다.14) 울릉도와 더불어

 7) 세종과숙종시대에대외적으로영토정책이활발했던것이바로이를증명한다. 숙종시대의안용복사건

으로 인한 일본과의 ‘울릉도쟁계’, 간도영토를 둘러싼 중국의 백두산정계비건립에 대해 조선조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안용복사건과 백두산정계비 참조. 
 8) 512 (2845, 壬辰) 신라지증왕 13, “6월신라하슬라주(何瑟羅州 : 현재강릉지역) 군주(軍主) 이사부(異斯

夫) 우산국(于山國) 정벌.”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은 溟州 正東의 海島로 鬱陵島라 불리기도 했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삼국유사'에는같은기사에 亏陵島(今作羽陵)라기록되어있음.”, ‘三國史記' 권4 新羅

本紀 4 智證麻立干 13年條, 권44 列傳 4 異斯夫傳, '三國遺事' 권 1 紀異 智哲老王條.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9)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신라시대우산국이고려시대에들

어와서우산성이되었다. “1032 (3365, 壬申) 고려덕종 1, 11월우릉성주(羽陵城主)가아들 夫於仍多郞을

보내 來朝, 土物을바침.”('高麗史' 권5 德宗世家)이라는기록은신라시대의우산국이라는소국가가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여진족이 울릉도를 위협의 대상이었다. 주9) 참조.
11) 1425 (3758, 乙巳) 조선세종 7, “10월우산무릉등지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남녀 20명을잡아오니, 충청도의깊은 山郡에정착시키고 3년간세금을면재해주기로함.”('世宗實錄' 
권30). 1429 (3762, 己酉) 조선세종 11('世宗實錄' 권46). 1430 (3763, 庚戌) 조선세종 12('世宗實錄' 권47, 
48). 1432년(壬子, 조선세종 14). ‘世宗實錄’ 권153, 地理志 江原道 三陟都護府 蔚珍縣條(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恃險不服 智證

王十二年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1436 (3769, 丙辰) 조선세종 18('世宗實錄' 권73). 1438 (3771, 戊午) 
조선세종 20('世宗實錄' 권81, 82). 1438 (3771, 戊午) 조선세종 20('世宗實錄' 권82). 1445 (3778, 乙丑) 
조선 세종 27('世宗實錄' 권82).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12) '高麗史' 권58 地理3 東界 蔚珍縣條, “51 (3784, 辛未) 조선 문종 1, 이해에 '고려사'가 편찬되었는 데, 
'地理志' 동계울진현조에 ｢울릉도(鬱陵島)는현의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 일설에는우산(于山)무릉

(武陵)은원래두개의섬으로서로거리가멀지않아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고한다｣라고기록

하였음.”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13) 1481 (3814, 丁丑) 조선성종 12,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을편찬하였는데, '강원도울진현산천조'

에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혹은 무릉(武陵), 우릉(羽陵)) 두 섬은 현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나무 등을 볼 수 있고, 바람이 편하면 2일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

· 울릉이원래하나의섬이라고도한다. …”라고하였음. 이내용은 1530년(중종 25)에완성된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그대로 전재되었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江原道 蔚珍縣 山川條). 독도박물관, http:// 
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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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지에 우산도를 명기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적 가치가 발생하여

독도를영토로서관리했다는것을의미한다. 영토적가치로서는시대적으로볼때독도영토에

위협을 가하는 외세가등장할때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17세기의 울릉도15)에 일본의 두

가문즉오야(大谷)가문과무라카와(村川)가문의어부가울릉도에나타났을때안용복에게

있어서는울릉도뿐만아니라독도에대해서도영토주권의식이강하게나타나서일본어부들

과일본으로건너가 1693년과 1696년일본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대해울릉도와더불어

자산도(우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했고,16) 조선조정도 일본 중앙정부에 대해

울릉도가조선영토임을명확히했던것이다.17) 또한근대에들어와서강화도조약을빌미로

일본인들이동해안에자주출몰하게되었을때울릉도뿐만아니라독도에대해서도영토의식

이강하게나타서울릉도와독도개척정책을추진했던것이다.18) 즉대한제국은칙령41호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 군수를 두어 울도군을 설치하고, 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지정했던 것이다.19)

   

2.4 경제적 군사적 가치

일본은조선조정이근대에울릉도를개척했지만, 울릉도사람들은독도의존재를알지못했

14) 조선조정이 주체가 되어 특정한 지역을 조선의 관찬 지리지에 지명을 명기했다는 것은 조선조정이

영토로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안용복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대마번주는 울릉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품고 있었다. 즉 1614 

(3947, 甲寅) 조선광해군 6, “6월對馬島主가울릉도를의죽도(礒竹島)라칭하며섬의지형을살피고자

하니길을안내해달라고청하였기에이를거부함. 9월대마도주가울릉도(鬱陵島) 거주를청하니다시

불가함을 알림.”(光海君日記 권82,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16) 1693 (4026, 癸酉) 조선숙종 19,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동래와울산의어부 40여명이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隱岐島로납치함.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17) 당시안용복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했지만, 독도는 당시로서 영토적 가치를 발견하지못했던

일본정부는 울릉도의일부분으로생각했기때문에한일양국간에 영유권문제가되지않았다. 그것은

후일메이지정부가 ｢죽도(울릉도)외일도｣라는표현으로알수있다.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

島論争ー歴史から考えるー 新幹社, pp.53-71,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30-37

18) “1881 (4214, 辛巳) 조선 고종 18년, 울릉도(鬱陵島)에일본인 7명이잠입하여벌목하다가 搜討官에게

발견되었으므로, 강원도관찰사임한수(林翰洙)가 馳啓하여대비책을강구할것을청함.....”. 독도박물

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19) “1900 (4233, 庚子) 대한제국 광무 4년 10월 27일 칙령 제 41호(10월 25일)를 반포”(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신용하(1996) 독도의민족영토사 연구, 지식

산업사, pp.192-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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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일본인들이조선인을고용하여독도에서조업을했을때처음으로독도의존재를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0) 이는 편견이다. 

무인도인독도에대해사람들이소유욕을갖게하는경제적가치로서는과연무엇이있었을

까. 기록상으로보면근대울릉도개척기에해산물채취와강치조업등을들수있다.21) 1904-5

년러일전쟁시기에는독도가저탄장과통신기지로서활용되었다. 물론군사적가치는러일전

쟁에서처음생겨났을것이고, 경제적가치는독도가보이는울릉도사람들에의해울릉도에

없거나부족한것을찾기위해독도에서얻으려고했을것이다. 미역이나전복과같은것은

울릉도에서도채취했겠지만, 더많은것을얻기위해간간이목숨걸고독도까지도항했던

것이다.22) 일본인들은 1903년을시작으로 1905년러일전쟁이후에도강치조업을계속했다고

한다.23) 또한군사적가치로서는 1904년 2월에시작된러일전쟁때에일본은러시아군함의

주요항로에해당하는동해바다를독점하기위해강치조업을행한적이있는시마네현어부

나카이요사부로를설득하여영토편입원을제출하도록하여 1905년 2월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일본영토로서편입조치를취했다.24) 일본이이처럼한국영토독도에대해새로운영토로

서 편입조치를 단행한 것은 비로 러일전쟁 중의 군사적 가치에 의한 것이다.

일본측이주장하는것처럼, 울릉도거주의조선사람들은일본인에고용되면서처음으로

독도에서조업을시작했다25)고하는주장은옳지않다. 울릉도에서보이는독도에대해영역

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에 의한 영토주권의식이 이미 울릉도의 조선 사람들에게는

존재했던 것이다.  

위에서살펴본것과같이독도의존재는경제적가치때문에영토로서관리한것이아니라, 

영역의한계로서의상징적가치, 외세의침입으로부터국토를수호해야하는영토적가치가

우선되었던것이다. 오늘날과학기술이발달하여메탄가스의일종인하이드레이트라는지하

자원이대량으로매장되어있다26)는정보가밝혀지기전에는독도가암초로된무인고도로서

20)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59, 권오엽(2010) 일본의독도논리 -죽도의역사지리학적연구 -백산자료

원, pp.293-295
21) 물론오늘날에있어서는관광자원과매탄가스등의지하자원, 군사적가치, 등대설치로인한해상교통

등을 들 수 있다.
22) 川上健三저ㆍ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293-296
23)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59, 권오엽(2010) 일본의독도논리 -죽도의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

원, pp.240-257
24) “1905 (4238, 乙巳)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秋鹿村役場本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 橋立戰時日誌, 極秘明治三十七八

年海戰史).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25) 川上健三저․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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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이라는경제적가치에대한비중은그다지높지않았던것이다. 일본이경제적가치

에의해 처음으로한국보다먼저독도의존재를알게되었다고주장하는 것은독도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면적인 견해에 의한 편견임을 알 수 있다.

3. 독도의 명칭 에 대한 편견

3.1 독도에 대한 명칭의 생성과 그 의미

독도의 명칭은 독도의 발견과 관련이 있다. 단발적으로 일본식 명칭이 등장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럽식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유럽인들에 의해

섬이발견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독도에대한명칭이가장먼저등장하는것은한국이다. 

오랜기간에걸쳐한국식명칭이여러가지로발생했다는것은한국영토로서인식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칭은 섬의 형상이나 현장의 특징에 따라호칭되는 경우도 있고, 

그 섬의형상과 무관하게 섬을 발견한 주체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자신과 관련을

갖도록명칭을정하는경우도있다. 또한현장을방문한적도없는국가를대표하는지도제작

자나행정담당자가국가영역의일부로서표시하기위해섬의형상과자신의명예와는무관하

게 역사서 등의 기록을 토대로 명칭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첫번째로는 ｢현장정보｣에의한경우가한국측의 ｢독도｣라든가 ｢석도｣라는명칭이여기에

속한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 측의호칭인 ｢죽도｣가 여기에 해당된다.27) 또한 러시아 측이

호칭한오늘날서도에대해 ｢男島｣, 동도에대해 ｢女島｣라고한것도섬의형상에의한것이다. 

유럽에서 ｢리앙크루 록｣ 즉 암석이라고 한 것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28) 

두번째로는섬의발견과관계있는사람의 ｢명예｣를위한경우는유럽인이섬을발견하여

항해자나 항해선박의 이름을 다서 붙인 것이 있다. ｢리앙쿠르록｣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세번째로지도제작자나행정전문가에의해섬의명칭이명명되는경우는그예로서한국

측의 ｢우산도｣라는 명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본측 울릉도에 대해 竹島라고 명명하고

26) ｢日, 독도 150조원 ‘불타는 얼음’ 노렸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82117351145836&linkid=4&newssetid
    =1352(검색일 2012년 9월 17)
27) 大西輝男․권오엽/권정옮김(2004) 獨島제이앤씨, pp.263-264
28) 권오엽(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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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칭적으로동양의 ‘松竹’에서유래하여독도에대해 ｢松島｣29)라고정했다고하는설이

있다. 이는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동아시아지도의부분지도로서한국지도, 일본지도라는지도를그리고있는데, 경우

에따라서는동아시아지도속에서그위치를명확하게하기위해이웃국가의일부를그리기도

한다. 이런경우는영유권과무관하다. 따라서일본지도를그리면서부산의일부나대마도, 

그리고울릉도, 독도가일본지도에포함될때가자주있다.30) 이경우는반드시그나라의

영토라고말할수없다. 지도에는제각기제작의도와용도가따로있다. 영유권을위한 ‘영토지

도’라면영유권을결정하는상당한증거능력을가질수있다. 동아시아의섬중무인고도의

경우에유럽식의이름이등장하기도하는데,31) 이는유럽인들이본인들이생각할때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섬을 인접하고 있는 국가가 고유영토로서 관리해오고

있던섬들이대부분이다. 예를들면일본의태평양측에위치한오가사와라섬을미국과영국

각각발견했다고영유권을선언한적이있다.32) 그러나이섬은일찍이일본에서섬의명칭을

정하여 관리해왔던 섬이었던 것이다.33)

이처럼독도에대한다양한명칭에대해서명칭의시대적의미를분석하지않고단지발견

하여섬의명칭을정했다고하여섬의명칭을정한국가의영토라고주장하는것은독도영토

의 본질을 왜곡하여 영유권문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34) 

3.2 고지도, 고문헌에 송도 , 죽도 가 있으면 일본영토라는 편견

일본은고지도에독도의명칭으로서 ｢송도｣와 ｢죽도｣라는명칭이등장하면일본영토로서

의영토적권원이라고주장한다.35) 이는편견이다. 종래 ｢죽도｣라고불리던울릉도가 ｢죽도일

29) 大西輝男ㆍ권오엽/권정옮김(2004) 獨島제이앤씨, pp.263-264
30) 동국여지승람(1530) 팔도총도(동람도)를비롯해서조선시대지도에는대마도가조선지도에포함되어

있는 지도가 많다.
31) 川上健三저ㆍ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25-26
32) 최장근｢明治정부의 영토확장정책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울 중심으로｣일본쥬오(中央)대학 법학연구과

정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참조

33) 오가사와라 섬, 전게서, ｢明治정부의 영토확장정책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울 중심으로｣ 참조

34)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川上健三(1953) 竹島の領有日本外務

省条約局. 島根県편 (田村清三郎)(1954) 島根県竹島の 研究, pp.1-83,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

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

か文春親書377.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59, 池内敏(2008.2) 
｢安竜副と鳥取藩｣鳥取地域史研究第10号, pp.17-29, 池内敏(2007) ｢隠岐川上家文書と安竜副｣鳥取

地域史研究第9号. 池内敏(2009.3) ｢安竜副英雄傳說の形成ノート｣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 -史學-
55, pp.125-142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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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용복사건｣ 이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사실상 조선영토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

이후일본지도에서는상징적으로일본과한국과의경계지역으로서독도를 ｢송도｣울릉도를

｢죽도｣로명기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런데일본영토도론자들은일본지도에 ｢송도｣, ｢죽도｣라
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면 그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의미하는 영토적

권원이라고주장한다.36) 이러한해석은 ｢죽도일건｣에서일본정부가울릉도와독도를일본영

토가아니라는것을무시한것으로, 오늘날한일간의독도문제에서 ｢다케시마｣가일본영토라

는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것으로 독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서양지도에독도를 ｢송도｣와울릉도를 ｢죽도｣라는명칭으로등장하는경우도있다.37) 때로

는독도에대해서 ｢리앙쿠르록｣이라고등장하기도한다.38) 특히서양지도에 ｢송도｣라는명칭

이등장한것은독도가일본영토라는증거라고일본영토론자들은주장한다. 서양지도에울릉

도와우산도라는지명보다송도와죽도라는지명이더많이등장하는것은조선지도가서양에

소개되지못했을 때, 18세기 시볼트라는 사람이 일본지도를 먼저 서양에 소개했기 때문이

다.39) 사실서양에 ｢송도｣와 ｢죽도｣가소개되었을때는이미막부가울릉도와독도를조선영

토로인정한이후의일이기때문에일본영토를의미한다는주장은모순이다. 그리고종래에

오늘날의 독도가 ｢송도｣라는 명칭으로 일본영토로서 실효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고, 다만

15-19세기에조선조정이공도정책으로관리하는틈을타서일본어부가조선영토인울릉도를

은밀히도항할때기항지로서 ｢송도｣를이용했다는기록이있다. 하지만종래일본의지방정

부나중앙정부가 ｢송도｣에대해영유권을주장하거나명확히한적이전혀없었다.40) 이에

반해조선에서는 1432년세종실록지리지, 1451년고려사지리지, 1481년동국여지승람등에서

울릉도와더불어 ｢우산도｣라는명칭으로조선영토의일부임을명확히해왔다. 따라서서양지

도에 등장하는 ｢송도｣와 ｢죽도｣가 일본로서의 영토적 권원이 아님에 분명하다.   

35)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36)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나이토우 세이쮸우저・권오엽・권정역(2005) 獨島와 竹島제이앤씨

37) 권오엽(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25-26
38) 권오엽(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25-26
39)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川上健三저, 권오엽역(2010) 일본의독

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19-53
40) 죽도일건, 즉안용복사건때에막부는울릉도도해금지령을내렸을때도그이전에도그리고 1905년

시마네현에편입하기이전에독도가일본영토라고언급한적은한번도없었다. 독도는무가치한바위

로서 영토로서의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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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문헌상에 독도 라는 명칭이 없으면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편견

일본은고지도에 ｢독도｣라는명칭이없으면한국영토가아니라고주장한다.41) 이것은편견

이다. 사실독도라는명칭은 ｢돌섬｣이라는섬의형상에따라근대에들어와서울릉도에거주

민이살면서울릉도토착민들이독도를왕래한경험을토대로붙여진이름에서유래된것이다. 

따라서근대이전의독도의영토적권원은독도가아닌다른명칭에서찾을수있다. 그것은

고지도와고문헌에가지도, 삼봉도, 우산도, 자산도, 요도, 석도등의다양한명칭이등장하는

데, 그것이오늘날독도에대한명칭이다.42) 가지도는독도가오늘날바다사자에해당하는

｢가지｣라는바다동물이서식하고있는것을보고붙인명칭이다. ｢삼봉도｣는멀리서바라볼

때 ｢삼봉｣으로보였기때문에붙여진이름이고, 우산도는조선조정이동해에실제로존재하는

2개의섬에대한영유권을명확히하게하기위해울릉도와다른별개의섬에대해과거에

존재했던 ｢우산국｣의우산을빌려서우산도라는명칭을붙인것이다.43) 자산도는안용복이

울릉도를 母島라면 독도는 울릉도의 아들 섬(子山島)이라는 이름으로붙여진 이름이다.44) 

요도는 울릉도와 또 다른 섬으로서 큰 항아리와 같은 섬이 동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45) 

석도는울릉도와다른별도의섬으로서돌섬이동해에존재한다는것을말하는것으로돌섬의

한자표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들 명칭은 모두 독도의형상을 보는 사람관점에서 명명된

것이다.

울릉도가 ｢울릉도(또는무릉도)｣처럼거의단일명칭으로불리었던것에비해, 독도는다양

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그것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섬의형상과 크기와도 관계가 된다. 

울릉도에서멀리떨어져있고사람이살수없는무인도라는점이그요인일것이다. 다양한

명칭으로불리었다는것은그만큼많은사람이독도를발견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상기의

다양한명칭이관찬서적에등장한다는것은중앙정부차원에서시대에따라독도를영토로서

다양한 명칭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독도가 울릉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41)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川上健三저ㆍ권오엽역(2010) 일본의독

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백산자료원, pp.104-144
42) 申奭鎬(1948.1) ｢獨島의 所屬에 대해서｣史海창간호 참조

43) 大西輝男․권오엽/권정옮김(2004) 獨島제이앤씨, pp.263-264
44) 조선시대에통용되었던 于山島의한자표기를잘못인식하여 子山島라고했다고도할수있으나, 그것보

다는 母島인 울릉도가 조선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子島로서메김히여

子山島라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5) 世宗實錄권48, 世宗 12년(1430) 4월 5일(甲戌), 7일(丙子)條. “遣上護軍洪師錫于江原道 尋訪蓼島. 遣典

農尹辛引孫于咸吉道 尋訪蓼島. 즉상호군(上護軍) 홍사석(洪師錫)을강원도에보내어요도(蓼島)를찾
아보게 하였다. 전농 윤(典農尹) 신인손(辛引孫)을 함길도에 보내어 요도(寥島)를 찾아보게 하였다.” 
여기서 요도(蓼島)라는 의미는 항아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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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이기 때문에 울릉도처럼 고정된 단일적인 명칭을 갖을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독도의 존재가 확인될 때마다 새로운 독도명칭이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관찬서적에기록되어있다는것은중앙정부가독도를영토로서인식해왔다는것을의미한다.

전근대시대에있어서오늘날독도에대한영토적권원은독도라는명칭이아닌, 그당시

명명되었던명칭에의해확인되는것이다. 근대시대에는독도라는명칭에서영토적권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3.4 고문헌상의 우산도 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라는 편견

일본은 독도 명칭으로 조선시대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는 울릉도의별칭으로서

오늘날의독도가아니라고주장한다. 그리고조선조정은울릉도는영토로서인식하고있었지

만 독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편견이다.

위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독도의 명칭이 섬의 형상에서 유래된 것도 있지만, 문헌적

정보에의해관념적으로정해진명칭도있다. 바로 ｢우산도｣라는명칭이그것이다. 대부분의

명칭은형상에따라결정되었지만, 유일하게 ｢우산도｣만이관념적으로붙여진명칭이다. 우산

국시대를거쳐고려시대에는울릉도에사람이거주했다. 그때에는울릉도에사람이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울릉도에서보이는독도의존재를명확히알고있었다. 따라서동해에울릉도

와더불어또다른 1개의섬이존재한다는인식을갖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당시로서는

기록문화가발달하지않았고, 게다가독도가울릉도에서멀리떨어진외딴바위섬으로타국이

영토로서탐낼만큼중요한가치있는큰섬이아니었기에별도로섬의명칭이문헌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고대시대, 고려시대를거치면서발생한울릉도와더불어오늘날독도에대한영토의식은

그이후시대인조선시대에도계승되었다. 이는조선시대에공도정책으로울릉도에사람이

거주하지않도록하여관리했을때에도동해에 2개의섬이존재한다는영토인식을갖고있었

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세종실록,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등에서 ｢우산, 무릉 2섬｣이
라는형식으로기록되어있다. ｢우산｣은고대시대에존재했던 ｢우산국｣에서유래된것이고, 

｢무릉｣은울릉도의원래명칭이다. 따라서우산국이고려에편입되어없어진이후, 우산국의

｢우산｣이라는명칭이세월이고흘러울릉도이외또다른섬즉오늘날독도의명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고지도나고문헌에는울릉도와별도의섬으로서우산도가기록되어있다. 일본이주장하는

것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와 동일한 섬이라는주장46)은 논리가맞지않다. 분명히우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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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다른별도의 섬으로서 동해의 2개의 섬중에 하나인 오늘날의 독도를두고 하는

말이다. 다만조선시대는외세의노략질로부터도민을보호하기위해울릉도를비워서영토를

관리하였기에 동해도서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이었다. 그래서 울릉도 이외의 섬, 오늘날의

독도가 고대의 우산국과 고려시대에 사람이 울릉도에 거주할 때의올바른 인식과는 달리, 

울릉도보다는작지만사람이거주할수있는큰섬으로잘못인식한부분47)은분명히있었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이를독도에대한영토주권의포기였다고한다면이는과장된해석이라

고 하겠다.

3.5 칙령41호의 석도 는 독도가 될 수 없다는 편견

일본은대한제국 ｢칙령 41호｣에등장하는 ｢석도｣는오늘날의독도가아니라고주장한다.48) 

그이유는 1905년시마네현고시40호에의해 ｢죽도(독도)｣가일본의신영토가되었다는정당

성을주장하기위해서는 1900년칙령41호의 ｢석도｣로인해독도가한국영토가되었다는법적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편견이다.  

1876년조일수호조규이후일본인들의울릉도침입이날로증가하고있었을때, 대한제국이

이런사실을확인하고울릉도를비롯한동해도서에대한영토관리차원에서고종황제가칙령

41호를발령하여울도군을설치하여 ｢울릉전도와죽도, 그리고석도｣를관할구역하고 ｢도장｣
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석도｣는오늘날의독도가될수밖에없다. 현재시점에서보면울릉도는울릉도주변의

작은바위섬과울릉도본섬으로구분된다. 이를자연스럽게열거해보면, ｢울릉전도｣ 그리고

그다음으로큰섬인 ｢죽도(댓섬)｣이다. 그다음으로영유권을명확히하기위해별도로행정관

할구역으로명기해야할섬은역시오늘날의독도뿐이다. 왜냐하면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

리지, 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문헌비고등의조선시대관찬서적에등장하여조선시대내내

울릉도와더불어영토로서인식되어왔고, 게다가일본의동해도서침략이노골화되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독도영유권을부정하기위해 ｢석도｣가오늘날의 ｢관음도｣라고주장하기도한

46) 川上健三저ㆍ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백산자료원, pp.14-127
47) 동국여지승람의동람도를 보면울릉도와 비슷한크기로우산도를 그렸는데, 이는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인식에서당시울릉도에사람이거주했기때문에우산도도사람이거주할수있는큰섬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48)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저ㆍ곽진오ㆍ김현수역(2008)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실체책사랑, ｢竹島

問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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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관음도는고문헌 상으로는울릉도본섬의일부로서 존재했다고볼수있고, 한번도

고문헌에공식적으로등장한적이없었다. 그리고독도를마지막에표현한것은울릉도에서

멀리떨어져있기도하지만, 울릉도에서멀리떨어져있어서일본과영토분쟁의소지가많았기

때문에이를더욱명료하게하기위해마지막순으로나열했다고하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고하겠다. 예를들어석도와죽도의배열순을바꾸어 ｢울릉전도, 석도, 죽도｣라고표기했다면

어떻게해석될까? 먼저주변바위섬을포함하는 ｢울릉전도｣는반드시맨앞부분에등장하는

것이맞고, 그다음으로 ｢석도-죽도(댓섬)｣를나열했다고한다면논리적으로무리이다. 그렇다

면 일본의 주장처럼 지금의 ｢관음도｣를 ｢석도｣라고 한다면, 이를 울릉도 본섬에서 떨어진

거리순으로적어보면, ｢울릉전도-관음도(석도)-죽도｣가된다다. 그런데칙령41호의순서는

｢울릉전도-죽도-석도｣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음도는 ｢석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관음도를 ｢석도｣라고 표기할 이유가 없다. 울릉본섬에서 1-2m의 거리에

위치하여 주변 여러 암석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이규원의 조사에 의해 ｢도항｣이라는

이름을갖고있었다.50) 그럼에도불구하고칙령에서 ｢도항｣이라는명칭이표기되지않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음도는 ｢울릉전도｣의 일부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음도가 칙령41호의 ｢석도｣가 수 없고, 조선시대 내내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영유의식을갖고있었고, 게다가일본의침략으로부터섬을보호할필요가있었다면, 칙령41

호의 ｢석도｣는 오늘날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4. 독도의 실효적 관리 에 관한 편견

4.1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했다는 편견

일본은전근대를거쳐근대시대에도한국이독도를알지못했지만, ｢죽도(독도)｣를실효적

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한다.51) 이는 편견이다. 

첫째는일본이독도의존재를알기시작했다고주장하는것은 1620년대오야(大谷)과무라

49) 下條正男(1999.5) ｢竹島問題, 金炳烈씨に再反論する｣現代コリア, p.52,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

島＝独島論争ー歴史から考えるー新幹社, pp.152-165
50)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검색일; 2012.1.30), 이규원의 ｢울릉도외도｣ 
참조

51)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저ㆍ곽진오ㆍ김현수역(2008)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실체책사랑, ｢竹島

問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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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村川) 가문이무인도였던울릉도에도항을시작했을때그때 ｢죽도｣를기항지로서어채

지로서 활용하면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일본적 문헌상으로 보면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한것으로해석하고있지만, 사실조선측의문헌기록상삼국사기와삼국유사의 ｢우산국｣
의 복속,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고려사지리지 등의 기록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존재했다는 조선 측의 문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 오류이다. 

둘째는일본은일본지도나서양지도에일본명칭의 ｢송도(독도)｣, ｢죽도(울릉도)｣가표기되

었다는것은일본영토로서일본이관리했다는증거라고주장한다. 일본문헌상에 ｢송도(독도)｣, 

｢죽도(울릉도)｣가등장하는것은조선과일본의지리적위치를설명하기위해표기한것으로

일본영토라는 증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일본과 조선과의 경계지역으로 조선 측의

영토로서 ｢송도(독도)｣, ｢죽도(울릉도)｣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했다.52) 왜냐하면 1696년에

일본막부가오늘날의울릉도와독도를조선영토로인정했고, 그이후한일간에독도와울릉도

의 영토를 변경하는 외교담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근대에들어와서일본은조일수호조약을빌미로동해안출몰이잦아지면서울릉

도침입을본격화했다. 그도항과정에나카이요사부로라는어부가독도에강치가서식하는

사실을알고강치조업을시작했던것이다. 나카이요사부로는분명히오늘날의독도를일본영

토가아닌조선영토임을분명히하고있다. 당시울릉도를내항하는일본어부들은울릉도와

더불어오늘날의독도를조선영토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다. 당시일본정부는 1870년외무성, 

1877년의태정관, 1904년내무성에서는독도를울릉도와더불어한국영토로인식했고,53) 당

시울릉도를내왕하던일본어부들중에서도독도를일본영토로인식했다는적극적인기록은

없다. 그런데일본은울릉도사람들이울릉도에왕래하던일본어부들에게고용되어독도에서

조업을 하면서 한국측이 처음으로 독도의 존재를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허구이다. 

넷째는일본정부나지방정부가러일전쟁이전에독도를일본영토라고인식한적이한번도

없었고, 오히려울릉도와더불어독도를한국영토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러일전

쟁중마침시마네현어부가한국영토로인식되는독도에서강치잡이독점권을획득하려는

정보를듣고편입원을제출하도록했던것이다. 독도가원래부터일본영토로서권원을갖고

있었다면시마네현어부나카이요사부로가영토편입원이필요할이유가없다. 나카이요사부

로의영토편입원은당시내무성에서한국영토라서일본의침략성이대외적으로들어난다고

영토편입을반대했음에도불구하고외무성의야마좌엔지로(山座円次郞)정무국장이영토야

욕을갖고러일전쟁중이라는혼란을틈타독도의전략적가치를전쟁에이용하기위해제출하

52) 林子平(1785) ｢三国接壤地図｣ 三國通覽圖說의 부속지도

53)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p.156-178



146 日本近代學硏究……第 38 輯

도록지시하여이루어진것이었다.54) 일본정부는은밀히각료회의를거쳐국가고시가아닌

시마네현고시를통해편입조치를취하는방을취했다. 이는일본이패전하여침략한영토를

전적으로 포기한다고 무조건적으로승복한 포츠담선언에 의거해 러일전쟁 중에 한국영토

독도를몰래도취한행위로서신영토를개척하여실효적으로관리했다는주장은허구이다.  

국제법상영토를취득하는요건에는우선누가먼저섬을발견했나? 그리고누가더많이

지속적으로경영하였는가?, 현재누가관리하고있는가? 라고하는기준이있다. 국제법의

영토취득요건으로본다면일본은독도를자신의영토로서 ｢지속적으로관리｣했다는주장

이다. 

사실 17세기기항지혹은어채지로서의이용한것은한국영토울릉도에은밀히도항하는

목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었고, 독도를 관리했다고 할 만큼 기항지로서 어채지로서 활용한

근거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그럴가능성도없다. 일본지도나서양지도에등장하는 ｢송도｣, 

｢죽도｣ 명칭에대해서는대부분이 ｢죽도일건=안용복사건｣으로인해울릉도(독도포함)가조

선영토로결정된뒤에제작된지도들이다. 타국영토에대해자신들이붙인명칭이표기되어

있다고자신들의영토라고주장하는것은모순이다. 그리고근대에들어와독도에서강치잡이

를했다는것에대해서는 1903년경나카이요사부로가강치잡이를처음으로시작했다고하지

만, 나카이자신이이섬을한국영토로인식하고있었다는것이다.55) 실제로 1900년칙령41호

로 ｢석도｣라는이름으로한국이이미역사적권원에의거하여일본이이처럼침략해올것을

대비하여행정조치를명확히하여실효적으로관리했다는기록이있다.56) 따라서나카이의

강치잡이는타국영토에대한약탈행위이다. 또한시마네현고시40호를통해죽도편입조치를

취한것에대해서는일본은국제법의영토취득요건에해당되는 ｢무주지선점｣이론을적용했

다고하지만, 이미독도는무주지가아닌한국정부측이관리하고있는섬이었다. 따라서이것

도 타국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4.2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편견

일본영토론자들은한국이 1952년평화선에의해처음으로독도를무력으로불법점령하기

54)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奥原碧雲(1906) 竹島経営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奥原

碧雲(1907) ｢竹島沿革考｣歴史地理第8巻 第6号, 島根県広報文書課編｢中井養三郎履歴書｣(1910年 隠

岐島庁 提出)(1953) 島根関係資料第1巻, 참조

55) 島根県広報文書課編(1953) ｢中井養三郎履歴書｣(1910年 隠岐島庁提出)島根関係資料第1巻,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p.211-216
56) 官報제1716호, 光武4년 10월 27일자, 신용하(1996) 독도의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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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다고 한다.57) 이는 편견이다.

일본이한국의독도실효적관리를부정하는것은 1905년의 ｢무주지선점｣에의한편입조치

를정당화하여일본의침략행위를은폐하기위한것에불과하다. 1905년이전에한국이독도

를관리하였다는것을인정하게될경우, 1905년편입조치가침략적인것임이공공연히확인

되어지기때문이다. 그래서전근대는물론이고근대에들어와서도 1905년일본이편입조치로

영토취득을하기까지한국영토로서관리된적이없다는것이다. 일본은독도영유권을포기하

지않는이상, 이러한논리를버릴수없을것이다. 그래서일본이주장하는무주지선점론이

얼마나모순적인가를스스로인정하면서도이런논리를포기하지못하고있다. 일본은이러한

모순성을보완하기위해에도시대에도울릉도관리와더불어독도를관리했다고하여고유영

토론을주장해보기도한다. 고유영토론은더욱모순적이다. 울릉도에서보이는독도가고대

우산국을비롯해고려시대에걸쳐울릉도에사람이거주하였을때울릉도의생활문화영역의

일부로서존재했던것이다. 이러한인식은공도정책을실시하여울릉도에사람이거주하지

않은 시대에도 계승되었다. 그 증거가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한 고문헌과 고지도에 한반도 동쪽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측의독도영토관리를전적으로무시하고일본이고유영토로서독도를관리했다는주장

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울릉도와 독도 관리의 최종적인 결산으로서

1900년칙령41호로울도군을설치하고울도군의행정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결정

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와 연안바다의 침입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 이후 대한제국은

독도를철저히관리해왔다. 이는 1906년심흥택군수가 ｢본군소속독도｣를일제가침입하려고

한다고 하여 긴급으로 공문을 조선조정에올린것으로도충분히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4.3 독도에서의 ‘강치조업’만이 ‘실효적 관리’라는 편견

일본정부는 근대시대에 ｢죽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한 증거로서 강치조업을 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서 강치조업을 했지만 한국은 독도의 존재자체를알지못했다는

주장이다. 독도에는강치잡이이외에는관리대상이없다는식의주장이다.58) 이는편견이다.

57) 나이토세이추(内藤正中)저ㆍ곽진오ㆍ김현수역(2008)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실체책사랑 ｢竹島問

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58) 나이토세이추(内藤正中)저ㆍ곽진오ㆍ김현수역(2008) 한일간독도・죽도논쟁의실체책사랑 ｢竹島問

題｣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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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무인고도로서지금은해상교통이발달하여울릉도와독도사이를자유롭게항행할

수 있지만 그 이전시대의 독도는 사람의 거주 자체가 불가능했고, 모도(母島)에 해당하는

울릉도거주민들이독도에대한경제적가치때문에독도를영토로서인식했던것이아니다. 

고대시대 이래 독도가 한국측의 영토로서 관리되어온것은 국경지대의 영역의 한계로서, 

타국의침략성이보일때는영유권적가치로서의의미가더컸다. 이처럼섬에대한영토로서

의관리방법은다양하다. 독도처럼무인도로서경제적가치가그다지높지않은시대에영토

로서 관리방법은 현장에서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추구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고문헌상의기록에보이는것처럼한국이영토관리를위한경제적활동을하지

않더라도영토의식을분명히갖고있었거나, 타국이침략하려고할때배타적으로관리했다면

그것은영토의실효적관리에해당한다. 일본이근대에들어와서한국영토독도에대해수탈

적으로 강치조업을 행한 것은 오늘날 강치를 멸종시킨 경제적 약탈행위이다. 타국영토에

대한경제적강탈행위와영토의실효적관리를제대로구분하지못하는것같다. 이는영토침

략과영토관리라는정반대의개념이다. 일본이주장하는것처럼 1905년영토편입조치를취하

기이전, 1903년부터나카이요사부로가한시적으로강치조업을행한것이외에독도를영토

로서 실효적으로 관리한 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독도처럼사람이거주할수없는작은암초로구성되어있는무인도의경우는영토

로서인식하고타국의침략으로부터보호하려는조치가바로영토관리의핵심적인행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맺으면서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독도의 본질에 대한 ｢가치｣｢명칭｣｢실효적 관리｣에
관해편견적관점으로분석하는방법으로독도문제의본질을고찰했다. 이러한편견적시각을

바로세움으로써독도의본질을이해할수있다. 본론에서논증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은독도의영토로서가치는강치조업뿐이라는편견을갖고있다. 강치조업을

행한나라는일본뿐이기에독도는일본영토라는논리이다. 독도의가치는시대에따라달랐다. 

고대시대에는영역의끝이라는상징적가치, 중세와근세를거치면서외세의영토침략시기에

는영토주권으로서의가치, 근대의국민국가시대에서는경제적, 군사적가치로서의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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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오늘날과같은 ｢독도｣라는명칭이없는고지도, 고문헌에등장하는섬은

모두독도가아니라는편견을갖고있다. 이는 1905년 ｢죽도｣ 편입조치의정당성을주장하기

위한억지논리이다. 독도는역사적으로보면시대적상황에따라다양한명칭으로불리어졌다. 

그런데한국측자료의명칭은인정하지않으면서도일본측자료의명칭인 ｢송도｣와 ｢죽도｣가
표기된고지도, 고문헌에대해서는일본영토로서해석한다. 특히칙령 41호의 ｢석도｣의명칭

은오늘날의명칭인 ｢독도｣가등장하기이전에전통적인명칭인 ｢돌섬｣의한자표기로서한국

영토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명칭이다.59) 

셋째로, 일본은 1905년무주지선점으로 ｢죽도｣를편입조치함으로써한국보다먼저독도를

실효적 관리를 했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사실 일본은 이러한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편입조치의정당성을주장하기위해서는억지를부릴수밖에없다. 일본은이러한

억지를보완하기위해오히려일본이독도를고유영토라고주장하기도한다. 즉다시말하면

한국은독도를관리한적도없고국제법적조치를취한적도없다는것이다. 일본이실효적으

로관리한증거로서독도에서강치조업을했다는것이다. 강치조업은한국영토독도에대한

경제적 약탈에 해당된다. 

이처럼일본은 1905년독도에대해무주지선점에의한새로운영토취득이라는일본제국주

의의침략행위를정당화하기위해편견적인시각에의한논리적모순성을갖고있다는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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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독도의 ｢가치․명칭․실효적 관리｣에 대한 편견 연구

-無人孤島라는 독도의 특징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환으로 독도의 "가치ㆍ명칭ㆍ관리"의 편견에 대한 고찰이다.
첫째, 독도의가치에대해이지만, 독도의특징은암초라는것이다. 그러므로고대에서현대까지섬의가치는바뀌어왔다. 

그가치는인간이주는것이다. 가치가높을수록섬을독점하고싶은욕구가생긴다. 고대와고려시대공도정책을취하고
있던조선중기는경계의일부라는상징적가치로, 조선말기울릉도개척시대에는경제적가치로한국은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명칭에 대해이지만, 섬의 가치가 발생하면 소유의식이 생긴다. 소유의식과 함께 섬의 이름이 생긴다. 독도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섬의 가치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명칭이 생겨났다. 우산도, 석도, 독도 등이 그것이다.
셋째, 실효적관리에대해이지만, 독도의특징은작은암초로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독도는넓은토지를

관리하는형식과는다르다. 독도는사람이정착하고관리할수있는그런섬이아니다. 따라서중앙정부가영토의식을
가지고있고, 다른나라의침략이있을때는영토로지켜왔다. 독도는고대에서현대에이르기까지이러한방법을가지고
관리되어온것이다. 일본측의주장은강치어업만실효지배에해당한다고한다. 독도는일본의강치어업에의해강치가
전멸되었다. 이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경제적 약탈행위에 불과하다.

Research about the Prejudice(Value․Name․Management)
of Dokdo Territory Right Problem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Dokdo. In which the consideration for the look 
of "ValueㆍNameㆍManagement" of Dokdo.

First, it is about the value of Dokdo, Dokdo feature of it is that it is a reef. Therefore, the value of the island has changed 
from ancient to modern. In which humans give its value. There is a desire to want to dominate the island the higher the value. 
Korea that was taking a medium-term policy Sky Island was symbolic value as the boundary, and the ancient and the Goryeo 
Dynasty. South Korea is in pioneer days Ulleungdo had a consciousness of territory as economic value.

Second, is about the name, there is sense of ownership by the value of the island occurs. The name of the island is born 
with sense of ownership. There is a value of every age even for Dokdo Island. Various names each time I was born. Usando, 
Ishijima, and it is Dokdo.

Third, although the effective management, characteristic of Dokdo is made of small reef. Therefore, unlike the format territory 
management to manage the wide land. Dokdo island is not the management of a person settled. Therefore, I have to protect 
the territory when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a sense of territory, there is an invasion of other countries. Dokdo has 
been managed in this way from ancient times up to. Japan's claim that only the sea lion fishery falls under effective control. 
Dokdo is Japanese sea lion is gone by the fishery. It is the economic plunder against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