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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개정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2014
년 3월)에서 일본은 1905년에 각의결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무주지 선점론을 삭제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 편입의 무주지 선점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외의 영토인 적이 없다는 고유 영토설로 독도 편입의 근
거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독도 편입 논리의 모순점에 대해 19
세기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 논리의 정당성과 타국에의 통고(notification)의
원칙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영토 편입 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를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의 「각국 영토 발견 및 귀속
관계잡건」, 1933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발행 「국제법선례휘집」 등이 대표
적인 연구 결과물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본 국제법 학자들이 저술한 국
제법 서적 등이 있다.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무주지 선점론의 의미와 일본
의 영토 편입 논리를 분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도서 편입은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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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국주의가 행했던 약소국 침탈의 논리로 독도의 불법 편입과 정당성
결여에 대해 증명한다.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독도의 편입 과정, 그리고 다른 도서 편입 사
례에서 무주지 선점의 전략과 타국에의 통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이유
에 대해 비교·분석하면서 일본의 영토 편입 논리의 차이점과 모순점을 증
명한다. 그리고 일본이 무주지 선점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를 한 사례를 분
석하여 통고의 의무가 그 당시 국제법상 관례임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1905년 시마네현 소관으로 독도를 편입할 때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면서 독도를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편입했던 경유를 분
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의 모순점에 대해 증명한다. 그리고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이후에도 일본 국내 서적과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
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무주지 선점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의 정
당성 결여에 대해 증명한다.

Ⅱ. 무주지 선점론의 이론과 실제
1. 19세기의 무주지 선점론의 개념
19세기 국제법에서 영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무주지라 볼 수 있
다. 무주지 영유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그 무주지를
* 논문 투고일: 2016. 3. 30. 심사 개시일:
2016. 5. 3. 게재 확정일: 2016. 5. 20.
小寺彰·岩沢雄司·森田章夫編, 2010,
『講義国際法』 第2版, 有斐閣,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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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帝国政府ノ
領土権主張問題1, 1929年(昭和4年) 7月 2
日~1939年(昭和 13年) 3月 2日-國際法上
ノ先占ノ要件」, 『各國領土發見及歸屬關
係雜件』 第1卷,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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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영역으로 획득할 수 있다. 결국 영역 취득의 의사
와 그 의사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국가 활동, 실효적
지배가 무주지의 영유를 위한 요건이 된다.  1
선점에 의한 영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선점의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② 대상지가 무주지이야 하고, ③ 실효적인 점유를 동
반해야 하고, ④ 국가가 영유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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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이라는 것은 국가가 무주의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으로 선점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선점은 국
가행위(a state act)를 하는 것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국가
가 관헌에 명령하여 선점을 행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명령을
받은 개인 또는 개척회사가 국가를 위해 선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객체에 관한 조건에서 선점의 객체는 무주의 토지가 되는 것이 요구된다.
주민이 없는 토지는 무주지가 되며 유기한 토지(dereliction)는 무주지가 된
다. 야만족(원주민)이 점거하는 토지는 무주지가 되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
가 있지만 일반 통설 및 실제는 이것을 무주지라 보고 있다.  3
야만족(원주민)의 토지를 선점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소극적인
통설이라고 하며, 선점에 있어 먼저 야만족(원주민)에 대해 보호권을 설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견은 선점의 요건이 아니고 발견자 혹은 발견국은 그 외의 다른 우선
권을 가지고 있으나 미완성 권원(inchoate title)이라 할 수 있다.
파스칼레 피오레(Pasquale Fiore: 이탈리아 법학자)에 따르면 모든 문명국의 법
적 영유 하에도 없는 지역으로 미개의 원주민만이 사는 곳은 선점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며(1890),  4 영국 법학자 로렌스(T. G. Laurence)에 의한 무
주지라는 것은 모든 문명국의 영유 부분에도 없는 지역을 가리키며 원주민
에 의한 수준 낮은 문명수준과 정치적 결합의 달성도 선점에 의해 그들의
영지 취득을 저지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1895).  5

선점은 무주지에 영토주권을 설정하고 그 설정에
대해 인정받아야 한다. 적어도 선점국의 권력을 행사
하는 데 충분한 지방 관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통설이며, 선점은 실력적 또는 실효적 지배가 필
요하다고 한다. 단순히 한편의 선언에 끝나는 실력 행
사는 선점의 효력이 없고 제3국으로부터 선점을 인정
받아야 선점의 조건이 성립된다.  6 게다가 선점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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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위와 같은 통설에 대해 일정의 예외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건
으로서 선점국 시민의 이주와 그 외의 피선점 지역의 실효적 지배의 사실
이 있어야 그 조건이 충족된다.
중앙정부 행정청사에서 무주지에 권력 행사가 미치지 않더라도 군대 또
는 경찰을 자주 파견하여 사실상의 실효적 지배를 행하고 또는 야만족(원주
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선점 지역의 영역 취득을 인정받는 것에

충족된다.
실제 선점의 법리가 서구제국에 의해 식민지 획득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무주지 개념을 식민지화 도구로 발명하면서
문명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만국공법이 약소국을 빼앗는 하나의 도구  7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무주지를 문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19세기의 국제법 학자의
독창적인 견해라 말할 수 있다. 19세기 말 국제법 학자 홀(Hall)은 영역을 취
득할 수 있는 것은 문명국 또는 반문명국에 한정되어 있다  8고 했으며, 로렌
스는 무주지라는 것은 문명국의 점유하에 없는 토지의 부분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9 이와 같은 문명 기준을 이용한 유럽 중심주의적 지향은 펜위크
(Fenwich)의 지적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문명국이 비문명인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국제법이 행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법은 유목민의 권원
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주했다 해도 그 문명 수준이 유럽 기준 이하의 경
우에는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10
7

日本史籍協會, 1967, 『木戶孝允日記

(1)』, 東京大學出版會.
8

William Edward Hall, 1924, A. Pearce
Higgins ed.,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8th ed., p. 125, p. 127.
Lawrence, supra note 38 at 146~
149.
9

이와 같이 무주지 선점의 법리는 강대국이 문명국
의 기준으로 약소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데 정당성
을 확보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고, 이런 일방적인 행위
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
었다.

10 Charles G. Fenwick, 1934, International Law 2nd ed.,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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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점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 의무와 그 사례
선점의 의사 표시는 일정 지역을 선점하고 취득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국제법은 그 방법에 대해 세칙을 정하고 있다. 국권을 선점 지역에 설정
하는 선언서 발급 또는 선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라 말할 수 있다. 강대국 또는 그 관계국에 외교상의 통지를 알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국제사회에서 타국에의 통고(notification)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선점에
대해 통고의 의무를 정했다. 이것을 수용한 형태로 1888년 선점에 관한 만
국국제법학회의 결의는 타국의 통고를 선점의 조건으로 정했다.  11 국제법
학자들도 영토 편입의 대외적 통지는 의무가 아니고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제법 학자인 다카하시 사쿠에이[高橋作衛]는 통고의 의무에 대해
실력 점령의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은 가장 정확한 의사 표명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통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12 그러나 일본이 통고의 의
무를 행하지 않고 독도를 무주지로 위장하여 군사적 무력으로 실력 점령한
것은 그 당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강자의 논리였고 국제법적으로 한
국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구라치 데쓰기치[倉知鐵吉]는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에 대해 오
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은 모두 이 선언서를 승낙하고 약속했지만, 이 문제는 일본
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13
일본은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는 해당 조약국이 아
프리카 해안의 일부를 선점할 때 그것을 다른 조약국
에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아프리카 해안
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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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이 마셜 제도(1886)를 선점했을 때, 그리고 프랑스가 마다가스
카르(1897)를 선점했을 때 선점을 타국에 통고한 사례가 있듯이 아프리카
이외의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예도 있다.  14
또한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는 세계의 최우수한 국제법 학자들이 망라
한 것이고 그 결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  15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선점의 네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라고 할
수 있다.
1876년 10월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신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10월 17일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
則] 외무경은 오가사와라 제도를 신법령에 의한 단속을 한다는 취지와 영토

편입 의사를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
드, 이탈리아, 페루, 러시아, 스페인 등 서구 각국에 통고하여 제3국으로부
터 영토 편입을 승인받았다. 이런 절차를 보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통고
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국제법으로 보인
다. 관습의 효력 범위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일반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관행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관습이 성립된 이후에 출현한 신생 국가 역
시 관습의 효력 범위 안에 있다.  16 그 당시 일본은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
의정서를 숙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영토 편입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 및 승
인의 절차를 행한 것을 보면 구라치 데쓰기치가 주장한 일본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일본 국제법 학자인 요코타 기사부로[橫田喜三郞]는 타
Lindley, M. F., 1926, The Acquisition
and Government of Backwar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 London: Longmans, Green, p. 295.
14

橫田喜三郞, 1933. 9, 「無人島先占
論」, 中央公論, 87쪽.
15

柳原正治·森川幸一·兼原敦子編,
2013, 『プラクティス国際法講義』 第2版,
信山社, 18쪽.

16

국에 통고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는 소수설이며 1888
년 만국국제법학회 결의는 타국에의 통고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885년의 베를린회의 일
반의정서도 아프리카 해안에서의 선점에 대해 타국에
의 통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소수 반대론도
있지만 선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통고할 필요가 있
다고 했다.  17 ① 선점의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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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무주지여야 하고, ③ 실효적인 점유를 동반해야 하고, ④ 국가가 영유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 선점 조건의 네 가지이며 이 선점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상기의 네 가지 조건이 항상 구비되어야 한다. 그중 하나만 빠
져도 선점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8고 주장
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도서를 먼저 발견하고 때로는 상륙해서 영유권 선언을 할
경우, 그 무주지의 편입과 영유 의사를 타국에 알리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
나게 된다. 서구 국가들이 영토를 획득하는 과정 중 영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국에의 통고와 승인이 필요한 것  19이 그 당시의 관습국제법이
라 할 수 있다.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의 경우, 1897년 미즈타니 신로쿠[水谷新六]가 영
토 편입 대하원을 제출하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에 의해 1898년 도쿄부
고시 제58호로 도쿄부 소속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의 소관에 두었다.
이 과정에서 1889년 미국인 로즈힐(Rosehill)이 미나미토리시마에 대한 역
사적 권원을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가 로즈힐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
다. 1902년 1월 로즈힐이 미국 국무부에서 점령 허가를 받고 미나미토리시
마 원정길에 나선다는 풍문을 들은 일본 정부는 주미 다카히라 고고로[高平

小五郞] 공사를 통해 그 섬은 이미 1898년 도쿄부의 관할에 두었다는 사실

과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 이 섬에 대한 점령 허가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양국 간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도록 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20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세밀하
게 조사하기 위해 해당 관리에게 이첩하겠다는 뜻을 회답했다. 추후 미국
정부는 훈령에 의거하여 로즈힐에게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미일 양국 정부 간 외교적 절충에 의해 해결한다
는 내용의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마무리했다.
일본 정부가 무주지 선점에 있어 미국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았던 것은 미국과의 영토 분쟁의 소지를 차
단하기 위해서이고 이런 절차는 그 당시 만들어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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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田喜三郞, 1933. 9, 「無人島先占
論」, 『中央公論』, 88쪽.
17

18

橫田喜三郞, 1933, 위의 책, 88쪽.

高橋作衛, 1904, 『平時国際法論』, 日
本法律學校, 373쪽.
19

外務省條約局, 1933, 「別紙 乙號」,
『國際法 先例彙集(2)』, 40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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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국제법을 바탕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우
오가사와라 제도는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오가사와라 민부 다이스케 사
다노리[小笠原民部大輔貞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을 받아 이즈[伊豆]반도
에서 남항하여 하치조지마[八丈島]의 남방 해상에서 발견한 섬이라 한다. 섬

항구에 영토 표주를 2개 세우고 이 섬을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명명한 이래,
23회에 걸쳐 이 섬을 방문하는 자는 있었지만 영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
가사와라 제도의 이름이 발견자인 오가사와라 사다노리의 성에서 유래하
는 것이 전승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이지만, 이 인물의 실재는 증명할 수
없으나  21 도명의 유래는 전승되어오고 있다. 오가사와라 사다노리의 발견
은 가공의 이야기이지만 오가사와라 제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639년
네덜란드인 마티스 쿠워스트로 보인다.  22
19세기부터 제국주의 열강은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획득 경쟁에 가
열되면서 오가사와라 제도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1817년부터 포경선 승선의 외국인이 점차 이곳에 거주했고, 1827년 영
국 군함 블라섬(Blossom)호가 이곳에 동비(銅碑)를 세우고 퇴거했다.  23
1828년 베링해 연안을 측량하고 많은 섬을 발견한 러시아 항해가 리트
케 제독은 오가사와라 제도가 귀속이 없는 무인도라고 판단하고 러시아령
으로 편입하려고 제의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1853년 페리 함대의 일행이 여기에 비석을 세웠지만, 미국 의회의 추가
인정은 없었다.
大熊良一, 1969, 『千島小笠原島史
考』, しなの出版, 155쪽.
21

安岡昭男, 1980, 『明治維新と領土問
題』, 教育社, 175쪽.
22

外務省條約局, 1933, 『國際法 先例彙
集(2)』, 1쪽.
23

1864년 일본 정부는 관리 및 이민자 80명을 오가사
와라 제도에 보내어 통치하게 했으나 14개월 지나서
일본 정부의 조슈[長州] 정벌 때문에 거주자를 전부 소
개했다. 그 이후 섬은 혼란에 빠져 범죄가 증가하자 도
민들은 일본 정부에 지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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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오가사와라 제도의 유력자 캡틴 벤저민 빌이 재경 미국 공사를
방문하여 미국의 통치를 희망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수리했다. 당시 이 섬
에 거주하던 미국인은 25명, 영국인은 17명, 프랑스인은 4명이었다.  24
1875년 11월 일본 정부는 탐험대를 파견하여 도민들로부터 복종 선언을
받았다. 1876년 10월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실시해야 할 신법
령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규칙을 제정
했다. 그리고 10월 17일 데라지마 외무경은 재일본 각국 공사에 신법령에
의한 단속을 한다는 취지를 통고했다. 데라지마 외무경이 보낸 서신은 아래
와 같다.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페루, 러시아, 스페인 서구 각국 공사 앞 서신

일본 남해 중의 소속 섬인 오가사와라 제도는 작년 1875년에 일본 정부에
서 관리를 파견해서 실체를 조사하였다. 차차 이주자의 증가에 대해 금반
해당 섬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기 위한 별지 규정에 따른 단속
을 하게 되어 이런 절차를 통보한다.  25

일본의 통고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들은 단지 양
해하는 취지를 진술하거나 조약의 범위 내에 있어 조항을 따르는 취지를
진술하는 회답을 보냈다.  26
1876년 10월 25일 독일 변리공사 폰 아이젠데허(von Eisendecher)는 10월
17일부 서간으로 일본 속도인 오가사와라 제도 취급 규칙의 송부의 건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1877년 1월 21일 프랑스 대리공사 생캉탕(St. Quentin)은 지난 1876년 10
월 17일 오가사와라 제도의 관청 설치 및 관리 파견에 대한 결정 취지와 별
지 규칙을 승인하는 것은 일본과 프랑스 사이에 맺은

24

外務省條約局, 1933, 위의 책, 2쪽.

조약에서 위 규칙과 조약의 취지에 저촉의 건이 없으

25

外務省條約局, 1933, 위의 책, 2쪽.

면 시행할 수 있지만, 만일 1개의 조항이라도 저촉의

26

外務省條約局, 1933, 위의 책,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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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있을 때는 시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회답했다.  27
1877년 1월 26일 요코하마 주재 네덜란드 변리공사 베컬린(V. Weckkerlin)
는 오가사와라 제도에 관청을 설치하는 서한과 별지 규칙에 대해 승인하고
위 규칙은 일본 및 각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민의 선박 및 화물 등에 대해 위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회
답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은 치외법권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신법령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 정부와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 통고에 대해서 영국 공사 해리 파크스(Harry S. Parkes)는 신속하게 일본
외무성에 데라지마 외무경을 방문해서 요코하마 등 개항지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의 특전을 오가사와라 제도 거주민에게도 인정해달
라고 요구했다.  28 이에 데라지마 외무경은 오가사와라 제도는 개항지가 아
니기 때문에 다른 개항장의 외국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공사 존 빙햄(John A. Bingham)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항칙(港則) 제7조
와 세칙 제12조(첨부자료 참조)에 대해 미일수호통상조약(1858년)의 치외법권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
여 경범자는 동도 규칙에 의해 단속하는 취지를 회답했고 이것으로 오가사
와라 제도의 편입을 끝내고 일본은 이 시점에서 동쪽의 국경을 확정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벌칙 적용에 있어 외국인은 자국 영사의 판결에 따르는
것을 인정했지만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한 주권은 각국 모두 일본의 주장을
묵인해주는 형태가 되었다.  29
오가사와라 제도 편입의 경우 무인도인 오가사와라 제도를 최초로 발견
한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네덜란드인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
라 제도를 편입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다. 일본 정부는 확실한 현지 조
27

外務省條約局, 1933, 위의 책, 11쪽.

사를 했지만 1840년의 일본인의 표류를 별도로 하면

28

外務省條約局, 1933, 위의 책, 33쪽.

일본인은 그전 200년 가까이 오가사와라 제도에 가지

29

外務省條約局, 1933, 위의 책, 18쪽.

않았다. 그 사이에 여러 서구 국가가 영유권 선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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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도-오가사하라 제도 영토 편입 비교표
독도

오가사하라 제도

편입 연도

1905년

1876년

편입 논리

무주지 선점론

무주지 선점론

편입 목적

경제적 이익 및 군사적 요충지

경제적 이익 및 군사적 요충지

소속국

한국

무주지

타국에의 통고 및 승인

비밀리에 편입

미국, 영국 등 서구제국 12개국

고 또 30년에 걸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1861년 당시에는 서구 국가들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던 상태였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 편입 당시 타국에의 통고를 하지 않았으나 오가사와
라 제도를 편입할 때에는 미국과 영국이 영유권 선언을 했고 양국의 주민
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통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가사와라 제도 편입의 성공 요인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권에 대해
영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영국의 영토가 될 것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며 이
런 요인은 오가사와라 제도가 일본에 귀속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역학관계와 당시 영일 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
일본 정부와 영국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1861년 일본에서 양이파(攘夷派)
에 의한 공격이 강해지고 러시아 군함에 의한 쓰시마 점거라는 사태가 일
어나서 일본 정부도 영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영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
해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30
1902년 영일동맹은 러일전쟁 때 일본에 최대한 유리하게 그 힘을 발휘
했다. 영국은 참전은 못하지만 최신식 무선전신기 등의 신기술 정보를 일본
에 제공했고, 일본은 연합함대의 주요 함선을 영국으로부터 구입했다. 그리
고 일본은 발틱 함대의 동향 정보 제공, 발틱 함대의
수에즈 운하 통행의 거부, 발틱 함대에의 석탄 공급의
방해  31 등 영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울릉도·독도 사이의 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는 기함
미카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영국제를 사용했다.  32

168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
画定問題へ』, 明石書店,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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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池明, 2011, 『日本海海戰と三六式
無線通信機』, 歷史春秋出版社, 104쪽.
31

32

小池明, 2011, 위의 책,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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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가사와라 제도 편입 당시 타국에의 통고와 승인은 그 당시 관습
국제법을 따른 것이며 일본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영토 획득 경쟁에서 선
점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통고의 의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영유
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세기에 만
들어진 관습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통고의 의무를 한 것이다.

4. 도서 편입 사례의 모순점
1933년 10월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발행한 『국제법선례휘집』에는 메
이지 시기 일본이 선점한 도서들인 오가사와라 제도(1876), 이오지마[硫黃島]

(1891), 구메아카지마[久米赤島]·구바시마[久場島]·우오쓰리시마[魚釣島](1895),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1898), 오키다이토지마[沖大東島](1900), 오키노토리시
마[沖ノ鳥島](1931) 등의 각 사례들은 영토 편입 경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해설
이 첨부되어 있고 부속자료로서 각 사례의 해설에 인용되었던 국내 법령과
그와 관련된 외교문서가 게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
우, 편입 당시에는 주일 각국 공사(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네
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페루) 앞으로 통고했고 모든 국가에 이에 대한 양

해를 구했다    33는 점은 독도 편입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는 독도
편입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가사와라 제도
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에 대한 자세한 편입 경위와 자료 공개가 없다.
오키노토리시마 편입의 경우, 일본은 환초에 대한 선점의 사실이 없고 실
제 선점한 적도 없었다. 일본 내무성은 해군의 압력으로 군사적 필요에 의
해 형식상 도쿄부 행정권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 편입에 대해 언론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무주지 선점 선언과 통고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
國際法先例彙集硏究會, 2004, 「硏究
報告 國際法先例彙集に関する硏究」,
『外務省外交史料官報』 제18호, 100쪽.
33

고 판단해서 각의결정 후 내무성 공시만 했다. 1922년
일본 정부는 측량함 만주호를 보내어 더글러스 환초
(Douglas Reef)를 조사하여 수상비행기 기지를 건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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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을 준비하기 위해 1931년 7월에 오키노토리시
마를 편입했다.  34
남사군도의 경우, 1933년 3월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자마자 프랑스
정부에 프랑스의 영유권 선언 철회를 신청했다. 이에 프랑스는 민간회사가
채광을 한 것은 일본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일본 해군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의 해상 통과 목적으로 영토
획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여 미래의 잠수함 기지를 만들 목적으로
남사군도 환초에서의 일본인 경제활동을 지원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면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인정해준다는 통고를 했지
만 일본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중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남하의 중요한 길목으로서 군사적 전략지로 사용하기 위해 1939년 3월 일
본 식민지인 타이완 가오슝[高雄]에 편입했다.  35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런 일본의
불법적 행위가 자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비난했다. 결국 일본은 남
사군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영토 편입을 했기 때문에
타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오키노토리시마, 남사군도 편입은 센카쿠 열도와 독도 편입 과정과 비교
하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 전략지로서 편입을 했고 무주지 선점론
을 이용하여 타국에 통고하지 않고 무력으로 편입한 점이 비슷하다.
그리고 무주지에 있어 일본인의 발견, 경제활동 등에 의한 선점이 있더라
도 선점의 요건인 타국에의 통고가 없다면 선점이 성립되지 않는다.  36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
画定問題へ』, 明石書店, 172쪽.
34

35

名嘉憲夫, 2013, 위의 책, 175쪽.

橫田喜三郞, 1933. 9, 「無人島先占
論」, 『中央公論』, 89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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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1. 일본 정부의 무주지 선점의 전략
1877년 「태정관 지령」  37에서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메이지 정부의 대응
은 무주지 선점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국경 획정 시
기(1874~1881)에 홋카이도 쿠릴 열도(1875), 오가사와라 제도(1876), 오키나와
(1879)를 편입하면서 일본의 국경을 획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1833년 일본 정부는 일본인에 의한 울릉도 침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일본인을 송환했다. 그 후 1877년 일본
정부는 서쪽의 국경을 획정할 때 「태정관 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면서 국경을 획정했다.
「태정관 지령」은 내무성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했고 시마네현의 보고를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중요한 「태정관 지령」은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외무성 팸
플릿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에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전혀
싣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00년대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영토 편입을 한 경험
으로 독도를 편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의 영토 편입은 개척, 대하원
신청, 전쟁 수행을 위한 군함 파견 및 군사시설 설치, 각의결정, 지방 내 고
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1901년 흑룡회 회보는 구즈 요시히사[葛生修亮]가 독도에 대해서 쓴 「일
본해 중의 미발견의 섬」  38을 실으면서 무주지인 독도를 발견했다는 업적을
內務省, 1877. 3, 「日本海内竹島外一
島地籍ニ編纂方伺」, 國立公文書館 소장
(A07060000300).

홍보하면서 일본의 영토를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黑龍會, 1901, 「日本海中 未發見 一
島」, 『黑龍會會報』, 제1·2집, 107쪽.

에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당시의 무주지 선점

37

38

이용했다. 주로 독도의 어업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
론으로 독도를 강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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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흑룡회 회보에서는 독도가 아직 영국 해도나 일본, 러시아 해도에 실리지
않았고 한국 판도에도 실리지 않았다는  39 등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면서 독
도를 무주지로 홍보했다.
1849년 프랑스 선박인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프랑
스 수로지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로국은 프랑스 수로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일본 수로국은 『환영수로지』(1883), 『조선수로지』(1894, 1899)를
발간하면서 독도를 한국 판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
다. 그 이후에 발간된 흑룡회 회보는 독도를 미발견의 일도로 홍보하기 위
해 수로지의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또한 독도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해도
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흑룡회 회보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
고 있다. 흑룡회에서 독도를 미발견의 일도로 알리려는 의도는 독도를 무주
지로 홍보함으로써 영토 편입에 있어 국내적 혹은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일본해 중의 미발견의 섬」의 내용 가운데, 울릉도에서 돌아온 자는 맑은
날 이 섬(울릉도) 산봉우리 높은 곳에서 동남쪽으로 멀리 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대목  40에서 한국 어민이 울릉도를 어업 근거지로 삼고 독도에서
어업을 하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부속 섬으로 한국 영토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한일 어민은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를 정도로 독도를 명확
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즈 요시히사[葛生修亮]의 저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
목차에 독도가 강원도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소개된 것  41은 독도가 한국 영
토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1901년 흑룡회 회보에서 독도에 강치가 많아서
어업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1903
년에 와서 독도에는 강치와 전복과 같은 값비싼 어류
자원이 풍부하다고 기술하면서 미래의 유망한 어장으
로서 일본 어업 종사자가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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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龍會, 1901, 위의 책, 108쪽.

40

黑龍會, 1901, 위의 책, 108쪽.

葛生修吉, 1903, 『韓海通漁指針』, 黒
龍會.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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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일본 어민들로 하여금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개척하자고 유
도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무주지 발견이 선점의 요건이 아니고 미완성 권원(inchoate title)이라 여겨 독도를 선점하기 위해 독도의 풍부한 어업자원을 광고했다.

그리고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부가 영토 개척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이용하여 독도를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3년 독도에서 처음으로 강치잡이 시험을 했다.  42
그 성과로 지금까지의 모든 잠수함 어업을 그만두고 강치잡이에 종사하기
로 결심하고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량코도(독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당시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
식하고 한국 정부에 독도 대하원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다케시마 그 유래와 운명」이라는 논문  43에서도 당시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이 논문에서 량코도(독
도)영토 편입 및 대하원에 관한 자료는 주로 나카이 요자부로의 아들인 나

카이 진지로[中井甚二郞](동해구 수산연구소 자원 부장)에게 빌린 것이다.
그리고 1910년에 작성한 나카이 요자부로 다케시마 사업경영개요를 보
면 나카이가 그 당시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면서 사업경영개요를
작성했고 량코도(독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려면 당연히 통감부에
가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  44이 나온다. 이 부분에
서 통감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독도 편
입 각의결정 1년 후인 1906년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
田村清三郎, 1953, 「中井養三郞都庁
に提出した履歴書 1910」, 『竹嶋』, 島根
県広告文書課資料.
42

三浦桂祐, 1953. 8, 「竹島その由来と
運命」, 『水産界』, 大日本水産會出版部.
43

田村清三郎, 1953, 「中井養三郞事業
経営概要 1910」, 『竹嶋』, 島根県広告文
書課資料.
44

45

田村清三郎, 1953, 위의 글.

호국이 되었던 시기다. 이것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1910년 당시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1904년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 대하원을 신청하
기 전부터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생각하면서 한
국 통감부에 대하원을 제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45에
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 농상무부 수산국

173

영토해양연구 Vol. 11

장 마키 나오마사,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츠케 가네유키 등과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편입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고
러일전쟁에서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기 위해 나카이 요자부로 독
도 대하원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하게 했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 중 불리한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독도 대
하원을 각하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가능한 한 국
제사회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독도를 비밀리에 편입하기 위해서
였다.
당시 러시아가 울릉도에 대한 삼림 벌채권을 따낸 것은 울릉도의 삼림뿐
아니라 남하정책상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
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1888년 이래로 비티아즈(Vitiaz)호 함장이던 마카로
프(Makarov) 제독에 의해 러시아 측에 그 전략적 가치가 알려졌다.  46 당시 일
본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울릉도·독도에서의 제해권을 잡고 효과적으
로 러시아 해군을 제압하기 위해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했기 때문에 타국이
나 한국에 통고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밀리에 불법으로 편입한 것은 울릉도·독도가 러일전쟁에서 얼마나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발발 전에 일본은 육군, 해군, 외무성 3성의 국장급 간부들이 호
월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에서 대러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야마자 엔지로
외무성 국장은 독도를 러일전쟁 때 무선통신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독도
편입에 앞장섰다.
야마자 엔지로는 한반도 침략은 물론 독도 편입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
고 우익단체인 현양사의 영향을 받은 대외 강경파로 그의 독도 강탈에 대
한 야욕은 나카이 요자부로 사업경영개요에서 잘 나타난다.
야마자 씨는 이런 시국이기에 오히려 영토 편입이 급하
다고 하였다.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혹은 해저전신을 설
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 특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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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文衡, 1985, 「러시아의 鬱陵島活用
企圖와 日本의 對應」, 『獨島硏究』, 韓國
近代史資料硏究協議會, 368~369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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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상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빨리 청원서를 본성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기양양하였다.  47

일본과 한국 연안지역에 있어 망루와 전신 설치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데 확실한 방식으로 볼 수 있었다. 일본은 일본 해군 순양함들을 군사전략
상 중요한 섬으로 모두 보냈고 그 섬과 연안지역의 지형학적 측량은 망루,
무선통신소, 해저통신 등의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한 것이었
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에 니다카 군함, 쓰시마 군함,  48 하시다테 군함  49 등을
세 차례 보내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할 적합한 곳을
탐사하고 망루와 무선통신을 설치했다. 1904년 9월 25일 니다카 군함  50은
독도의 동도 정상에 평탄한 곳이 있어 망루를 두세 개 세울 수 있다고 판단
하고 본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다. 1905년 7월 2일에 독
도에 망루를 기공하여 이것을 다케시마(독도) 가설망루라고 명명하고, 8월
氏ハ時局ナレバコソ其領土編入ヲ緊
要トスルナリ望樓ヲ建築シ無線若クハ海
底電信ヲ設置セバ敵艦監視上極メテ用
意ナラズヤ特ニ外交上内務ノ如キ顧慮ヲ
要スルコトナシ須ラク速カニ願書ヲ本省
ニ回附セシムベシト意気軒昂タリ. 田村
清三郎, 1953, 「中井養三郞事業経営概
要 1910」, 『竹嶋』, 島根県広告文書課
47

資料.

海軍省, 1904. 10, 「軍艦対馬戦時日
誌」,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 C09050
402400).
48

海軍省 橋立艦長 福井正義, 1905. 4,
「橋立戦時日誌」,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C09050390400).
49

海軍省, 1904. 9. 25, 「軍艦新高行動
日誌」,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C09050456800).
50

海軍軍令部編, 1905 , 『極秘明治
三十七八年海戰史』 제4부 제4권, 276쪽.
51

19일부터 그 업무를 개시했다.  51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국경을 획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 관료, 우익단체인 흑룡
회 회원,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 등은 독도를 한
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러일
전쟁에서 독도를 군사전략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무력으로 편입했다. 그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가 신영토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무주지 선점론은 불법으로 영토를 편입하는 것을 정
당화하는 수단이었다.

2.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독도 문제의 본질은 1905년 영토 편입의 정당성 여
부에 달려 있다. 일본의 한국 침략의 의도가 명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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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독도를 강탈했다는 것은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러일전쟁 중 한일의정서에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항목에 의해 일본 해군이 독도를 강점한 상황에서 영토 편
입을 단행했고 그 당시 한국의 외교권도 박탈되어 한국은 항의할 수 없
었다.
1904년 2월 한일협정서가 체결되고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
었다. 1905년 11월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독도 편입의 부당성을 항의할 수
없었다.
다이주도 가나에[太寿堂鼎]는 당시의 한국 입장에 대해 동정을 금할 수 없
다고 하면서 독도가 편입된 1905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항의하고자 했으
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52
그러나 한국 정부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 27일 독도를 시찰한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유타로[神
西由太郞] 등 45명이 풍파를 피해 울릉도에 피난하여 심흥택 군수를 표경 방

문했을 때였다.  53 진자이 부장은 독도 시찰 도중 기상 악화로 울릉도에 기항
한 것일 뿐 독도 편입을 한국에 통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방문한 것은 아
니었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고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바로 다음 날 3월 29일에 강원도 관찰사 및 내부
에 보고했다. 심흥택의 보고서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는 1906년 4월 29일에 의정부에 보고했다. 이런 행정
적 조치는 칙령 제41호(1900)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4 일본은 독도 편입 사실
을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면서 시마네현 지방에서만 열
람할 수 있게 고시함으로써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은폐하여 한국이 항의할 수 없도
록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영토 편입에 대한 비공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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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寿堂鼎, 1966, 「竹島紛争」, 『國際
法 外交雜誌』 64권 4·5호, 131쪽.
52

朝鮮史編輯會, 『朝鮮史』 6편 4권, 570
쪽,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
韓関係史』, 中公親書, 179쪽.
53

외교부, 「독도에 관한 15가지 일문일
답」. http://dokdo.mofa.go.kr/kor/dokdo/faq.js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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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절취행위다. 절취행위는 무인도 영유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교섭, 점거, 절취, 전쟁 등으로 무인도의 영유 의사를 표명한다.
교섭은 통고, 공시를 하며 점거도 공시를 해야 하며 전쟁은 무력점령, 포고
로 하며 절취는 비공시의 방법을 취한다.  55
그리고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군사 점령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주지 선점론으로 포장하면 타국의 오해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무주지 선점론으로 포장하여 편입하게 된 것이다. 러일전쟁 당
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와 무선통신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군함이
세 차례에 걸쳐 실측 탐사를 반복한 것은 독도를 군사 점령을 하고 나서 편
입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하다. 1905년 5월 27일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 연
합함대가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선제기습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결정
적으로 러일전쟁을 종결한 것은 울릉도·독도 해역 부근의 전투에서 러시
아 태평양 함대의 항복이었다.  56
일본제국의 팽창기에 취해진 일본의 도서 편입의 표면적 근거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들을 선점한
것이다. 1895년 청일전쟁 중에는 센카쿠 열도 편입,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는 독도 편입, 1931년 만주사변 직전에는 오키노토리시마 편입, 1939년 중
일전쟁에는 남사군도 편입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와 해군은 센카쿠 열도,
독도, 구메아카지마, 오키노토리시마 등에 군함을 보내어 군사적 전략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은 민간인의 활동 실적과 개척신청원 등을 무주지 선
점론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의 경우
는 암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선점을 입증하는 활동이 없는데도 일본 해
군은 무력으로 오키노토리시마를 편입했다. 일본은 독도 편입에 대해 중앙
정부의 관보로 고시하지 않고 시마네현 훈령으로 비밀리에 지방 관내에만
고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55

名嘉憲夫, 2013, 앞의 책, 184쪽.

海軍軍令部纂, 1910, 『明治三十七八
年海戰史』 제3권, 春陽堂, 206쪽.
56

인식하고 있었다.
1905년 6월 도쿄박문관[東京博文館]에서 출간한 『러
일전쟁 실기 제76편』에는 독도를 한국전도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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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1907년 『대일본대지명사서』에는 독
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시
키면서 마쓰시마(독도)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삼봉도라고 소개하고 있
다.  57
1907년 3월 일본 해군성 수로부 발행 『조선수로지』에 독도를 싣고 있으
며 독도를 한국인은 독도(獨島)라 쓰고 있고 일본 어부들은 리앙코도라고
부른다  58는 내용과 시마네현 고시가 없는 내용을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7년 6월이 되어서야 일본 해군성 수로부는 『일본
수로지』에 독도를 삽입하면서 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입되었
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59
1912년 사료 편찬관이자 도쿄제국대학 문학박사인 후지타 아키라가 펴
낸 『참고중등일본역사지도』와 『참고고등일본역사지도』  60의 쓰시마 해전에
서는 울릉도(마쓰시마), 다케시마(리앙쿠르트)라고 표기하면서 색인에는 울릉도
(한국), 다케시마(한국), 리앙쿠르트(한국)라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에

서 알려진 독도 호칭인 다케시마와 리앙쿠르트를 모두 한국 영토로 명기하
는 것은 일본에서의 독도 명칭 혼란을 방지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
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1924년과 1931년 도쿄에서 발간된 일본 교과서
인 『일본역사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Ⅳ. 맺음말
국제법에서의 영토 획득 중 무주지 선점의 법리가
서구제국에 의해 식민지의 획득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무주지 개념을 식민지
화 도구로 발명하면서 문명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했다.
1888년 선점에 관한 만국국제법학회의 결의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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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海軍水路部, 1907. 3, 『朝鮮水路
誌』 第二改版<제2 개정판>, 451~452쪽.
58

日本海軍水路部, 1907. 6, 「本州北西
岸項」, 『日本水路誌』 제4권 제3편』.
59

藤田明, 1912, 『參考高等日本歷史地
圖』, 東京·大阪寶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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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의 통고를 선점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도서를 먼저 발견
하고 때로는 상륙해서 영유 선언을 할 경우, 그 나라의 편입과 영유 의사를
타국에 알리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한편의 선언에 멈추는 실력을 행사하는 선점은 선점의 효력이 없고 제3국
이 이것을 인정해야 조건이 성립된다.
일본 정부가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1898]을 편입할
때 타국에의 통고 및 승인을 받았던 이유는 서구제국들이 영유권을 둘러싸
고 경쟁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방지하기 위
해서 타국에 통고했고, 이런 절차는 그 당시 만들어진 관습국제법을 바탕으
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무주지가 아닌 독도를 강탈하고 비밀리에 편입한 것은 국
제법상 선점의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고 선점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의 영토 편입의 논리로 무주지 선점론을 사용하여
약소국의 도서들을 편입했고 서구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적용했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군사
적으로 도서를 편입하여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제국의 군사적 팽창 시기에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약소국의 영
토를 선점하여 군사적 전략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도
를 무주지로 포장하여 일본이 울릉도·독도에서의 해상 제해권을 잡고 효
과적으로 러시아 해군력을 제압하기 위해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했기 때문
에 타국이나 한국에도 통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고 독도 편입 사실을 은폐하면
서 시마네현 지방에서만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고시한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일본이 독도를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1905년 이
후에도 일본 국내 출판도서, 역사교과서, 지도, 수로지 등에서도 독도를 일
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고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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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 내 각국 대사관에 통고하지 않은 행위는 그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보면 정당하게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
령」으로 일본의 국경을 획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 관료, 우익
단체인 흑룡회 회원,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 등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
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는 논리
는 정당성이 결여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타국에 통고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통고 의무를 행하지 않고 독도를 무주지로
위장하여 군사적 무력으로 점령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한국 침략행위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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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은 독도 편입의 무주지 선점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도가 역사
적으로 일본 외의 영토인 적이 없다는 고유 영토설로 독도 편입의 근거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독도 편입 논리의 모순점에 대해 19세기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 논리의 정당성과 타국에의 통고(notification)의 원칙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영토 편입의 각 사례들에 대해 국제
법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연구를 했고 부속자료에 각 사례에 대한 해설과
그에 관련된 국내 법령과 외교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독도 편입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가사와라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에 대한 자세한 편입 경위와 자료 공개가 없다.
일본은 그 당시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영토 편입 논리를 이용하여 약소국
의 도서들을 편입했고 서구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타국에
의 통고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선점했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군
사적 무력으로 도서를 편입하고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제국의 군사적 팽창시기에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약소
국의 영토를 선점하고 군사적 전략지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일본의 국경을 획정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일본 정부 관료, 우익단체인 흑룡회 회원,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
로 등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는 논리는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타국에의 통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제어〉
무주지 선점론, 타국에의 통고, 독도, 오가사와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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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se Policy Research in the 1930s and the Contrariety of Applying Terra
Nullius to Dokdo
Seo, Inwon
Researcher, Korean Territorial Society

In the 1930s, the treaties bureau of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mprehensively conducted studies on cases of territorial incorporation.
Appendixes published from such studies included commentaries on each case
accompanied by related domestic legislations as well as diplomatic
documents. However, such studies did not cover descriptions about or
disclose materials on the case of Dokdo, not to mention that of any island
other than the Bonin Islands.
Around that time, Japan had already incorporated islands of small and weak
nations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nd only notified to other
countries of their territorial incorporation when a case could potentially cause
territorial disputes with Western countries, such as that of the Bonin Islands.
The reason Japan incorporated islands unilaterally and militarily without
following the principle of notification was because it was trying not to
provoke powers while secretly incorporating territories of small and weak
nations in order to strategically use such territories during a time when Japan
had been preoccupied with militarily expanding its empire.
Because Japan had already demarcated its territorial borders according to the
Daijokan (太政官) directive from 1877, many in Japan generally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That is why Japan occupation of Dokdo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ended up lacking legitimacy and due to
such contrariety, Japan has been unable to notify its incorporation of Dokdo
to the other countries at the time.
Keywords
terra nullius, notification of territorial incorporation, Dokdo, Boni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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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오가사와라 제도 도칙(島則)」,『국제법선례휘집(2)』
제1조 섬
 주민은 영주 및 기류에 대해서 도청에 신고하여 도칙을 지켜야 한
다.
제2조 섬
 주민의 생사·혼인 및 귀국 등을 모두 도청에 허가받고 신고해야
한다.
제3조 도청이

불허가지역을 사유화하는 것 또는 사유화를 허락받는 토지는
모두 권장(허가증)을 부여받아야 하고 매매할 경우에는 도청에 신청하
여 새로운 권장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4조 도청의

허가를 얻어 신규 개간하는 토지는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수여
하거나 사유지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제5조 종래

개간 토지는 지금부터 10년간, 신규 개간의 토지는 개간·낙성
후부터 10년간 그 세금은 면제되며 그 기간 후 토지의 실황에 의해
다시 논의해서 결정한다.
제6조 기타 차차 도칙(島則)을 증보하는 일이 있으면 매번 포고해야 한다.
항칙(港則)
제1조 국내외

선박(군함을 제외)이 본항에 정박하는 것은 24시간으로 그 선장
에 의해 국명, 선박호, 선장의 성명, 톤수, 승선 인원, 발항지명, 적하
품명, 수량 및 도래의 취지를 도청에 보고하여 체류·정박 면허장을
받아야 한다.
제2조 국내외의

선박이 본항에 입항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정한 도칙, 항칙
세칙 및 그 외의 규칙을 존수해야 한다.
제3조 국내외의

선박 출입, 항구 수수료 혹은 선박 세금 등 당분간 이것을
징수한다.
제4조 항구

내에서 사람과 가축 사해는 물론 돌 그 외 가벼운 사석(沙石) 등
은 선중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5조 국내외의

선박이 본 항구에 도착할 때 그 선중에 천연두, 그 외의 전
염병을 번지게 하는 병이 있으면 통례상 병을 피하라는 깃발을 돛대
위에 걸어두고 도청에서 허가할 때까지 다른 선박 및 작은 배 또는
육로 등에 왕래하지 않고 부득이 용건이 있으면 다른 선박을 통해 넘
는다. 또한 관리에게 사전에 병상 등을 고지하고 병이 전염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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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항할

때 선박은 그 취지를 12시간 전에 도청에 신고하여 출항 면허
장을 받아서 출항해야 한다.
제7조 이
 규칙의 조관을 위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도청에서 취조하여 죄의
경중을 참작해서 많게는 금 100원에서 적게는 5원 벌금을 그 해당 선
장한테 징수한다.
세칙
제1조 본도에서

화물을 수출하고 혹은 본도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다른 선박
에 적선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도청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 국내 개
항장 세관에서 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급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본도에서

수출하는 화물 및 본도에 수입하는 화물은 당분간 세금을
면제한다.
제3조 외국

도항면허를 받은 내국 선박 및 외국 선박이 본도 생산물을 국내
에 운송(회조: 回漕)할 때는 세금면제를 하지만 해당 화물에는 반드시
운송 면장을 첨부해서 운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외국

도항면허를 받은 내국 선박 및 외국 선박은 본도 생산물을 국내
에서 본도에 다시 외국으로 운송할 때(積戻し)에는 해당 화물에 반드
시 환송면장을 붙여서 운송해야 한다.
제5조 외국

도항면허를 받은 내국 선박 및 외국 선박은 국내 생산물을 본도
에 운송할 때는 정칙의 수출세금을 국내 개항장 세관에 맡겨두고 해
당 화물을 본도에 운송 양륙(揚陸)하는 증서를 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증서를 6개월 동안 수출하고 개항장 세관에 제출할 때는
세관에 맡겼던 세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

도항면허를 받은 내국 선박 및 외국 선박은 국내 생산물을 본도
에서 국내지에 다시 환송할 때는 정칙의 수출 세금을 도청에 맡겨두
고 해당 화물을 국내 개항장에 운송 양륙하여 증서를 해당 세관에 신
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 증서를 6개월 후에 도청에 제출할 때는 도청
에 맡겼던 세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제7조 국내

생산물을 본도에 운송할 때는 면세로 하지만, 본도에서 다시 이
것을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본도에 정칙의 수출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의

생산물을 본도에 수입하면 당분간 면세로 하지만, 본도에
서 다시 이것을 국내에 수송할 때는 본도에 정칙 수입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9조 일단

국내 개항장에 수입하는 외국품을 다시 본도에 운송할 때는 미
리 국내에서 징수한 수입세는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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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편을

본도에 수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만약에 밀수입할 때에
는 현품을 몰수하고 국내 개항장에 현 시행하는 벌칙에 따라 그 벌
금을 과한다.
제11조 본도에서

납세 및 저당세를 내는 국내 개항장에서 현 시행하는 수출
입의 세목에 따라야 하고 만약 종가품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
될 때는 관리는 그 가격을 감정하고 세액을 증액시킬 것이고 만약
선장 혹은 하주(荷主)가 그 감정의 가치에 불상응하다고 판단할 때는
바로 도청에 매상을 해야 한다.
제12조 이
 규칙의 조관을 위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도청에서 취조하여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많게는 금 100원에서 적게는 5원 벌금을 그 범인한
테 징수한다.
제13조 이
 규칙을 개정 혹은 화물에 과세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3개월 전
에 그 취지를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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