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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의 공식 홈페이지에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1)를 

게시하면서 ‘독도 분쟁지역화’의 불을 지폈고, 2014년 3월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2개국

어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

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정치적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라도 하듯 문부과학성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에

서 상기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기술하도록 의무화하 다. 

최근 2017년 3월 31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 7월 17일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판이 그렇고, 이어 2018년 3월 30일 확정･고시한 고등학교 

 * 이 논문은 2020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획연구과제임(NAHF-2020-기획연구-32)
** 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1) 이 ‘10의 포인트’는 2014년 3월부터 <죽도(죽도)- 왜 일본 토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죽도문제 

10의 포인트>로 개정되었음.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334  日本近代學硏究……第 71 輯

학습지도요령 개정판과 2018년 7월 14일 고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판에서 

모두 ‘일본 고유의 토’, ‘한국이 불법점거’, ‘ICJ 제소 등 평화적 해결’이라는 외무성의 의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이제 2024년 이후면 일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토’라는 내용을 모두 담아 학교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2) 그동안 ‘일본 고유의 토’라는 주장이 너무 무리하다는 비판 등에 의해 이번 학습

지도요령 및 해설서에서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토취득의 권원으로서의 ｢고유 토론｣을 검토하고, 일본에서 주장하는 ｢고유

토론｣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동향을 개관한 다음, ｢고유 토론｣에 입각한 일본 측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법학자로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의 

위원으로서 활약하면서 일본 외무성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츠카모토 다카시(塚

本孝)의 논거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국제법적으로 토취득의 권원은 일반적으

로①선점, ②시효, ③양도(할양), ④첨부, ⑤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원래부터 

특정 국가의 토 던 것에 특정 국가의 국민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 토주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고유 토론｣은 토 혹은 역에 관한 근대국제법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자국의 토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유 토론｣이란 ‘원시적 권원’ 혹은 ‘역사적 권원’이라

는 의미로, 근대적 국경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유권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이다. 전근

대 국가의 유권 성격과 행사방법은 근대적 의미의 유권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에는 국경과 토 개념이 관습적으로 성립해 있었다. 이러한 고유 토론은 

역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 학자의 역사적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정부에 국제법적 법리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자의 성과를 

중심으로 그 논거와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새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에 근거하여 집필된 초등학교 교과서는 2020년 
4월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지난 3월 검정을 마치고 2021년 4월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을 비롯하여 축차적으로 사용이 되며 
2024년 4월 학기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교육 현장에서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반 한 교과서가 사용된다.

3)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 제1기 멤버로부터 가담하고 있는 독도 전문
가로 한일 양국의 역사적 사료를 해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제법 학자의 한 사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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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취득의 권원과 일본 ｢고유 토론｣의 국제법적 연구

우리가 토취득의 권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고유 토론’이란 것은 근대국제법이 성립

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 historical title)’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토론｣의 경우 ‘원래부터 일본 토’ 던 것은 아닐지

라도 ‘한 번도 다른 나라의 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토’라는 것이다.4)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당초 남쿠릴열도(일본 주장의 북방 토)에 대해 일본 “고유 본토의 

해석에 대해서는 가장 아래인 오키나와(沖縄), 오가사와라 섬(小笠原島)과 가라후토(樺太=사

할린)를 제외하고 치시마열도(千島列島, 쿠릴열도)의 남반부(남쿠릴열도=북방4도)로 할 것”

이라고 하고 있다.5) 여기에 오키나와와 오가사하라가 일본 ‘고유의 토’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 한 것은 이들 도서가 이미 미군정에 의해 점령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로 파악할 경우 독도는 이미 미군정의 ｢SCAPIN 677｣, ｢SCAPIN 1033｣에 의해 일본의 

행정권 밖이었을 뿐만 아니라, 1905년의 편입 이후 ‘실효적 지배’의 ‘평화롭고도 계속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미 일본 토로부터 벗어난 것이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유권 주장의 논거 가운데 ｢고유 토론｣은 국제법상의 권원으로서

는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원시적 권원이라 함은 원시적 점유취득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일반적인 평판 혹은 의견에 의존하여 주장하는 권원을 일컫는다.6) 원시적 

권원은 역사적 우선권, 즉 최초 점유 또는 점유의 지속성에 기초한 권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점유권(a right to historical priority)을 확립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된다.7)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토취득의 권원이란 국가가 토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법적 근거

를 말한다. 이러한 토취득의 권원에는 선점, 첨부, 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여기서 선점과 

첨부는 타국의 토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 취득 방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시효, 

할양, 정복 등은 타국의 토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파생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선점, 시효, 첨부는 국내의 사법상 소유권 취득방식이 국제법에 도입된 것이며, 할양, 정복은 

국제법상 특이한 것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토를 둘러 싼 분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하는 것은 누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유의 인식을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4) 和田春樹(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平凡社新書667, 平凡社, pp.22-24
 5) 和田春樹, 전게서, p.25를 참조.
6) 도시환(2018) ｢일본의 유권 주장의 국제법적 권원 검토｣독도주권과 해양 토의 권원제3회 독도주권 

연구와 과제 학술회의 자료집, pp.79-90 
7) 박현진 ｢ 토분쟁과 권원간 위계-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지배의 권원을 중심으로-｣국

제법학회논총제59권 제3호, pp.112-113, 및 도시환, 전게논문,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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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유 인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개념, 즉 확립된 사회적 

지배력의 유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외무성의 독도 유권에 관한 견해는 17세기에 요나고(米子)의 상인의 불법적 

울릉도･독도 이용을 가지고 ‘ 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대국제법상 

‘미성숙한 권원(inchoate title)’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근대국제법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19세기에 세계적 규모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당시의 국제법의 법리는 서양열강의 세계지배

에 유리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법체계 다. 특히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무주지 선점｣의 개념을 보면 “당시 서양의 ‘문명국’의 기준으로 보아 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토지는 얼마나 현지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무주지‘로 간주되어 선점에 의한 토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8)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후 일본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다이

쥬도 가나에(大壽堂鼎, 1955)는 고대 로마법 이래 유럽 각국의 문헌을 참조하면서, “선점은 

지리상의 발견 이래 유럽 이외의 지역의 획득을 지향하는 유럽의 제국이 식민지 분할 경쟁의 

과정 가운데 생겨난 법원칙이다”라고 하 다.9) 이러한 선점의 요건으로서 ①그 주체는 국가일 

것, ②그 객체는 무주의 토지일 것, ③국가가 유의 의사를 가진 행위일 것, ④실효적 점유로

서 지방권력의 확립을 필요로 할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토취득의 

권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①선점(occupation), ②시효(prescription), ③할양(cession), ④병합

(annexation), ⑤정복(subjugation), ⑥첨부(conquest) 등을 들고 있다. 근대국가 일본이 새롭게 

토를 확장한 토획득의 권원들을 보면, ①1895년 청일전쟁에 의한 대만의 할양, ②1905년 

러일전쟁에 의한 남 사할린의 할양, ③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한국의 병합 등이다. 이에 

앞서 이루어진 오가사와라섬의 편입, 센카쿠열도의 편입, 독도의 편입 등은 모두 ‘선점’의 

논리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조치들이다. 근대국제법과 관련된 한일간의 쟁점으로는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판도 외로 정한 결정, 1905년 ‘각의결정’과 ｢시마

네현 고시 제41호｣에 의한 독도 편입, 전후 SCAPIN677 및 SCAPIN1033에 의한 독도의 일본

토 분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고유

토론｣에 관련되는 연구는 1905년 독도편입에 이르기까지의 사항들에 관한 쟁점이므로 이러

한 일본국내 국제법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우선 토분쟁을 둘러싼 국제판례를 들어 독도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미나가와 다케시(皆

川洸, 1963)10)의 연구가 있다. “17세기 초반 독도를 발견하여 이를 현실적 점유 대상으로 

8) 中谷和弘(2011)国際法(第2版)有斐閣.
 9) 大壽堂鼎(1955)｢国際法上の先占について｣法学論集(京都大学)第60巻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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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원시적 권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1905년 동섬을 정식으로 토편입에 

의해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주권은 명확히 일본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학계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지지한 최초의 견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교사학자인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 1965)11)는 1905년 일본 측의 사료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사표시는 국제벙상 어떠한 논의의 여지가 없다. 국제법에 의한 ‘선점’

의 법리에 의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토권은 이미 확립하고 있다”고 하여 거의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이쥬도 가나에(1966)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한일의 사료 및 외국의 사료들을 검토한 다음, 역사적 근거 즉 에도시대 일본 사료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유력하다고 하며, 근대국제법상의 토취득의 근거에 대해서

도 1905년의 토취득은 국가권능의 계속적인 발현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편입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에는 동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12)”고 

하 다. 한편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 1999)는 한일 양국

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를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1905년 일본의 토편입에 대하여 

“당시의 양국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의 입장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구체적 해결책으로서 

“자연보호 지구로 하여 그 관리를 한국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대담한 제언을 하고 있다.13) 

이에 대해 하연주(1999)14)는 근대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첫째, 후진지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국제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하는 이한기(1969)의 학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 토분쟁의 해결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일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안도 니스케(安藤仁助, 1986)15)의 입장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이후 국립국회도서관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사료를 풍부하게 

섭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에 의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 그는 <죽도

문제연구회>의 연구위원으로 가담하면서 독도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국제법 학자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16편의 독도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1기 <죽도

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16)에서 보면, “국제법은 예전 유럽열강의 법이었다. 이들 국가로 

10) 皆川洸1963
11) 植田捷雄(1965)｢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一橋論叢第54巻 第1号

12) 大壽堂鼎(1966)｢竹島紛争｣国際法外交雑誌第64巻 第4･51号

13) 芹田健太郎(1999)島の領域と経済水域の確定有信堂高文社

14) 河練洙(1999)｢竹島紛争再考｣龍谷法学第32巻 第2号

15) 安藤仁助(1986)｢国家領域の得喪｣国際法の基本問題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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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국제사회는 회원제 글럽과 같은 것이었다”라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가운데 ‘선점이론’을 해설하면서 이것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유효한지 어떤지를 검토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토인 것이 검증되었다”고 하여, 

1905년 시점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곤란한 정황’에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또한 같은 <죽도문제연구회>의 멤버이기

도 한의 나카노 데츠야(中野徹也)17)는 독도 토편입과 관련해서 “(독도) 토편입 조치의 

배경에 군사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다. 결코 당당하게 무주지 선점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법학자가 무주지 선점을 계속 주장한다고 하여도 군사적 요청이 배경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침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의 제3기 

최종보고서에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여기서는 독도 유권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

서 상당한 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죽도문제연구회>의 연구위원으로 활약하고 

츠카모토의 논고에 주목하고자 한다.18) 츠카모토의 경우, 한일 양국의 독도관련 사료 및 자료

를 가장 섭렵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객관적 관점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토로서 그 편입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905년 불법 독도편입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고유 토론’이라

는 권원이 역사적으로 또한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한국 외무

부의 홍보자료에서 1905년 전후의 사안에 대한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의 비판19)을 재비판

함으로써 일본의 독도도편의 불법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일본의 ｢고유 토론｣ 논리는 

전후 구 소련과의 토(남쿠릴열도) 협상의 과정에서 탄생하 고, 중국과 분쟁 중에 있는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댜오)에 적용하던 것을 2015년 이후 독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 토론｣ 프레임의 확장으로 인해 근대기에 점령했거나(남쿠릴열

도), 근대국제법적 수순으로 편입한(센카쿠, 독도) 일본을 둘러싼 토문제 모두에 적용하게 

되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토가 된 적이 없는 토”라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토”라

고 궁색한 주장20)을 하고 있다.

16) 塚本孝(2007)｢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おける竹島の扱い｣｢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終報

    告書所収

17) 中野徹也(2012)｢1905年日本による竹島の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関西大学法学論集第61巻 第5号,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終報告書所収)

18) 츠카모토는 제1기~제3기 <죽도문제연구회>의 멤버 고, 현재는 시마네현 독도교육에 대해 국제법적 
자문을 맡고 있음.

19) 塚本孝(2016)｢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東海法学第52号, pp.73-97
20) 小学校額指導要領解説社会科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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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05년 독도 ‘ 토편입’ 시기 일본의 토인식

독도에서 강치어렵이 본격화한 것은 1903년 무렵이었다. 강치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자 

1904년에는 울릉도와 오키노시마(隱岐島) 등에서 어민들이 몰려들었다. 오키의 어업자 나카

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리양코섬(독도)에서 강치잡이를 계속하기 위해 이 섬의 어업권을 

독점하여 강치의 난획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고, 이 섬의 대하 청원을 생각하게 

되었다.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碧雲)의 죽도 및 울릉도(竹島及鬱陵島)와 시마네현지(竹島

及鬱陵島)에는 그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치 포획업의 유리함을 알고 1904년 어기에는 각 방면에서 잇달아 도항하여 경쟁 

난획이 된 결과, 여러 가지의 폐해를 인식한 나카이 요자부로 씨는 리양코섬을 조선의 토라고 

믿고 동국 정부에 대하청원의 결심을 하 고, 1904년의 어기가 끝나자마자 즉시 상경하여 오키 

출신인 농상무성(農商務省) 수산국원(水産局員) 후지타 간타로(藤田勘太郞) 씨에게 부탁하여 마

키(牧) 수산국장을 면회하여 진술하게 되었다.21)

ⓑ이듬해 1904년 각 방면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경쟁 남획이 되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카이는 이 섬을 조선 토라고 사고하여 상경하고 농상무성(農商務省)을 설득

하여 조선정부에 대하(貸下)를 청원하고자 하 다.22)

   

청원 활동을 위해 나카이가 상경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의 소개장을 소지하고 농상무성 수산국의 오키 출신 후지타 간타로(藤田勘太

郞)을 만난다. 후지타의 알선으로 내무성 지방국과 외무성 정무국 등을 두루 다니며 부탁을 

하 지만 거절당하 다. 이러한 일은 1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러한 그를 주목한 것은 해군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이었다. 마키(牧) 수산국장의 알선으로 면회한 기모츠

키(肝付) 수로부장으로부터 “리양코섬의 소속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언질을 받

아, 조선 정부에 대하 청원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일본 정부에 토 편입과 대하를 

청원하기로 했던 것이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리양코섬)를 ‘조선의 토’라고 믿고 있었

다고 하는 사실은 1905년 독도 토편입을 “죽도(독도)를 유할 의사의 재확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설명이 곤란하기 때문인지 최근에는 무시하고 있다.23)

21) 奧原碧雲竹島及鬱陵島, pp.27-28
22) 島根縣敎育委員會(1923)｢竹島｣,島根縣誌(송휘  편역(2014)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선인, pp.187-195)
23) 일본 외무성 팸플릿竹島,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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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일 양국 간에 주고받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견해의 교환 중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고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시마네현지(島根縣誌)(1923)

에 ‘나카이는 이 섬을 조선 토라고 생각하고…’라고 기록된 사실을 지적받은 일본정부가 

이 기록은 ‘편자의 오해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24) 또한 최근에는 <죽도문제연구회>  

    의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나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에 의해 나카이 요자부로가 당시

의 ｢조선전안(朝鮮全岸)｣이라고 하는 해도(海圖)에 의해 ‘조선 토’로 ‘오해’했다고 하는 설이 

제시되고 있다.25)

본고에서는 최근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카이 요자

부로가 리양코섬을 ‘조선 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과 근거에 대해 검증하고,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편입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리양코섬을 ‘조선의 토’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편입 공시 후 비교

적 빠른 시기에 집필된 2개의 문헌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① 해도에 의하면 동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하여 (중략) 동섬 대하를 조선 정부에 청원하고 독점해 

어렵권을 점유하려고 결심해 동년의 어기 끝나자마자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상경의 길에 

올랐다.26)

② 본도인 울릉도에 부속해 한국의 지라고 생각하고 장차 통감부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여 상경하여 여러 가지로 획책 중...27)

여기에서는 먼저 ①에 대해 최근의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의 견해를 검토해 보자. 츠카모

토 다카시는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의 보고서에서 ①에서 말하는 ‘해도’를 수로부의 

｢조선전안｣(1896.4.)이라고 추정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나카이 씨가 ｢조선전안｣이라는 제목의 해도에 이 섬이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령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도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어 대상 지역에 있는 

도서나 해안선, 수심 등의 정보를 실은 지도로서 토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도의 

제목도 해당 해도가 취급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명, 지명을 취한 것으로 그 해도에 게재되어 

24) 1954년 2월 10일, 일본정부 견해.
25) 塚本孝｢奥原碧雲竹島関係資料(奥原秀夫所蔵)をめぐって｣(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終報告所

収), 杉原隆山陰地方の歴史が誇る｢竹島問題｣를 참조.
26) 奧原碧雲(2007)｢竹島經營者中井養三郞氏立志傳｣: 竹島問題硏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硏究･ 終

報告島根縣, p.73. 이하 ｢입지전｣.
27) 中井養三郞, ｢履歷書｣의 ｢事業經營槪要｣: 竹島資料7 수록, p.146. 이하 ｢사업경 개요｣. 단, 통감부는 

1906년에 개설된 것으로 190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카이(中井)의 기억이 잘못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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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이 제목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따라서, 나카이 

씨가 ‘해도에 의하면 조선의 판도에 속한다’고 생각한 것은 나카이 씨의 오해 다. 이 오해는 

동씨가 상경해 정부당국자, 특히 해도의 발행자인 해군 수로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소되게 

되었다.28)

위의 인용한 부분에서 츠카모토 다카시는 오쿠하라(奧原)의 ｢입지전｣에 있는 해도(海圖)를 

｢조선전안｣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어 인용문에서는 ‘중략’한 부분에서, 이 해도에는 일본의 

쓰시마(對馬島)나 혼슈(本州)의 해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나

카이 씨의 오해’ 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은 타당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해도를 ‘리양코섬’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해도에 적혀 있는 국경선이나 역의 색깔 구분에 주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일 것이다. 위의 츠카모토 논문에 첨부된 해도의 원본29)을 보면 

누구나가 국경인 것을 알고 있는 쓰시마와 조선 사이에 경계를 나타내는 선은 그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로부터 유추한다면 “해도에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리양코 섬’이 어느 나라의 토인가 알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가 주장하는 이 해도를 보고 제목에서 리양코섬을 ‘조선의 판도로 오해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해도 전체에 관해 말한다면 육상의 여행자

가 지도와 안내서를 병용하듯이 선박은 해도뿐만이 아니라 항로, 항만, 도서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 수로지와 등대표 등을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도와 수로지는 ‘수로도지(水路圖

誌)’로 총칭되며 나카이가 참조하고 있던 당시의 일본 수로지에도 ‘관계해도색인(關係海圖索

引)’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본문의 주요한 항목마다 예를 들면 ‘울릉도 일명 송도’의 항목명에 

‘해도 제21호 제95호를 볼 것’이라고 해당하는 해도 번호가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해사(海事)

의 일반 상식을 전제로 하면,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碧雲)의 ｢입지전｣에서는 해도만으로 수로

지를 언급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오쿠하라(奧原)도 같은 시기에 

집필된 죽도 및 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서는 예를 들면 “다음으로 (섬의) 명명에 대해서는 

수로지 및 해도 가운데 이미 울릉도를 송도라고 명명한 이상은…”30)과 같이 양자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도 죽도문제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츠카모

토설에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8) 塚本孝｢奧原碧雲竹島關係資料(奧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 島根縣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硏究･ 終

報告 수록, p.65
29) 塚本孝, p.64
30) 奧原碧雲, 竹島及鬱陵島,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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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만이 (나카이 요자부로의-인용자) 착각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수로부장인 자가 ‘해도  

에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조선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언지하에 부정해야만  

했다. ‘조선령인가 아닌가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나카이  

가 리양코섬을 조선령이라고 판단한 요인에는 ｢해도｣ 이외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료 해석

으로서는 타당하다.31)

위의 이케우치 사토시의 견해는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어서 나카이 요자부로가 

리양코섬을 조선령이라고 판단한 ｢해도｣ 이외의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①나카이의 경합자가 동업 일본인에 한정한다면 ‘동업 일본인을 배제하기만 하면 되니까 일본정부

에 호소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②그러나 나카이는 우선 조선 정부에 대해서 행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다면, 나카이가 그렇게 생각한 배경에 “리양코섬의 조선인 어민과의 경합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리양코섬에 있어서의 조선인과의 경합의 질’을 생각하면 나카이 

요자부로의 전기류에서는 조일양어민의 경합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료로

부터 검토했을 경우에는 ‘나카이의 사업을 위협하는 경합자로서 울릉도의 조선인 어민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32)

위의 견해 중에서 ③의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①, ②에서는 이케우

치(池內)가 분석한 방법은 어업권이 그 수역에 접하는 육지의 유권과 접하게 결합된 권리

라 점을 무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치어업

은 해삼어업과 마찬가지로 공해(公海)에서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해변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에 속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확실한 조업을 위해서는 조업하고자 하는 연안의 어업권

을 가진 현지의 어업자나 그 토지를 통치하는 정부(지방청)와 교섭하여 인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입지전｣이나 ｢사업경 개요｣에 의하면 나카이 요자부로는 1890년경부터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삼어업을 시작하 고, 그 수 년 후에 러시아 지방청에 의한 

잠수기 어업의 금지령을 받아 퇴거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카이는 

어업권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함을 몸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카이가 ‘리양코섬’의 경합자를 배제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출원하려고 한 것은 이 

31) 池內敏(2012)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 pp.268-269
32) 앞의 池內敏, p.2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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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가 조선 토이고 그곳의 어업권이 조선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케우치 사토시가 추론하는 ‘리양코섬의 조선인 어민과의 경합’이라는 이유는 

핵심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시마네현 오

키도청에 제출한 ｢이력서(履歷書)｣ 안에 있는 ｢사업경 개요(事業經營槪要)｣에 대하여 검토

해 보기로 하자. ｢이력서｣는 그 내용 속에 1910년의 강치포획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집필 시기는 그해 가을 이후부터 이듬해 강치어렵기의 이전의 시기라고 생각되는 

문서이다.33)  또한 ｢사업경 개요｣는 나카이(中井) 본인에 의해 작성된 기록이며, 더구나 

독도 일본 토 편입으로부터 5~6년 후의 시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사료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경 개요｣에서 나카이(中井) 자신이 한국 정부34)에 대하원을 내려고 생각한 

이유를 “본섬은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카이는 ‘리양코섬’을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생각하 으며 울릉도는 한국의 섬

이므로 ‘리양코섬’도 당연히 한국 토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경 개요｣에서 나카

이(中井)가 ‘리양코섬’을 울릉도의 속도라고 생각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수로지나 근세 이후의 역사사료에 나타난 속도 인식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청원서35)에 첨부한 설명문의 ‘본섬의 위치 

및 유래’라는 것을 보면, “수로지에 의하면 …”이라 하여 조선수로지의 ‘리앙쿠르열암’의 

항을 거의 전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카이가 ‘리양코섬’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수로지

를 참조한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36) 그런데 1904년 당시 열람이 불가능한 수로지 중 

‘리양코섬’에 해당하는 ‘리앙쿠르열암’이란 항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선수로지제2판

(1899년 발행)뿐이다. ‘리앙쿠르열암’의 항은 조선수로지 제2판의 ‘제4편 조선동해안’의 

최초의 부분으로 ‘일본해(동해)’와 ‘울릉도’의 사이에 편재되어 있다. 또한 이 항에서는 이 

섬을 발견하여 명명한 함선으로 프랑스선 ‘리앙쿠르’, 러시아함선 ‘팔라스’, 국함선 ‘호르넷

트’를 언급하고 있으나, 에도시대 이래 일본인이 이 섬을 ‘송도’라고 불 다는 것은 적혀있지 

않다. 또한 조선수로지 제2판의 ‘울릉도’와 ‘리앙쿠르열암’의 항에서는 상호 관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으나, 제2개판(1907년 발행) 이후의 판에서는 두 섬의 관계에 대한 기술이 

33) 다만 현존하는 것은 원본이 아니라 등사본. 본고에서 인용한 쪽수 표시는 시마네현립도서관의 열람용 
복사본이다. 전후에 일자를 보면 1909년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음.

34) 문서 중에 ‘통감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카이(中井)의 잘못된 생각임.
35) 1904년 9월 제출한 ｢리양코섬 토편입 및 대하원｣.
36) ｢청원서｣와 ｢설명서｣에 대해서는 시마네현 竹島關係資料集 第2集을 참조. 나카이의 인용에는 구절의 

유사성이 산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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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수로지 제2개판에서는 두 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바다사자’잡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건너오는 자가 많을 때는 수 십 명에 이르기도 

한다. 그들은 섬 위에서 움막집을 짓고 매년 10일간을 머문다고 한다.37)

한편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는 당시 일본의 주변을 5권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 산음지방의 수역은 제4권 ｢큐슈･혼슈 서해안･츠가루해협(九州本州西岸津軽海峡)｣ 안
의 ‘제3편 혼슈 북서안(本州北西岸)’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나, 1904년 당시 참고할 수 있었던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 제4권･초판(1897년 발행)에 ‘리앙쿠르열암’에는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 독도가 제4권에 추가된 것은 이 섬을 일본 토로 편입한 뒤에 간행된 제4권･제1개판

(1907년 발행)이 최초이다.38) 그 제1개판에서는 ‘제3편 혼슈 북서안(本州北西岸)’ 중의 ‘오키 

도고(隱岐島後)’의 마지막 부분에 ‘죽도(Liancourt rocks)’로 추가하고 있으나  이 항의 서두 

부분과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즉 오키열도(隱岐列島)의 북서 약 80리(浬)에 위치한 군서(群

嶼)로 둘레 약 2리(浬) 동서의 두 섬과 수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이 군서는 매년 6-7월경 

강치잡이(海豹39)獵)를 위해 우리나라 어부가 도래하는 곳으로 메이지 38년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입되었다.40)

일본수로지, 조선수로지 등 수로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 각 권이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에 속하는 섬들이었다. 예외적으로 일본수로지 제1권 초판(1892년 발행)의 ‘제4편 남방

제도’에 ‘마리아나 군도의 일부’의 항이 편재되어 있었지만,41) 이 항은 다음 제1개판(1904년 

37) ｢毎年夏季ニ至レハ｢トド｣猟ノ為め欝陵島ヨリ渡来スル者数十名ノ多キニ及フコトアリ此等ハ島上ニ

小屋ヲ構ヘ毎回約十日間仮居スルト云フ｣朝鮮水路誌第2改版, 1907年, p.453. 또한 이 제2개판에서부
터 항목의 명칭이 ‘죽도(Liancourt rocks)’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유인 일본 토 편입에 대한 설명은 
없다.

38) 수로지에서 독도의 취급에 대해서는, 송휘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106, 대구사학회, pp.241-270을 참조.

39) ‘海豹’라는 것은 ‘바다표범(アザラシ)’으로 강치(海驢)를 나타낸 것이다.
40) ｢北緯三七度九分三○秒東経一三一度五五分即チ隠岐列島ノ北西約八十浬ニ位セル群嶼ニシテ周回約

二浬東西ノ二嶼ト数岩トヨリ成ル(中略)其群嶼ハ毎年六, 七月頃海豹猟ノ為メ本邦漁夫ノ渡来スル所

ニシテ明治三十八年島根県ノ所管ニ編入セラレタリ｣日本水路誌第4卷･第1改版(1907), p.372
41) 日本水路誌第1卷･初版(1892), p.279. 이오지마(硫黃島)를 포함한 ‘화산열도’의 뒤에 이를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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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에서는 삭제되었다. 또한 타이완(臺灣)과 팽호제도(澎湖諸島)가 청일전쟁 후 일본 토로 

편입되었을 때는 지나해수로지(支那海水路誌) 제2권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한 다음, 새롭게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 제2권 부록(｢타이완 및 부근 제도｣)이 편찬되었다.42) 둘째, 조선

수로지 제2판(1899년) 서문에 “본지는 한국의 전 연안을 기록한 것으로 즉 서해안 압록강에서 

시작하여 남해안을 지나 동해안 두만강에서 끝나는 것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조선수

로지도 조선 토로 인식되고 있는 섬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수로지에
서는 조선의 동서 위치를 “동경 124도 30분으로부터 동 130도 35분에 이른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하면 울릉도는 조선의 범위에서 벗어난다.43) 즉 조선수로지에서 조선의 

위치 정의는 일부 잘못이 있으나, 조선 역의 부분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44) 이상과 

같이 당시의 수로지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1904년 당시 조선수로지에
서만 게재되어 있던 ‘리앙코르열암’(리양코섬)은 수로지 간행 당시의 해군 수로부에서 조선의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가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언과, 수산국원의 소개로 만난 해군 수로부장 기모츠키는 ‘리양코섬은 어느 나라도 유 

선언을 하지 않은 ‘무주지’이며, 본토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이 10리 더 가깝다. 일본 

토로 편입하여 대하를 청원하라’는 사주로 ｢리양코섬 토편입 및 대하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대신 앞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토편입에 개입한 정부관료는 수로부장 기모츠키

(肝付兼行),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

円次郞) 등이었다.

4.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의 한국 정부 비판에 대한 검토

우선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한국 외무부의 홍보팸플릿(이하 ‘홍보자료’)은 크게 

‘스페인령’으로 명기하고 있다.
42) 1896년 발행. 후에 日本水路誌 第2卷 下卷으로 개칭하 음.
43) 울릉도의 경도는 동경 130도 53분임.
44) 수로부(水路部) 발행의 해도 朝鮮東海岸･竹邊灣至水源端(1909년 발행) 안의 분도 ‘울릉도’에서 울릉

도의 중심 경도는 동경 130도 52분 19초이다. 이 분도에 있는 스케일을 사용하여 울릉도(본섬) 동서 
방향의 폭(거리)을 측정하면, 섬의 중심경도에서 서쪽(한국 본토 쪽)으로 약 5분, 동쪽으로 약 3분이다. 
따라서 울릉도의 서단의 경도는 대략 동경 130도 47분이 되지만, 이것은 朝鮮水路誌가 말하는 ‘동한
(東限)’(동경 130도 35분)에서 동쪽으로 12분 떨어진 위치이다.



346  日本近代學硏究……第 71 輯

①울릉도쟁계와 독도 유권 확인, ②대한제국의 독도 통치와 독도 유권 회복이라는 항목에 

각각 하위 자료로 2가지 및 3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1905년 독도편입과 관련되는 

것은 ①-나)와 ②-나)의 두가지 꼭지이다. 여기서는 이들 두 가지에 대한 츠카모토의 비판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홍보자료 ①-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편입이 있기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국 토가 아니라고 인식했다. 이것은 ｢태정관지령｣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편입 시도가 있을 때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p.8>. 

   한일 간의 ｢울릉도쟁계｣를 통해 독도가 한국 토임이 확인되면서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토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 편입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독도가 일본의 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일본정부의 공식문서에도 독도가 일본의 

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1877년 메이지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에도막부와 조선

정부와의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

다｣고 판단하고, 내무성에 대해서,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하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태정관지령｣).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했을 때에 첨부한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略圖)｣(기죽도는 일본에서 울릉도의 옛이름)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

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도, 전술한 ｢죽도외 일도｣의 일도(一島)가 독도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에 대한 츠카모토 다카시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메이지 시기에 일본에서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서양 지도의 향에 의한다. 

서양 지도에서는 울릉도를 ｢다줄레 Dagelet섬･마츠시마｣라고 했다. 다줄레섬의 서쪽에 또 하나의 

울릉도를 그리고, 이 가공의 섬을 ｢아르고노트 Argonaut섬･다카시마｣, 지금의 다케시마(독도)를 

｢리앙쿠르 Liancourt암｣ ｢호르넷 Hornet암｣ 등이라 했다.45) 막말･유신 시기에 서양의 지도가 유입

하 고,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라고 하는 지도가 제작되게 되었다. 가츠카이슈(勝海舟)의 ｢대일

본국연해약도(大日本國沿海略圖)｣(1867년 간행)이 그 전형이다. 현재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

館) 내각문고(內閣文庫)의 장서로 되어 있는 이 지도(청구번호 178-0064)는 목록 상 구 소장자가 

45) 서양의 지도에서 울릉도(欝陵島)를 송도(松島)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시볼트의 ｢일본도(日本図)에 의한다. 
川上健三, 前掲書(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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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정원 지리과･지리료 지지과･내무성 지리국이라 되어 있다. 지도는 간행본이며 당시 널리 

참고되었다고 생각된다.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의 태정관 장서인이 있는 서양의 지도에서 예를 

들어, [Black’s] General atlas of the World-1870년 간행<請求記号E006776> 34 CHINA, 1871년 간행 

<동 BOO0722> 동, 1873년 간행<동 EO00710> 34A JAPAN (1870년･1871년판은 Argonaut섬과 

Dagelet섬을 그리고, 1873년판은 점선에 의한 섬 그림자만의Argonaut, Matsu Sima (Dagelet I.), 

Hornet Is를 그림) —―, The royal atlas of modern geography (1876), Map 34 CHINA and JAPAN 

(Argonut 점선, Dagelet or Matsusima)가 같은 종류의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낯선 지명을 접했을 때, 우선 찾아보는 것이 지도일 것이다. 내무성 혹은 태정관의 

담당자는 물론 ｢겐로쿠 죽도일건(울릉도쟁계)｣의 쓰시마번(對馬藩)의 기록인 죽도기사(竹嶋紀

事)나 내용적으로 그 요약판이라고 해야 할 기죽도사략(磯竹島事略)(=기죽도 각서)46) ―죽도 

송도가 이나바(因幡)･호키(伯耆)의 부속이 아니라고 하는 돗토리번의 회답에도 언급하고 있다―을 

세 히 조사했을 것이 틀림없지만 동시에 가츠카이슈(勝海舟)의 지도나 서양지도도 참조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송도는 울릉도 다. 1877년(明治10)의 지령에 대해서도 시마네현의 문의

서 ｢죽도외일도｣는 확실히 에도시대의 죽도(울릉도)와 송도(지금의 독도)이지만, 중앙 정부에 있

어서는 외일도인 송도를 메이지의 송도(명칭상은 다른 섬이지만, 실은 죽도도 송도도 울릉도)라고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소｣의 연구멤버로 활동했던 스기하라 타카시(杉原隆) 등 연구

위원 대부분이 ｢태정관지령｣의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닌 송도라

고도 죽도라고도 불리었던 하나의 섬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던 것이 

츠카모토는 입론을 바꾸어 ‘외일도’는 당시 ‘송도(松島)’라도 불 던 독도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위의 논문에서는 시마네현의 문의서에서는(지방정부에서는) ｢죽도외일도｣가 울

릉도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일지라도 중앙 정부에 있어서는 송도를 당시 울릉도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시대의 송도(울릉도)라고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사실을 왜곡해석하고 있다. 가츠카이슈의 지도나 서양 유입의 지도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한국의 독도 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

46) 池内敏, 전게 논문(앞의 3.1 부기(付記))은 표지에｢磯竹嶋覚書 全 地理局｣이라고 적고 내무성(内務省)의 
회람용 붓을 사용한 책자가 내각문고(内閣文庫)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죽도각서(磯竹島覚書)는 내무성
이 편찬항 것이라고하고 있다. 또한 朴柄渉, ｢明治政府の竹島= 増島調査｣, 北東アジア文化 研究
41(2016.3) pp.45-70은 책 속에 ｢明治八年八月八日 校正 中解元起｣라고 적은 기죽도각서(磯竹島覚書)
가 내각문고(内閣文庫)에 있음을 가지고 이것을 원본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내무성에서 작성된 것은 
틀림없으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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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토편입 시도는 한국의 주권 침탈 

과정의 일환이며, 한국의 독도 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으로도 무효입니다<p.10>.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 한국의 토인 독도를 자국의 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나 한반도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1904

년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도록 강요하 고,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한국 토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토로 편입하려고 한 것도 동해에서 러시아와의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가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

하기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침탈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에 의한 한국의 주권침탈 과정에서 최초의 희생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견고하게 확립된 한국 국가의 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

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츠카모토 다카시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토편입이 한국의 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 동해(일본해) 해전을 앞두고 독도(竹島)가 군사적으로 가치

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입하려 했다. 일본은 1910년 한국병합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침탈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었다. 독도(竹島)는 주권침탈 과정의 최초의 희생이었다 라고 한다. 이들은 

(1.2에서도 언급했듯이) 독도(다케시마)가 한국령이었음을 전제로 한 논의이다. 독도(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조선에 속했던 적은 없으며(2.1~2.3),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한국령이 된 것도 

아니다(4.1).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전제가 결여되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러일전쟁에서 군사

적 목적으로 편입하려 했다는 논의(<홍보자료Q9>에서 구체적으로 주장)는 강치잡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04년 상경하여 정부에 ｢ 토편입및대하원(領土編入及貸下願)｣을 낸 오키섬(隱岐島)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후년에 쓴 문서에 의한 이야기다. 이 자료는 나카이(中井)가 

통감부에 청원하기 위해 상경했다고 하는 등 사료로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1904년에는 통감부는 

없었다).47) 어쨌든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의 토편입과 당시 국제정

치 정세를 연결시켜 논의해도 합당하지 않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石島)가 만일 다케

47) 塚本孝｢奥原碧雲竹島関係資料(奥原秀夫所蔵)をめぐって｣竹島問題研究会 (第1期) 終報告書, 島根県

総務部, 2007, pp.62-70를 참조. (이 보고서는 시마네현(島根県)의 Web竹島問題研究所의 웹사이트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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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독도)라고 해도 실효적 점유가 결여되어 유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일본은 1905년 

1월의 토편입 각의결정, 같은 해 2월의 ｢시마네현 고시｣에 이어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했다.

한국이 독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주권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독도가 한국

령이었음을 전제로 한 논의라고 한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에 속했던 적이 없으며, 

대한제국 칙령으로 한국령이 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전제가 결여된 것이다.”고 한다. 

그리고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리양코섬)가 조선령이라고 사고하여 한국정부에 대하원을 

제출하고자 상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904년에 통감부가 없었다는 점, 이 문서가 후년에 

쓰여진 문서인 점 등 사료로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독도가 한국이 통치하는 

한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 토편입과 당시의 국제정치 정세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나카이는 조선수로지와 해도 등을 검토하여 리양코

섬의 소속을 확인하 다. 따라서 수로지와 해도 등에 표시된 대로 “리양코섬이 조선의 토라

고 사고하여” 상경하 던 것이고, 농상무성 수산국을 찾아가서 외무성과 해군성 등에 알선을 

요청했을 때에도 담당국원들이 외국의 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시 관료들도 이러한 객관적 지식이 당연히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카이

의 기억이 문제라면 당시 수로지와 해도 등을 편찬한 관료들의 기억이나 지식을 문제로 삼아

야 할 것이다.

  강치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1906년 이후 관유지(官有地)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가 징수됐다. 

임대료는 연액 4엔 20전, 1916년도부터 연액 4엔 70전이었다. 다케시마(독도)는 1940년 8월 17일에 

해군용지(海軍用地)가 되었지만 강치어업은 계속 허가되어 1941년 10월 1일부터 1945년 3월 31일

까지 해군용지 사용허가에 대해 사용료 연액 4엔 70전으로 정해졌다. 

  어업허가 이외에도 예를 들어 1905년 5월 ｢隠岐國周吉/農地/海士/知夫郡官有地臺帳｣에 ｢一、竹

島/位置 北緯.../面積 貳拾参町参段三畝歩/明治三十八年五月拾七日 隠岐島司上申ニヨリ掲載/告

示...｣라고 하여 탑재되었다. 그후 다케시마(독도)는 전술한 대로 1940년 8월 17일에 해군용지가 

되었고, 전후는 1945년 11월 1일 국유재산으로서 대장성에 계승되었다.48) 또한 1905년 8월 19일 

마츠나가 타케요시(松永武吉) 시마네현 지사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시찰이 이루어졌고, 1906년 

3월 27일에는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시마네현 제3부장(島根県第三部長)을 단장으로 하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오키도사(隠岐島司) 이하, 어업, 농사, 위생, 측량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에 의한 다케시마(독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48) 田村, 전게서,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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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평온하고도 계속된 행정권 행사를 통해 일본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유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 후 관유지로 등재되어 그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징수되었으며, 1940년 

8월 17일에는 해군용지가 되었고 1945년 11월 국유재산으로 대장성에 계승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편입 직후 1905년 8월에는 마츠나가 다케요시 지사에 의한 독도 시찰과, 1906년 3월 

27일에는 진자이 요시타로 시마네현 제3부장 등에 의한 독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행정권의 행사는 평온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유권을 확실한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가츠라 내각의 각의결정에서 ‘타국에 

의해 이것을 점령했다고 인정되는 흔적이 없다’고 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 합당한 

‘무주지선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를 일본 토가 아니라

고 결정했을 때는 에도시대의 울릉도쟁계를 근거로 하여 “조선령이기 때문에 일본령은 아니

다”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섬을 ‘무주지’가 아니라는 것은 일본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내무성을 찾아갔을 때 내무성 담당자가 처음에는 “한국 지

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리양코섬 대하원의 접수를 거절한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또한 당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거의 군사적으로 강점한 상태에서 토편입과 추가적 조치가 이루

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항의를 직접 표시하지 못한 사실과, 식민지 지배에 놓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가 “평온하고도 계속적인 행정권의 행사”가 될 수 없음은 츠카모토 

자신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츠카모토 다카시의 입론은 기존의 관점과 그다지 변화가 없다. 최근의 것으로는 

무라카미가문서에 나타난 ‘죽도도해금지’가 ‘죽도송도양도도해금지’라고 당시 도해사업을 

했던 오야가문과 담당 관원의 인식이었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다. 즉 같은 사료를 보는데도 

해석을 전혀 ‘아전인수’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우선 최근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을 보면 전방위적 공세에서 일본 주장의 ‘일반화’를 

도모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사이트의 확장49), 초중고 학습지

49) 2014년 3월부터 10개국어에서 12개국어로 하 으며, 수상관저 및 내각관방 홈페이지에서도 독도 등 
토문제를 전면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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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개정과 독도교육의 의무화, 각종 홍보물을 통해 ｢죽도(독

도)는 일본 고유의 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고유 토론’의 논리는 일반

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50)을 보면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

이 독도를 인식하 다는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고 한다. 이는 무릉･우산 두 섬의 기록이 나오는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나타나는 우산도의 존재를 부정하

거나 우산･무릉 1도설을 주장하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어떠한 거름 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51)

일본 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보면,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인식하지 못하 다.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유권을 확립하 다. ㉢그리고 

1905년에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의 유 의사를 재확인하 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평화선)

에 의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

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 되어 ‘17세기에 유권이 확립된 일본 고유의 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이에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독도 유권 주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장의 논리는 ‘고유의 토’인 독도를 1905년에 일본 토로 

편입하여 이(고유 토)를 ‘재확인’하 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앞세우

던 것에서 권원의 대체라고 하여 새롭게 ｢고유 토론｣의 논리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일본 독도 유권 주장의 국제법적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그 

근간을 이루는 츠카모토 다카시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우선, 1905년 전후시기 일본의 관찬문헌과 나카이 요자부로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나카

이에 의한 죽도(독도) 경 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각의결정과 합법적 절차에 의해 토로 취득

했다는 주장이 논리적 모순과 부당성을 노출하는 것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 당시 독도에서 

강치어업을 했던 나카이 자신이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가 간행

한 수로지 및 해도 등을 면 히 검토하여 독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수로지와 해도를 통해 얻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인식은 독도는 한국 토라는 것이고 

그것과 이웃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입지전｣, ｢경 개요｣
등에서 “리양코섬을 한국 토라고 사고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섬의 대하를 받고자 청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카이가 보았던 당시의 수로지 및 해도를 작성한 해군성 수로부의 

50) 日本外務省, ｢竹島｣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20.11.10.) 
51)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저와 ｢죽도문제연구회｣의 제1기 최종보고서

(2007.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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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독도 인식도 또한 량코섬이 조선의 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수로지에서 

독도의 취급이 환 수로지에서 조선수로지로 분리된 것도 해군성의 토 인식을 나타내

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1905년 전후 시기에 관련된 츠카모토 다카시의 

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다. 우선 첫째, 나카이가 “독도(리양코섬)를 조선 토라고 

사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착각 또는 오해라고 하고 있으나, 해도와 수로지를 통해 나카이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1905년 이전 메이지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판도밖이며 조선의 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죽도외일도｣가 울릉도와 또하나의 울릉도라는 ‘1도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

한 사료의 왜곡해석이다. 둘째, 당시 외교권이 박탈되어 군사적 강압 하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평온하고도 계속적인 행정권

을 행사’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05년 1월 28일, 가츠라 타로(桂太郞) 내각은 현재의 독도=죽도를 ‘타국에서 이를 점령하

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고’, ‘1903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

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일’을 가지고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것을 본방 

소속으로 한다’고 각의결정 하 다. 즉 일본 정부는 이 섬을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의 ‘무주지(無主地)’라고 간주하여, 동섬을 ‘선점(先占)’에 의해서 일본령으

로 편입한다고 했던 것이다. 근대 국제법에서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 혹은 국제법

상 그처럼 간주할 수 있는 토지를 ‘무주지’(terra nllius)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선점’에 의해 

국가의 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여기에 말하는 ‘선점’이란 ‘무주지’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의해 성립하는 역취득의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

지 검토해 보았듯이, 1904년 당시의 일본인은 이 섬을 한국(조선)령이라 생각했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말하면, 독도=죽도가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라고 처리하여도 좋은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의 편입 절차가 러일전쟁 하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군사점령 하에 두고 있던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 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 국제법상의 합법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 국제법 측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 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의 역으로 확장하여 역사학적 국제법

적 맹점과 허구성을 보다 이론적으로 추출해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역사학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이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치 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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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독도 ｢고유 토론｣에 한 일본의 국제법  연구 논거 비

송휘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보면, ⓐ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인식하지 못하 다.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유권을 확립하 다. 그리고 ⓒ 1905년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의 유 의사를 재확인하 다. ⓓ 
한국은 ‘이승만 라인’(평화선)에 의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 되어 ‘다케시마는 
17세기에 유권이 확립된 일본 고유의 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이에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독도 유권 주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장의 논리는 ‘고유의 토’인 독도를 1905년에 
일본 토로 편입하여 이 고유 토를 ‘재확인’하 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앞세우던 것에서 ‘권원의 
대체’라고 말을 바꾸어 새롭게 ｢고유 토론｣의 논리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카이가 “리양코섬=

독도를 조선 토라고 사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착각 또는 오해라고 하고 있으나, 해도와 수로지를 통해 나카이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1905년 이전 메이지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판도 밖이며 조선의 
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죽도외일도｣가 울릉도와 또하나의 울릉도라는 ‘1도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료의 왜곡해석이다. 셋째, 당시 외교권이 박탈되어 군사적 강압 하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평온하고도 계속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05년 이전 관찬문서, 해도 및 수로지 등에서는 독도를 일본 토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유 토’를 근대국제법 논리에 의해 토편입을 하여 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A Criticism on Japan’s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on the Idea of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land

Song Hwi-Young

According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 ⓐ Japan recognized Dokdo from history but Korea did not 
recognize it. ⓑ Japan established the sovereignty of Dokdo in the mid-17th century. And, ⓒ through the decision of Japan 
Cabinet in 1905, the intention of Dokdo territorial right was reaffirmed. ⓓ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Dokdo by Lee Seung-man 
Line [Peace Line], and Japan is proposing to as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ut Korea refuses it. This logic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apan, and Takeshima is a territory unique to Japan where sovereignty 
was established in the 17th century. It is composed of the basic frame of the claim that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the island, 
and Japan is trying to solve in the peaceful solution. The logic of this Japanese claim is that Dokdo, the ‘Inherent territory’, 
wa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territory in 1905 and ‘reconfirmed’ this unique territory. This is just a repackaging of the 
logic of the ‘Inherent Territory’ by changing the word ‘substitution of title’ from the logic of ‘Terra Nulius’ in the past.

The results of a critical review of Takashi Tsukamoto’s claim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Nakai was mistaken 
or misunderstood that “Liancourt Rocks = Dokdo was thought of as the Korea territory,” but Nakai was accurately judging 
the fact through the marine and waterways maps.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of Meiji before 1905 still claim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outside the Japanese territory and considered the territory of Joseon through the Dajokan Order by Japan. 
But Japan still claims “Takeshima-hoka-itto[Takeshima and one island] was Ulleungdo and another Ulleungdo. However, this 
is a distorted interpretation of clear historical materials. Third, it is that  Korean government under military coercion because 
the diplomatic power was deprived at the time, and that it was not exercised in ‘peaceful and continuous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insistence Japan government legally incorporated the ‘Terra Nulius island’ was not meet to any of the fact. In addition, 
since Dokdo is not treated in the Japanese territory in the official documents, maps, and waterways before 1905, which can 
not be established that the ‘inherent territory’ was incorporated to the territory by the logic of modern international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