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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Ⅰ. 머리말

일본 정부는 근래에 들어서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부

정하면서 외무성, 관방장관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시마네현에서 독도

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는 역

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1라는 주

장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1618년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

마’)에 대한 도해면허를 취득하였고, 에도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

으로 경영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은 에도시대 17세기 

중엽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량코도(독도) 대하원 

신청을 이용하여 1905년 1월 시마네현 각의 결정을 거쳐 독도를 ‘오키 도

사(島司)의 소관’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 권원보다는 1905년의 편입 

조치를 강조하여 합법적인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런 일

본 정부의 역사적 권원과 합법적인 편입이라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모

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과거 제국주의에 의해 강탈했던 영토를 되

찾기 위해 영유권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

다. 이와 같은 주장이 최초로 나온 것은 1959년 1월 7일 일본 정부 견해(4)

였다. 그중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는, 17세기부터 영

유권을 확립하였고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3 이런 고유영토설은 일

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

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이다. 

일본의 17세기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울릉도 쟁계(1696)’, 「원록구병

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 「조선국교제시말 내탐서(1870)」, 「태정관

지령(187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가지무라 히데키4[梶村秀樹], 나이토 세이츄5[內藤正

中], 호리 가즈오6[堀和生], 이케우치 사토시7[池内敏] 등의 일본학자들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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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고유 영토로서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인식에 바탕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17

기무라 칸[木村幹]은, 고유 영토라는 것은 특정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

나기 전에 자국 외의 타국에 의해 지배당한 적이 없는 영토라며, 이를 바탕

으로 1905년 이전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지배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국

의 고유영토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그러나 1905년 이전에 이미 

한일학자들이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지배해왔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

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기무라의 이런 주장은 정치

적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본 영토의 재확인 주장, 고유영토설에 모순되

는 행위이다.

상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은주시청합기』, 울릉도 쟁계, 독도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 등의 일본 사료에 따라 일본 정부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

립과 고유영토설이 충분히 반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0

년에 만들어진 정치적 용어로 고유영토설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논리도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

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의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고유 영

토로서 일본에 귀속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 일본 정부

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론 무

장에 중점을 두었고 포츠담선언과 강화조약의 영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1950년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

로 생겨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일본 법령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통해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SCAPIN 677호와 

일본 법령 등의 분석을 통해 강화조약 이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귀

속되었다는 인식을 반박하고자 한다.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반박하였다. 

1965년 야마베 겐타로는 일본 외무성의 고유영토설에 대해 고유 영토의 

정의가 없고8 애매모호하다고 반박하였다. 나이토 세이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의 근간이 되는 저서를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다

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로9 보고 있으며 울릉도 쟁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안용복의 항의 내번(來藩) 사건,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

호」, 리앙코섬의 일본 영토 편입 등의 예시를 들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였다.10 나이토 세이츄의 반박에 이케우치 사토시11도 역사적 사실

(『은주시청합기』)을 바탕으로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고 있

다. 신용하12, 송휘영13, 김호동14, 곽진오15는 일본의 사료(『은주시청합기』, 울릉도 

쟁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

면서 17세기 일본 독도 영유권 확립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토 

세이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와카미가 독도 문제는 미해결이라며 일본

의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16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가와

카미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잃게 

7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8 山辺健太郎, 1965. 2,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コリア詩論 第7巻 第2号 No. 52』, 4쪽.

9 内藤正中, 2005,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2005年 6月号』, 53쪽.

10 内藤正中, 2005. 8, 「竹島固有領土論の問題点」, 『郷土研69号』, 참조.

11 池内敏, 2012, 위의 글.

12 신용하, 2001, 『독도영유원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13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

하는가」, 『독도연구 16』, 영남대 독도연구소, 참조. 

14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 참조.

15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 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 참조.

16 内藤正中, 2005. 8, 위의 글, 20쪽.

17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252쪽.

18 木村幹, 2014, 「書評·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巻 4号,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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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고유 영토로서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인식에 바탕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17

기무라 칸[木村幹]은, 고유 영토라는 것은 특정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

나기 전에 자국 외의 타국에 의해 지배당한 적이 없는 영토라며, 이를 바탕

으로 1905년 이전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지배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국

의 고유영토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그러나 1905년 이전에 이미 

한일학자들이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지배해왔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

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기무라의 이런 주장은 정치

적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본 영토의 재확인 주장, 고유영토설에 모순되

는 행위이다.

상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은주시청합기』, 울릉도 쟁계, 독도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 등의 일본 사료에 따라 일본 정부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

립과 고유영토설이 충분히 반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0

년에 만들어진 정치적 용어로 고유영토설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논리도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

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의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고유 영

토로서 일본에 귀속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 일본 정부

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론 무

장에 중점을 두었고 포츠담선언과 강화조약의 영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1950년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

로 생겨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일본 법령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통해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SCAPIN 677호와 

일본 법령 등의 분석을 통해 강화조약 이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귀

속되었다는 인식을 반박하고자 한다.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반박하였다. 

1965년 야마베 겐타로는 일본 외무성의 고유영토설에 대해 고유 영토의 

정의가 없고8 애매모호하다고 반박하였다. 나이토 세이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의 근간이 되는 저서를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다

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로9 보고 있으며 울릉도 쟁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안용복의 항의 내번(來藩) 사건,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

호」, 리앙코섬의 일본 영토 편입 등의 예시를 들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였다.10 나이토 세이츄의 반박에 이케우치 사토시11도 역사적 사실

(『은주시청합기』)을 바탕으로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고 있

다. 신용하12, 송휘영13, 김호동14, 곽진오15는 일본의 사료(『은주시청합기』, 울릉도 

쟁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

면서 17세기 일본 독도 영유권 확립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토 

세이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와카미가 독도 문제는 미해결이라며 일본

의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16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가와

카미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잃게 

7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8 山辺健太郎, 1965. 2,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コリア詩論 第7巻 第2号 No. 52』, 4쪽.

9 内藤正中, 2005,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2005年 6月号』, 53쪽.

10 内藤正中, 2005. 8, 「竹島固有領土論の問題点」, 『郷土研69号』, 참조.

11 池内敏, 2012, 위의 글.

12 신용하, 2001, 『독도영유원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13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

하는가」, 『독도연구 16』, 영남대 독도연구소, 참조. 

14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 참조.

15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 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 참조.

16 内藤正中, 2005. 8, 위의 글, 20쪽.

17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252쪽.

18 木村幹, 2014, 「書評·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巻 4号,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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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영토 주권 행사를 말하지만, 판도는 황

제 통치의 은혜를 입은 자, 집단이 사는 공간이고 명확한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22 일본 정부가 선점에 의한 독도, 센카쿠제도를 영유한 

것은 유럽식 국제질서의 영역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화이질서에 의한 

판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국제질서와 충돌이 생긴다.

이런 충돌은 오가사와라제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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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1931) 등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럽식 국제질서의 영토 논리로 선점하고 

제국 판도 편입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인 

영토 용어로 ‘판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섬들을 고유 영토라 주장

하고 있다. 

근세 초기에는 통일 권력, 즉 막번체제가 성립했고, 경계, 국경 개념이 크

게 바뀌었다. 그 세계관은 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다른 지역의 사

회인식도 같은 국제사회에 있는 인간 관계의 인식으로 조정되어 일체화되

는 공간이 확립되었다. 에도시대의 일본형 화이질서는 조선, 류큐, 중국, 네

덜란드, 아이누(홋카이도 지역 민족)의 에조지 등의 세계관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형 화이질서를 통해 일본의 지리적 위치가 확인되며 중앙권력에 의해 

국경 관리가 확립되었다.23 그러나 주권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

기여서 홋카이도 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절대적인 경계로서의 영토 인식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대륙을 침략하면서 일본의 영토를 ‘내지(內地)’와 

‘외지(外地)’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

해 만든 용어이다. 

법문상 ‘내지’는 1890년 대일본제국헌법 시행 후 헌법 적용하에 있는 영

또한 1950년 전후로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설을 사용하게 된 국제관계상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일본 고유영토설이 정치적 용어로 일본 고유 영

토가 분쟁을 나타내는 모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견해와 구

술서에 나오는 고유 영토에 대한 표현을 분석하여 일본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 분석한다. 

Ⅱ. 일본 고유 영토의 개념과 영토 개념의 변천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고유

의 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다. 1959년 독도에 관한 고유 영토라는 용어가 처

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1965년 야마베 켄타로는 일본 외무성이 독

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

유 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했다.19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 

메이지헌법 작성 때 기안자 중 한 사람인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의 문서

에 ‘제국 판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국 헌법을 제정했을 때 헌법이 시행되

는 고유 영토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다.20 제국의 고유 영토는 신화에 있는 

대로 혼슈, 규슈, 시코쿠, 아와지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역사

학자도 인정한 명백한 정의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고유 영토라는 표현 외에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주된 영토 표현은 19세

기에 사용했던 ‘판도’라는 용어로 중화제국이 지배하는 지역을 말하며 유럽

식 국제질서의 의미에서 영역이 아니다. 영역은 명확히 ‘경계=국경’이라는 

19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44쪽.

20 山辺健太郎, 1965. 2, 앞의 글, 4쪽.

21 山辺健太郎, 1965. 2, 위의 글, 4쪽.

22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 明石書店, 94쪽.

23 浦野起央, 2013, 『日本の国境 分析·資料·文献』, 三和書籍,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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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영토 주권 행사를 말하지만, 판도는 황

제 통치의 은혜를 입은 자, 집단이 사는 공간이고 명확한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22 일본 정부가 선점에 의한 독도, 센카쿠제도를 영유한 

것은 유럽식 국제질서의 영역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화이질서에 의한 

판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국제질서와 충돌이 생긴다.

이런 충돌은 오가사와라제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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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1931) 등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럽식 국제질서의 영토 논리로 선점하고 

제국 판도 편입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인 

영토 용어로 ‘판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섬들을 고유 영토라 주장

하고 있다. 

근세 초기에는 통일 권력, 즉 막번체제가 성립했고, 경계, 국경 개념이 크

게 바뀌었다. 그 세계관은 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다른 지역의 사

회인식도 같은 국제사회에 있는 인간 관계의 인식으로 조정되어 일체화되

는 공간이 확립되었다. 에도시대의 일본형 화이질서는 조선, 류큐, 중국, 네

덜란드, 아이누(홋카이도 지역 민족)의 에조지 등의 세계관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형 화이질서를 통해 일본의 지리적 위치가 확인되며 중앙권력에 의해 

국경 관리가 확립되었다.23 그러나 주권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

기여서 홋카이도 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절대적인 경계로서의 영토 인식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대륙을 침략하면서 일본의 영토를 ‘내지(內地)’와 

‘외지(外地)’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

해 만든 용어이다. 

법문상 ‘내지’는 1890년 대일본제국헌법 시행 후 헌법 적용하에 있는 영

또한 1950년 전후로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설을 사용하게 된 국제관계상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일본 고유영토설이 정치적 용어로 일본 고유 영

토가 분쟁을 나타내는 모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견해와 구

술서에 나오는 고유 영토에 대한 표현을 분석하여 일본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 분석한다. 

Ⅱ. 일본 고유 영토의 개념과 영토 개념의 변천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고유

의 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다. 1959년 독도에 관한 고유 영토라는 용어가 처

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1965년 야마베 켄타로는 일본 외무성이 독

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

유 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했다.19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 

메이지헌법 작성 때 기안자 중 한 사람인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의 문서

에 ‘제국 판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국 헌법을 제정했을 때 헌법이 시행되

는 고유 영토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다.20 제국의 고유 영토는 신화에 있는 

대로 혼슈, 규슈, 시코쿠, 아와지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역사

학자도 인정한 명백한 정의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고유 영토라는 표현 외에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주된 영토 표현은 19세

기에 사용했던 ‘판도’라는 용어로 중화제국이 지배하는 지역을 말하며 유럽

식 국제질서의 의미에서 영역이 아니다. 영역은 명확히 ‘경계=국경’이라는 

19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44쪽.

20 山辺健太郎, 1965. 2, 앞의 글, 4쪽.

21 山辺健太郎, 1965. 2, 위의 글, 4쪽.

22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 明石書店, 94쪽.

23 浦野起央, 2013, 『日本の国境 分析·資料·文献』, 三和書籍,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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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양태에 따라 새로이 취득된 것이 아니다.29

국제법 사전에 따르면 고유 영토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지 않았던 자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유

권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유영토설은 법적 주장보다는 

정치적 주장의 의미가 강하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30 

원래 자국의 영토라도 타국에 할양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자국의 영토에

서 제외된다.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미 

미군에 의해 점령당해 지배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후 오랫동안 일본 

본토의 일본인이 오키나와에 도항할 경우에도 일본 발행 여권이 필요할 정

도였다.31 그리고 홋카이도는 원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

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고, 오키나와는 독립된 왕국으로 일본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일본이 독도, 센카쿠제도, 쿠릴열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

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국제법상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거의 의

미가 없는 용어이다. 원래 어느 토지가 그 국가에 있어 고유하다는 것은 법

적인 이론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어느 영토에 대해 2국 이상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영토가 어느 국가에서도 고유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전에 존재한 양국 간 조약과 국제협정, 영토 주권 행사의 법적

인 견해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법의 조약에는 고유 영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32 주권국가

역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로 사용된 용어이다. 다른 지방을 ‘외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제국이 배타적인 법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의 적용 외로 두고 있는 영역이다.24 홋카이도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지역이라는 의식이 일본 정부에 있었고, 혼슈 이남은 내지라고 하고 

홋카이도는 외지라고 지적했다.25 그리고 일본에서 내지는 행정상 일본 본

토 지역으로 그 범위는 공통법26 1조에 정의되어 있고, 공통법에서 내지로 

포함되지 않는 외지는 대만, 조선, 관동주, 남양군도가 있다. 1890년 대일본

제국헌법이 실시된 후 이 시점까지 일본 국경 내에 포함된 지역은 1895년

의 청일전쟁 이후 병합된 식민지인 외지를 내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내지인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을 비교하면 이 지역에서 헌법 적용

은 오랫동안 조건부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전전(戰前) 일본의 국가 

영역은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을 ‘내지’로 홋카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지역을 ‘중지(中地)’로 대만, 조선, 사할린, 남태평양, 만주, 동남아시아 등을 

‘외지’로 해서 3분류로 구성된다.27 

국제법에도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없다. 국제법에는 어느 국가의 주권 아

래에 있는 토지는 영역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영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토권, 영유권, 통치권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고유 영토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28 

고유 영토란 독도에 대한 영유의 근거가 이른바 근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근대 국제법상 영토 

24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136쪽.

25 田村貞雄, 1992, 「国内植民地としての北海道」,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1 植民地帝国日本』, 岩
波書店, 94쪽.

26 공통법은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이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라는 외지와의 다른 법령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지역의 법역에서 실시된 법령의 적용 범위 확정 및 이법지역간의 법령의 연락 통일을 도모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이다. ja.wikipedia.org/wiki/%E5%85%B1%E9%80%9A%E6%B3%95 (검색일: 2018. 1. 30).

27 名嘉憲夫, 2013, 위의 글, 141쪽.

28 武光誠, 2013, 『国境の日本史』, 文芸春秋, 20쪽.

29 Brownlie,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Clarendon Press, p. 146.

30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竹島問題百問百答」, 『Will』, 創刊号, 28쪽.

31 朴炳涉, 2014. 11,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
39号』, 鳥取短期大学東北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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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양태에 따라 새로이 취득된 것이 아니다.29

국제법 사전에 따르면 고유 영토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지 않았던 자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유

권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유영토설은 법적 주장보다는 

정치적 주장의 의미가 강하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30 

원래 자국의 영토라도 타국에 할양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자국의 영토에

서 제외된다.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미 

미군에 의해 점령당해 지배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후 오랫동안 일본 

본토의 일본인이 오키나와에 도항할 경우에도 일본 발행 여권이 필요할 정

도였다.31 그리고 홋카이도는 원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

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고, 오키나와는 독립된 왕국으로 일본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일본이 독도, 센카쿠제도, 쿠릴열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

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국제법상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거의 의

미가 없는 용어이다. 원래 어느 토지가 그 국가에 있어 고유하다는 것은 법

적인 이론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어느 영토에 대해 2국 이상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영토가 어느 국가에서도 고유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전에 존재한 양국 간 조약과 국제협정, 영토 주권 행사의 법적

인 견해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법의 조약에는 고유 영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32 주권국가

역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로 사용된 용어이다. 다른 지방을 ‘외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제국이 배타적인 법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의 적용 외로 두고 있는 영역이다.24 홋카이도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지역이라는 의식이 일본 정부에 있었고, 혼슈 이남은 내지라고 하고 

홋카이도는 외지라고 지적했다.25 그리고 일본에서 내지는 행정상 일본 본

토 지역으로 그 범위는 공통법26 1조에 정의되어 있고, 공통법에서 내지로 

포함되지 않는 외지는 대만, 조선, 관동주, 남양군도가 있다. 1890년 대일본

제국헌법이 실시된 후 이 시점까지 일본 국경 내에 포함된 지역은 1895년

의 청일전쟁 이후 병합된 식민지인 외지를 내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내지인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을 비교하면 이 지역에서 헌법 적용

은 오랫동안 조건부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전전(戰前) 일본의 국가 

영역은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을 ‘내지’로 홋카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지역을 ‘중지(中地)’로 대만, 조선, 사할린, 남태평양, 만주, 동남아시아 등을 

‘외지’로 해서 3분류로 구성된다.27 

국제법에도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없다. 국제법에는 어느 국가의 주권 아

래에 있는 토지는 영역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영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토권, 영유권, 통치권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고유 영토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28 

고유 영토란 독도에 대한 영유의 근거가 이른바 근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근대 국제법상 영토 

24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136쪽.

25 田村貞雄, 1992, 「国内植民地としての北海道」,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1 植民地帝国日本』, 岩
波書店, 94쪽.

26 공통법은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이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라는 외지와의 다른 법령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지역의 법역에서 실시된 법령의 적용 범위 확정 및 이법지역간의 법령의 연락 통일을 도모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이다. ja.wikipedia.org/wiki/%E5%85%B1%E9%80%9A%E6%B3%95 (검색일: 2018. 1. 30).

27 名嘉憲夫, 2013, 위의 글, 141쪽.

28 武光誠, 2013, 『国境の日本史』, 文芸春秋, 20쪽.

29 Brownlie,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Clarendon Press, p. 146.

30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竹島問題百問百答」, 『Will』, 創刊号, 28쪽.

31 朴炳涉, 2014. 11,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
39号』, 鳥取短期大学東北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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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언어이다. 

최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독도 영토 편입은 고유영토설에 모순된다

는 의견이 나와서 고유영토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에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본 정치학자

인 기무라 칸은 “고유 영토라는 것은 특정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 이외 타국에 의해 지배당한 적이 없는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

다.37 그리고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고유 영토를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원래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38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공식 견해에서는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무주지 선점론을 고유

영토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고유 영토는 일찍부터 자국 

영토로 인지하고 그 지역을 본래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은 고유 영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시마네현 발간 「다케시

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竹島かえれ島と海)」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는 주장은 굳이 기재하지 않았고,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

가 본국(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을 시인하고 있다.39

그리고 1696년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기 때

문에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1905년 각의결정에서 독도는 타국에 의해 점령됐다는 흔적이 없어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영토 편입을 했다는 내용은 일본의 고유영토설에 모순된다.

일본은 독도를 유럽식 근대국제법이 동아시아에 수용되기 전부터 동아

가 성립했던 이후 끊임없이 국경선이 움직였던 유럽에서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센카쿠제도, 독도, 쿠릴열

도 등 영토 분쟁 지역이 있는 일본 정부와 외무성이 만들어낸 전략적 정책

으로 극히 정치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쿠릴열

도라는 용어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용한 것으로 도쿄나 오사카를 고

유 영토라고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토이고 고유 영

토라는 것은 타국과의 분쟁 상태에 있는 섬들을 대상으로 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유 영토라는 용어는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정치적 용어

인 동시에 의미 없는 용어이다. 역사 인식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용어라

고 말할 수 있다. 고유 영토라는 용어는 자국민들의 사고를 정지시켜 문제

의 분석이나 이해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메이지시대의 주

권선, 이익선이라는 용어나 쇼와 초기의 생명선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거의 내용이 없으며 절대적인 반향을 가지고 의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신

과 다른 사고를 공격하고 배제하도록 하는 정치적 언어의 일종이다.33 고유

영토설은 오카다 다카시[岡田充]가 말한 것처럼 영토 내셔널리즘의 마력을 

만들어낸다. 이 마력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피해자 의식을 유발하고 빼앗겨

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사적 회답을 순간적으로 끌어낸 듯한 반사게임을 

만들어낸다. 와다 하루키는 고유영토설에 대해서 번역 불가능한 언어이고 

교섭의 용어가 아닌 분쟁의 언어라고 하며, 최후 통첩적인 요구, 군사 행위

를 초래하는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34 다케우치 다케시[竹內猛]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명칭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의문이라고 한다.35 고유영토설은 

유럽 국제 정치사의 금기어이며36 위험한 정치적 언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36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 

第839号』, 岩波書店, 43쪽.

37 木村幹, 2014, 앞의 글, 111쪽.

38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앞의 글, 29쪽.

39 伊藤隆監修·百瀬孝著, 2010, 『史料検証 日本の領土』, 河出書房, 141쪽.

32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32쪽.

33 名嘉憲夫, 2013, 위의 글, 30쪽.

34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28~35쪽.

35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後編)』,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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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언어이다. 

최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독도 영토 편입은 고유영토설에 모순된다

는 의견이 나와서 고유영토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에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본 정치학자

인 기무라 칸은 “고유 영토라는 것은 특정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 이외 타국에 의해 지배당한 적이 없는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

다.37 그리고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고유 영토를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원래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38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공식 견해에서는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무주지 선점론을 고유

영토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고유 영토는 일찍부터 자국 

영토로 인지하고 그 지역을 본래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은 고유 영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시마네현 발간 「다케시

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竹島かえれ島と海)」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는 주장은 굳이 기재하지 않았고,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

가 본국(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을 시인하고 있다.39

그리고 1696년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기 때

문에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1905년 각의결정에서 독도는 타국에 의해 점령됐다는 흔적이 없어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영토 편입을 했다는 내용은 일본의 고유영토설에 모순된다.

일본은 독도를 유럽식 근대국제법이 동아시아에 수용되기 전부터 동아

가 성립했던 이후 끊임없이 국경선이 움직였던 유럽에서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센카쿠제도, 독도, 쿠릴열

도 등 영토 분쟁 지역이 있는 일본 정부와 외무성이 만들어낸 전략적 정책

으로 극히 정치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쿠릴열

도라는 용어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용한 것으로 도쿄나 오사카를 고

유 영토라고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토이고 고유 영

토라는 것은 타국과의 분쟁 상태에 있는 섬들을 대상으로 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유 영토라는 용어는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정치적 용어

인 동시에 의미 없는 용어이다. 역사 인식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용어라

고 말할 수 있다. 고유 영토라는 용어는 자국민들의 사고를 정지시켜 문제

의 분석이나 이해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메이지시대의 주

권선, 이익선이라는 용어나 쇼와 초기의 생명선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거의 내용이 없으며 절대적인 반향을 가지고 의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신

과 다른 사고를 공격하고 배제하도록 하는 정치적 언어의 일종이다.33 고유

영토설은 오카다 다카시[岡田充]가 말한 것처럼 영토 내셔널리즘의 마력을 

만들어낸다. 이 마력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피해자 의식을 유발하고 빼앗겨

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사적 회답을 순간적으로 끌어낸 듯한 반사게임을 

만들어낸다. 와다 하루키는 고유영토설에 대해서 번역 불가능한 언어이고 

교섭의 용어가 아닌 분쟁의 언어라고 하며, 최후 통첩적인 요구, 군사 행위

를 초래하는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34 다케우치 다케시[竹內猛]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명칭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의문이라고 한다.35 고유영토설은 

유럽 국제 정치사의 금기어이며36 위험한 정치적 언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36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 

第839号』, 岩波書店, 43쪽.

37 木村幹, 2014, 앞의 글, 111쪽.

38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앞의 글, 29쪽.

39 伊藤隆監修·百瀬孝著, 2010, 『史料検証 日本の領土』, 河出書房, 141쪽.

32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32쪽.

33 名嘉憲夫, 2013, 위의 글, 30쪽.

34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28~35쪽.

35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後編)』,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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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닌 것을 반박한다. 

1945년 9월 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항복문서조인을 받고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로 일본에 대해 

일본 국외에 있어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모두 정지한다고 명

령했다. 그리고 제3항의 일본 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a)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기되어, 독도는 제주도와 울릉도와 함께 일본에 의한 권력이 

정지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6월 22일 SCAPIN 1033호에서는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이 제한되어 “일본인 선박 또는 승무원은 독도(북위 37

도 15분, 동경 131도 53분) 12마일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과의 어떠

한 접근도 못한다”고 규정되어 독도는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 외에 두어

졌다. 

SCAPIN 677호 제6항은 모두 포츠담선언 제8조43에서 언급한 “소도서들

에 관한 최종적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SCAPIN 1033호에서도 국가의 관할권·국경·어업권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라고 부기되어 있다. 결국 두 지령과 영

토 획정이라는 문제는 준별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SCAPIN 677호와 일련의 맥아더 라인은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에

서 분리하고 쿠릴열도, 하보마이제도, 시코탄도 일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

고 이 조치가 강화조약 제3조와 제2조 (c)항에 있어 ‘획정’된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런 관계로 쿠릴열도의 취급이 문제가 된 1954년 12월 덜레스 국무장

관은 그 각서에서 모든 맥아더 라인은 하보마이제도를 러시아의 영역 안에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맥아더 라인이 사실상의 영토 획정이라는 인식을 표

명하고 있는 것이다.44

그래서 일본 지배하에 있던 옛 도서의 처리 방침을 검토한 1946년 6월 

시아의 국제규범질서 속의 판도에 속하는 영토로 생각했고, 유럽식 근대국

제법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일본은 1905년 영토 편입 조치를 역사적 권원을 재확인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40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이 양립할 수 없

는 모순점이 생겨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된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왔고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

권 재확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 영토 개념은 서양

적 개념이 아니라 동양적인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1950년대부터 유럽식 국

제법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Ⅲ. 전후 일본 고유영토설의 모순점

1. SCAPIN 677호의 영역 획정

가와카미는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에서 고유영토설을 바탕으

로 연합국에 의해 결정된 결과가 강화조약 영토 조항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독도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적 강탈로 취득한 영토가 아니라 일본 

고유 영토인 이상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1

그리고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도 필연적으

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고유영토로서 일본에 귀속하게 되었다는 인식에 바

탕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42 그래서 강화조약은 SCAPIN 677호를 승계한 

조약이며 일본 법령도 강화조약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런 법

43 포츠담선언 제8조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
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44 豊下楢彦, 1992, 『日本占領管理体制の成立』, 岩波書店, 391쪽.

40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앞의 글, 50쪽.

41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103쪽.

42 川上健三, 1966, 앞의 글,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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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본 지배하에 있던 옛 도서의 처리 방침을 검토한 194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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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도 필연적으

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고유영토로서 일본에 귀속하게 되었다는 인식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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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츠담선언 제8조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
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44 豊下楢彦, 1992, 『日本占領管理体制の成立』, 岩波書店, 391쪽.

40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앞의 글, 50쪽.

41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103쪽.

42 川上健三, 1966, 앞의 글,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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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48 이것은 SCAPIN 677호 제4항 

일본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외지라고 불리는 것은 해외영토이

고 이 영토는 패전 후 일본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Ⅲ)호에 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49 한국과 일본이 1948

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의 영토로부터 한국의 영토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공동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강화조

약 제2조에 의해 비로소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것이라

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 분리, 독립한 사실을 동 제2조 규

정이 승인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무조건 항복 문

서의 시행 조치인 연합군최고사령부 SCAPIN 677호를 승인한 것이며 동 

훈령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

국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독도의 분리를 승인한 것이다.50

강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51 강화

조약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일

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또한 강화조약 제19조 (d)항은 강화조약 영토 규정에서 다수의 소도 중 

독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독도가 한국 영토와 관련이 있

다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강화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 당국의 지령하에서 또는 그 지령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 일

24일부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3성 조정위원회 보고서인 「구 일본 지배하

의 위임통치령 및 그 주변의 여러 소도에 대한 신탁통치 혹은 다른 처리 방

법에 관한 정책」(SWNCC 59/1)에서는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

고 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한국의 모든 연안의 소도는 역사

상 또는 행정상 한국의 일부로 주로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

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5

이런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은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독도

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연합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편입한 독도의 

위치(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와 연합국이 측정한 독도의 위치(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2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46 수정하였다. 일본 정부가 

1905년 독도를 편입시킬 당시 독도 위치(좌표)가 없고 일본 외무성이 잘못

된 독도 위치를 2005년까지 표기한 것은 고유 영토의 모순점이라 할 수 있

다. 2005년까지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잘못된 독도 위치(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를 사용하였고 외무성과 국토지리원에 게시한 독도 

위치(북위 37도 14분 30초-37도 15분 17초, 동경 131도 51분 51초-131도 52분 31초)와 다르

다는 일본 『매일신문』의 지적47에 따라 2005년 8월부터 한국 외교부 홈페

이지의 독도 위치(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와 같은 위치로 수정하였다. 이

런 문제점은 일본 외무성이 가와카미의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

를 잘못 인용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

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 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

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

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45 原貴美恵, 2012,『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42쪽.

46 김신, 2015,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 피앤씨미디어, 117쪽.

47 『每日新聞』 夕刊, 2005. 7. 16.

48 박병섭,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 199쪽.

49 “International Gegal Materials”, 1965, p. 925.

50 김명기, 1996, 「국제법으로 본 독도 영유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464쪽.

51 Hersch Lauterpacht (ed.), 1955, Oppenbeim’s International Law, Vol.2, 7th ed, London: Longmans,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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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48 이것은 SCAPIN 677호 제4항 

일본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외지라고 불리는 것은 해외영토이

고 이 영토는 패전 후 일본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Ⅲ)호에 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49 한국과 일본이 1948

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의 영토로부터 한국의 영토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공동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강화조

약 제2조에 의해 비로소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것이라

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 분리, 독립한 사실을 동 제2조 규

정이 승인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무조건 항복 문

서의 시행 조치인 연합군최고사령부 SCAPIN 677호를 승인한 것이며 동 

훈령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

국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독도의 분리를 승인한 것이다.50

강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51 강화

조약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일

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또한 강화조약 제19조 (d)항은 강화조약 영토 규정에서 다수의 소도 중 

독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독도가 한국 영토와 관련이 있

다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강화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 당국의 지령하에서 또는 그 지령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 일

24일부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3성 조정위원회 보고서인 「구 일본 지배하

의 위임통치령 및 그 주변의 여러 소도에 대한 신탁통치 혹은 다른 처리 방

법에 관한 정책」(SWNCC 59/1)에서는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

고 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한국의 모든 연안의 소도는 역사

상 또는 행정상 한국의 일부로 주로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

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5

이런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은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독도

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연합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편입한 독도의 

위치(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와 연합국이 측정한 독도의 위치(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2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46 수정하였다. 일본 정부가 

1905년 독도를 편입시킬 당시 독도 위치(좌표)가 없고 일본 외무성이 잘못

된 독도 위치를 2005년까지 표기한 것은 고유 영토의 모순점이라 할 수 있

다. 2005년까지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잘못된 독도 위치(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를 사용하였고 외무성과 국토지리원에 게시한 독도 

위치(북위 37도 14분 30초-37도 15분 17초, 동경 131도 51분 51초-131도 52분 31초)와 다르

다는 일본 『매일신문』의 지적47에 따라 2005년 8월부터 한국 외교부 홈페

이지의 독도 위치(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와 같은 위치로 수정하였다. 이

런 문제점은 일본 외무성이 가와카미의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

를 잘못 인용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

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 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

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

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45 原貴美恵, 2012,『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42쪽.

46 김신, 2015,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 피앤씨미디어, 117쪽.

47 『每日新聞』 夕刊, 2005. 7. 16.

48 박병섭,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 199쪽.

49 “International Gegal Materials”, 1965, p. 925.

50 김명기, 1996, 「국제법으로 본 독도 영유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464쪽.

51 Hersch Lauterpacht (ed.), 1955, Oppenbeim’s International Law, Vol.2, 7th ed, London: Longmans,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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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작위(조치)와 부작위(不作爲)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다”52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SCAPIN 

677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2. 일본 법령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

1946~1954년의 일본의 대장성 고시, 사법성령, 대장성령, 농림성령, 외

무성령, 총리부령, 통상산업성령, 정령, 후생성령, 우정성령, 문부성령, 체신

성령(표 1) 등의 법령53에서 독도와 쿠릴열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법령들은 분명하게 일본의 고유영토설

을 반박하고 있다. 일본의 법령체계에서 일부 법령이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

본의 영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일본이 쿠릴열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법적 근거 자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46년 8월 15일 대장성고시 654호는 전후 일본 기업

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

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

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대장성령 4호의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54이다.

1951년 1월 5일부와 2월 7일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따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안 및 이

52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an Francisco, 2 September 1951, Article 19(d): ‘Japan recognizes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the direc-
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53 『官報』, 1946~1954年, dl.ndl.go.jp (검색일: 2018. 1. 30).

54 大蔵省, 1951. 2,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案」, 國立公文書館 

소장(A17111992500)

<표 1> 일본 법령

구분 시행일 구 일본 점령지역

SCAPIN
677호

1946년 

1월 29일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보다 작은 도서들과 북위 30도의 북쪽 류큐열도로 한정되며, 
  (a) 울릉도, 리앙쿠르트 암(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 류큐열도(구치노시마 포함), 이즈, 난포, 보닌(오가사와라) 및 화산(오시가시 또

는 오아가리) 군도 및 파레스 벨라(오기노도리), 마아카스(미나미도리) 및 간지스(나카노토리) 도
서들과 

  (c)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타라쿠 도서들 포함하는 하포마쓰 군도)와 
시코탄을 제외한다.

대장성고시

654호
1946년 

8월 15일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 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포함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 및 사할린
  2 쿠릴열도
  3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硫黄列島]
  4 다케시마[竹島, 독도]
  5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6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정령

291호
1949년 

8월 1일

구 일본 점령지역, 만주, 중화민국, 대만, 조선, 사할린, 류큐열도, 남양군도 및 주요 성령에서 정한 그 
외의 도서 및 1894년 이후에 있어 일본에 의해 점령 또는 통치된 그 외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정령의 시행에 관한 명령서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대장성령

4호
1951년 

2월 13일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부속 섬은 다음에 열거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총리부령

24호
1951년 

6월 6일

제2조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
는 부속도는 다음에 열거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년 

4월 28일

제2장 영토
제2항: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

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팽호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는 미국의 신

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대장성령 

99호
1952년 

8월 5일

제2조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속도란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및 규슈에 부속된 섬 중 다음에 
언급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2 오가사와라제도, 이오열도,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3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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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작위(조치)와 부작위(不作爲)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다”52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SCAPIN 

677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2. 일본 법령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

1946~1954년의 일본의 대장성 고시, 사법성령, 대장성령, 농림성령, 외

무성령, 총리부령, 통상산업성령, 정령, 후생성령, 우정성령, 문부성령, 체신

성령(표 1) 등의 법령53에서 독도와 쿠릴열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법령들은 분명하게 일본의 고유영토설

을 반박하고 있다. 일본의 법령체계에서 일부 법령이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

본의 영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일본이 쿠릴열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법적 근거 자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46년 8월 15일 대장성고시 654호는 전후 일본 기업

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

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

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대장성령 4호의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54이다.

1951년 1월 5일부와 2월 7일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따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안 및 이

52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an Francisco, 2 September 1951, Article 19(d): ‘Japan recognizes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the direc-
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53 『官報』, 1946~1954年, dl.ndl.go.jp (검색일: 2018. 1. 30).

54 大蔵省, 1951. 2,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案」, 國立公文書館 

소장(A17111992500)

<표 1> 일본 법령

구분 시행일 구 일본 점령지역

SCAPIN
677호

1946년 

1월 29일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보다 작은 도서들과 북위 30도의 북쪽 류큐열도로 한정되며, 
  (a) 울릉도, 리앙쿠르트 암(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 류큐열도(구치노시마 포함), 이즈, 난포, 보닌(오가사와라) 및 화산(오시가시 또

는 오아가리) 군도 및 파레스 벨라(오기노도리), 마아카스(미나미도리) 및 간지스(나카노토리) 도
서들과 

  (c)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타라쿠 도서들 포함하는 하포마쓰 군도)와 
시코탄을 제외한다.

대장성고시

654호
1946년 

8월 15일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 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포함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 및 사할린
  2 쿠릴열도
  3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硫黄列島]
  4 다케시마[竹島, 독도]
  5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6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정령

291호
1949년 

8월 1일

구 일본 점령지역, 만주, 중화민국, 대만, 조선, 사할린, 류큐열도, 남양군도 및 주요 성령에서 정한 그 
외의 도서 및 1894년 이후에 있어 일본에 의해 점령 또는 통치된 그 외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정령의 시행에 관한 명령서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대장성령

4호
1951년 

2월 13일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부속 섬은 다음에 열거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총리부령

24호
1951년 

6월 6일

제2조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
는 부속도는 다음에 열거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년 

4월 28일

제2장 영토
제2항: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

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팽호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는 미국의 신

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대장성령 

99호
1952년 

8월 5일

제2조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속도란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및 규슈에 부속된 섬 중 다음에 
언급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2 오가사와라제도, 이오열도,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3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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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령이다. 2조의 1항 2호에는 “본방(本邦: 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

[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

하고”57 있으며 구 일본 점령지역은 만주, 중화민국, 대만, 조선, 사할린, 류

큐열도, 남양군도 및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그 외의 도서 및 1894년 이후 일

본이 점령 또는 통치된 그 외의 모든 지역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을 통해 일본이 강점한 영토에 대한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합국의 영토 처리 조항을 따르고 있다. 1947

년 3월에 작성된 강화조약 초안 영토 조항 제1조에 “일본의 영역은 청일전

쟁 직전 1894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초안은 제4조에서 

“일본은 리앙쿠르트 암(독도)을 포함한 조선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58 

정령 시행에 관한 명령서에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속 도서

는 아래와 같은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59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쓰 및 다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1948년 8월 31일 『총리부령·체신성령』 제1호는 “외국 우편에 관한 요

금을 정한다”고 하면서 독도를 외국에 포함하고 있고 1950년 8월 30일 『우

유를 첨부하여 각의를 요청했다.55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에 

따르면, “내각은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따라 동 정령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선언에서는 독도의 귀속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였고 포

츠담선언 이후의 모든 조치에 남겨 놓았다. 포츠담선언 이후의 모든 조치로

는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1945. 9. 22)」, 「일본의 점령 관리를 위한 연

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의 기본 지령(1945. 11. 1)」, 「연합국 일

본 점령의 기본 목적과 연합국에 의한 그 달성 방법에 관한 맥아더 원수가 

관하부대에 보내는 훈령(1945. 12. 19)」 등이 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해방됐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

는 청구권 문제를 미리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내 처분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추진하였고 이 정령 고시는 강화조약 체결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런 정령들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토 내 재산 정

리에 관한 정령 시행」을 통해 재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도서(島嶼: 섬 및 

섬 주변 지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기한 것으로 일본에서 독도는 울

릉도, 제주도와 함께 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도서가 된다.

「총리 부령 24호(1951. 6. 6)」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

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는 왼쪽에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명기하고 제외하는 섬에서 “3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

다. 여기에서 언급된 「정령 291호」56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55 內閣總理大臣, 1951. 3,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國立
公文書館 소장(A13111592400)

56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御署名原本·昭和
二十四年·政令第二九一号」, 國立公文書館 소장(2260100)

57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 

政令 第二百九十一号)」, 2쪽.

58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 Ⅰ』, 6~7쪽.

59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命令(昭和
二十四年八月一日 法務府令·外務省令·大蔵省令·厚生省令·農林省令·通商産業省令·運輸省令 第一号)」,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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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령이다. 2조의 1항 2호에는 “본방(本邦: 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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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內閣總理大臣, 1951. 3,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國立
公文書館 소장(A13111592400)

56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御署名原本·昭和
二十四年·政令第二九一号」, 國立公文書館 소장(2260100)

57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 

政令 第二百九十一号)」, 2쪽.

58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 Ⅰ』, 6~7쪽.

59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命令(昭和
二十四年八月一日 法務府令·外務省令·大蔵省令·厚生省令·農林省令·通商産業省令·運輸省令 第一号)」,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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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면서 대장성령 99호에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

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경화된 일본 정부나 정치가들이 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해줬다는 허위 사실은 이 법령들에 의해 반증할 수 있다. 

그리고 1952년 8월 5일 대장성령 99호는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

외하고 있고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독도를 포

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외 

1952년 7월 26일 외무성 고시 34호, 1953년 6월 19일 시마네현 고시 제

352호, 1954년 6월 9일 자위대법 제84조61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어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가 제정한 법

령들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환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Ⅳ. 일본 고유영토설에 대한 정치적 분쟁화

1. 전후 일본 고유영토설에 대한 방침 

일본 정부는 1945년 11월 외무성 조약국 내에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

회’를 신설하고 평화조약체결문제 기본방침, 동 문제의 향후 결과 관측 등 

약 30항목의 연구 제목을 정하였다. 간사회는 16회 회의·심의 끝에 1946

년 5월에 조약체결기본문제, 일본준비시책, 방침, 연합국조약안 상정 및 대

처방침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62

평화조약체결문제 기본방침은 일본 고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로 한 이론 무장에 중점을 두었다. 포츠담선언 제8항은 일본의 영토에 

정성령』 제13호는 우편에 관한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독도를 외국으로 정의

하고 있다(그림 1).60 독도를 조약의 대상이 되는 외국으로 규정하여 행정권

에서 제외하고 있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고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

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림 1> 『우정성령』 제13호

이런 정령들은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일본 점령지역과 일본 

영토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군정이 끝난 후에 

공포되었고, 지금도 사법성령 제77호(1946. 8. 27), 대장성령 제4호(1951. 2. 13), 

총리부령 제24호(1951. 6. 6) 등의 법령은 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고 미군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유지되

었다.

이들 법령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의 정

리」라는 작성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재산 공제를 위해 국내법으로 

만든 것이고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서 적용 지역에 관해서는 

SCAPIN 677호를 따르고 있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SCAPIN 677호를 계

60 『官報 号外 第百六号』, 「郵政省令 第13号」, 昭和25年 8月 30日, 1쪽.

61 김신, 2015, 앞의 글, 310~322쪽.

62 下田武三, 1985, 『戦後日本外交の証言―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 (上)』, 行政問題研究所,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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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되었고, 지금도 사법성령 제77호(1946. 8. 27), 대장성령 제4호(1951. 2. 13), 

총리부령 제24호(1951. 6. 6) 등의 법령은 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고 미군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유지되

었다.

이들 법령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의 정

리」라는 작성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재산 공제를 위해 국내법으로 

만든 것이고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서 적용 지역에 관해서는 

SCAPIN 677호를 따르고 있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SCAPIN 677호를 계

60 『官報 号外 第百六号』, 「郵政省令 第13号」, 昭和25年 8月 30日, 1쪽.

61 김신, 2015, 앞의 글, 310~322쪽.

62 下田武三, 1985, 『戦後日本外交の証言―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 (上)』, 行政問題研究所,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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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카이로선언 조항은 이행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

슈 및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모든 소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동맹국의 영토 확장을 금지한다는 문구도 있다. 

일본은 동맹국의 영토 확장 금지를 돌파구로 삼고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

도, 쿠릴열도의 반환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연합국이 카이로선언

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것을 선명한 이상, 일본 고유 영토를 반환받는 것

을 당연한 논리 구성으로 여겼다.63 영토 문제에 관해 외무성은 역사적, 인

종적으로 일본 고유 섬이었던 지역, 따라서 카이로선언이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갈취 또는 점령”한 지역이 아닌 부분에 영토 귀속 주장의 근거를 

삼았다.64

연구간사회는 영토 문제를 배상 문제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

제에 넣어 연합국이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 카이로선언에 착안하

여 일본 고유 영토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구상 아래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보고서는 조약 전문가인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가 각 영토의 사실

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시모다[下田武三]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대사대리 시볼트

의 도쿄사무소에 야밤에 몰래 방문하여 수시로 전달했다고 한다.65 일본은 

조약당사국으로서 이처럼 연합국에 대해 충분히 일본 주장을 설득할 기회

를 갖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 측 자료를 참고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했다고 

과언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강화조약문제 작업 분담에서 시모다는 영토 

문제에 관한 의견 조율 작업을 하였다.66

1949년 7월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정리하여 

미국 정부에 송부했고, 미국을 일본의 대변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 측에 일

본에 유리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46년 가을 무렵부터 

영토 설명 자료 정리 작업을 시작하여 1950년 12월까지 총 36권에 이르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미국 국무부에 제출했다. 이 중 영토 문제 자료는 총 

7권이 만들어졌다.67 그중 팸플릿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Minor Islands Adja-

cent to Japan Proper)』의 「제4부 태평양 및 일본해의 여러 섬들(PART IV. Minor Is-

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이 1947년 6월에 완성되어 9월 

23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외교국을 통해서 국무부에 전달되었다.68 이 문서

는 “일본이 옛날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관계해 왔고 1905년 2월 22일 시마

네현 지사가 독도를 오키[隱岐]의 관할권으로 한다고 공표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것과 “독도는 한국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국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69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전후 처

음으로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

기해서 울릉도까지 침탈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 국무성의 이해를 얻어 독도

를 일본 영토로 인식시키고70 강화조약에 독도를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독

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외무성의 입장은 가와카미의 『다케시마의 영유(1953)』와 『다

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1966)』, 오구마 료이치[大熊良一]의 『竹島史稿
(1968)』 등의 연구 서적에 잘 나타나 있고, 시마네현의 입장은 다무라 세자부

67 西村熊雄監修, 1971, 「サンプランシスコ講和条約」, 『日本外交史 第27卷』, 鹿児島研究所出版会, 

25~26쪽.

68 鈴木九萬監修, 1973, 「終戦処理から講和まで」, 『日本外交史 第26卷』, 鹿児島研究所出版会, 

173~174쪽.

69 Internal Affairs of Japan,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OLAD to the Secretary of 
State, 894.014/ 9-2347, RG 59.

70 内藤正中·金柄烈, 2007, 앞의 글, 104쪽.

63 下田武三, 1985, 앞의 글, 53쪽.

64 장박진, 2011,「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영토해양연구』, 63쪽.

65 下田武三, 1985, 위의 글, 54쪽.

66 일본 외무성, 2006, ‘평화조약문제작업분담’(1949.11.12), 『일본외교문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준비대책』, 

453~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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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카이로선언 조항은 이행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

슈 및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모든 소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동맹국의 영토 확장을 금지한다는 문구도 있다. 

일본은 동맹국의 영토 확장 금지를 돌파구로 삼고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

도, 쿠릴열도의 반환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연합국이 카이로선언

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것을 선명한 이상, 일본 고유 영토를 반환받는 것

을 당연한 논리 구성으로 여겼다.63 영토 문제에 관해 외무성은 역사적, 인

종적으로 일본 고유 섬이었던 지역, 따라서 카이로선언이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갈취 또는 점령”한 지역이 아닌 부분에 영토 귀속 주장의 근거를 

삼았다.64

연구간사회는 영토 문제를 배상 문제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

제에 넣어 연합국이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 카이로선언에 착안하

여 일본 고유 영토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구상 아래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보고서는 조약 전문가인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가 각 영토의 사실

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시모다[下田武三]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대사대리 시볼트

의 도쿄사무소에 야밤에 몰래 방문하여 수시로 전달했다고 한다.65 일본은 

조약당사국으로서 이처럼 연합국에 대해 충분히 일본 주장을 설득할 기회

를 갖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 측 자료를 참고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했다고 

과언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강화조약문제 작업 분담에서 시모다는 영토 

문제에 관한 의견 조율 작업을 하였다.66

1949년 7월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정리하여 

미국 정부에 송부했고, 미국을 일본의 대변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 측에 일

본에 유리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46년 가을 무렵부터 

영토 설명 자료 정리 작업을 시작하여 1950년 12월까지 총 36권에 이르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미국 국무부에 제출했다. 이 중 영토 문제 자료는 총 

7권이 만들어졌다.67 그중 팸플릿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Minor Islands Adja-

cent to Japan Proper)』의 「제4부 태평양 및 일본해의 여러 섬들(PART IV. Minor Is-

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이 1947년 6월에 완성되어 9월 

23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외교국을 통해서 국무부에 전달되었다.68 이 문서

는 “일본이 옛날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관계해 왔고 1905년 2월 22일 시마

네현 지사가 독도를 오키[隱岐]의 관할권으로 한다고 공표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것과 “독도는 한국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국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69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전후 처

음으로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

기해서 울릉도까지 침탈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 국무성의 이해를 얻어 독도

를 일본 영토로 인식시키고70 강화조약에 독도를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독

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외무성의 입장은 가와카미의 『다케시마의 영유(1953)』와 『다

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1966)』, 오구마 료이치[大熊良一]의 『竹島史稿
(1968)』 등의 연구 서적에 잘 나타나 있고, 시마네현의 입장은 다무라 세자부

67 西村熊雄監修, 1971, 「サンプランシスコ講和条約」, 『日本外交史 第27卷』, 鹿児島研究所出版会, 

25~26쪽.

68 鈴木九萬監修, 1973, 「終戦処理から講和まで」, 『日本外交史 第26卷』, 鹿児島研究所出版会, 

173~174쪽.

69 Internal Affairs of Japan,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OLAD to the Secretary of 
State, 894.014/ 9-2347, RG 59.

70 内藤正中·金柄烈, 2007, 앞의 글, 104쪽.

63 下田武三, 1985, 앞의 글, 53쪽.

64 장박진, 2011,「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영토해양연구』, 63쪽.

65 下田武三, 1985, 위의 글, 54쪽.

66 일본 외무성, 2006, ‘평화조약문제작업분담’(1949.11.12), 『일본외교문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준비대책』, 

453~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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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田村淸三郞]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연구(1954)』 등의 연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던 점이다.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

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2008)」로 정리되었다.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설의 근간이 되었던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의 저

서인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 후기에 독도 연구의 기본적 태도가 

나온다. 

전후 일본 영토의 귀속에 관해서는 그것이 다시 새로운 분쟁의 요인이 되

지 않도록 연합국의 선의와 양식(良識)을 기대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견지

에서 포츠담선언 및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적 탐욕으로 일본이 약취하여 

새로이 확장한 영토는 반환시키지만 일본 고유 영토로 인정해야 할 지역은 

할양의 대상이 아니며 그 방침으로 극동의 질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에서

는 반드시 그 방침이 명확하게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화조약이 

발효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오늘날,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지역이 있다. 

…(중략)… 다케시마(독도)도 역시 이러한 미해결 지역의 하나로 …(후략)…71 

독도를 미해결 지역으로 보는 상기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의 견해로 한국

이 독도를 영토 주권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 영토의 할양 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데 모순이 있다. 그리고 가와카

미가 저서인 『다케시마 영유』에서 강화조약을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영토

라는 것은 명백하다고72 해석하는 행위는 위 글에서 독도를 미해결 지역으

로 기술한 내용과 모순된 논리이다. 또한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에 일한병합

(1910) 이전의 일본 영토인 토지를 독립한 한국에게 할양하는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는 일한병합 이전에 이미 시마네현 소

관에 정식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다시 분리 또는 독립해야 할 한국의 판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73 이런 논리는 기존 고유영토설

에 모순되는 국제법 논리이다.

이런 논리는 1960년도 예산심사, 1964년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 국세조

사 자료로도 인용되었다.

1960년 3월 4일 외무성은 1960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별지의 자료가 필

요하여 급히 참의원예산위원장에 제출하였다. 이 별지에는 쿠릴 4도와 독

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가 있다고74 

기술하면서 가와카미의 저서인 『다케시마 영유』를 자료로 제출하였다. 

1964년 10월 외무성 독도의 영유에 대한 책자에는 “독도는 옛날부터 일

본 고유 영토로 각의결정에 의한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것을 일본의 근대행정구역 안에 편

입하였다”는 주장이 나온다.75 이 책자를 작성했던 계기는 독도 영유 문제

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 독도를 국세조사의 범위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각회 국세조사 때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가 외무성

에게 심의자료로 요청한 자료였다.76 결국 독도는 일본 국세조사에서 제외

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 고유영토설은 2008년 2월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

기 위한 10포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SCAPIN 677호, 1033호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Q&A」 Q6에서 연합국 최고

71 川上健三, 1966, 앞의 글, 296쪽.

72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76쪽.

73 川上健三, 1953, 앞의 글, 77쪽.

74 外務省, 1960, 「別紙 外務事務次官提出」.

75 外務省, 1964, 「竹島領有問題」.

76 外務省, 1964, 위의 글,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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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田村淸三郞]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연구(1954)』 등의 연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던 점이다.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

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2008)」로 정리되었다.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설의 근간이 되었던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의 저

서인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 후기에 독도 연구의 기본적 태도가 

나온다. 

전후 일본 영토의 귀속에 관해서는 그것이 다시 새로운 분쟁의 요인이 되

지 않도록 연합국의 선의와 양식(良識)을 기대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견지

에서 포츠담선언 및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적 탐욕으로 일본이 약취하여 

새로이 확장한 영토는 반환시키지만 일본 고유 영토로 인정해야 할 지역은 

할양의 대상이 아니며 그 방침으로 극동의 질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에서

는 반드시 그 방침이 명확하게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화조약이 

발효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오늘날,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지역이 있다. 

…(중략)… 다케시마(독도)도 역시 이러한 미해결 지역의 하나로 …(후략)…71 

독도를 미해결 지역으로 보는 상기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의 견해로 한국

이 독도를 영토 주권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 영토의 할양 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데 모순이 있다. 그리고 가와카

미가 저서인 『다케시마 영유』에서 강화조약을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영토

라는 것은 명백하다고72 해석하는 행위는 위 글에서 독도를 미해결 지역으

로 기술한 내용과 모순된 논리이다. 또한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에 일한병합

(1910) 이전의 일본 영토인 토지를 독립한 한국에게 할양하는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는 일한병합 이전에 이미 시마네현 소

관에 정식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다시 분리 또는 독립해야 할 한국의 판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73 이런 논리는 기존 고유영토설

에 모순되는 국제법 논리이다.

이런 논리는 1960년도 예산심사, 1964년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 국세조

사 자료로도 인용되었다.

1960년 3월 4일 외무성은 1960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별지의 자료가 필

요하여 급히 참의원예산위원장에 제출하였다. 이 별지에는 쿠릴 4도와 독

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가 있다고74 

기술하면서 가와카미의 저서인 『다케시마 영유』를 자료로 제출하였다. 

1964년 10월 외무성 독도의 영유에 대한 책자에는 “독도는 옛날부터 일

본 고유 영토로 각의결정에 의한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것을 일본의 근대행정구역 안에 편

입하였다”는 주장이 나온다.75 이 책자를 작성했던 계기는 독도 영유 문제

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 독도를 국세조사의 범위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각회 국세조사 때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가 외무성

에게 심의자료로 요청한 자료였다.76 결국 독도는 일본 국세조사에서 제외

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 고유영토설은 2008년 2월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

기 위한 10포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SCAPIN 677호, 1033호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Q&A」 Q6에서 연합국 최고

71 川上健三, 1966, 앞의 글, 296쪽.

72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76쪽.

73 川上健三, 1953, 앞의 글, 77쪽.

74 外務省, 1960, 「別紙 外務事務次官提出」.

75 外務省, 1964, 「竹島領有問題」.

76 外務省, 1964, 위의 글,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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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이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

고사령관이 일본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77 

현재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4월 발효된 강화조약에 의

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78고 일본 외무성에서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

화조약 내용을 영토정책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4월에 발표된 강화조약에 의해 법

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표기하고 있다.79 

일본은 1951년 9월에 강화조약을 조인하고, 그 강화조약의 제2장 제2항 

(c)에서 쿠릴열도 포기에 동의했다. 물론 이 조약의 항목에는 독도가 없음에

도 일본 정부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어도(센카쿠제도)가 팽호제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부

정확하게 처리하고, (b), (c)에서 일본이 강탈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

면서 어느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빼어 미국 중심의 연합국은 동북아 

지역의 영토 귀속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영토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은 강화조약 내용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려

고도 하지 않았고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생각하는 영국과 협의해야 하는

데 미국은 영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미

국은 영국과의 협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80 따라서 독도에 대한 양국의 

견해는 엇갈린 채 강화조약이 조인됐으므로 강화조약상 독도에 관해 아무

런 해석도 못한다. 그리고 SCAPIN 677호의 귀결로 한국이 독도를 통치하

고 있는 현상은 강화조약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81

2. 일본 측 구술서에 표기된 고유 영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 견해(1), (2), (3)」 등을 통해서

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게 된 시기는 1959년이며, 그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기존 일본 정부 견해의 특징은 근대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요건을 강조하

면서 국가로서의 영유 의사, 영유 의사의 공시, 적당한 지배 권력 확립이라는 

국제법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1953년 7월 13일 일본 정부 견해(1)에서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필요 요

건으로 영토 취득 의사와 영토 주권 행사를 열거하면서 영토 취득 조치로

서 독도라는 무주지를 선점했다”고82 주장하고 있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정부 견해(2)에서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옛날부터 일본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83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일본 정부 견해(3)에서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

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국제사

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 국가가 위임을 승낙해 응소하지 않으면 안

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1954년 10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견해에 대

한 답변서84를 보내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일

77 일본 외무성, 앞의 글, 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검색

일: 2018. 3. 14).

78 일본 외무성,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 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l#q1 
(검색일: 2017. 12. 30).

79 일본 외무성, 위의 글, 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l (검색일: 2017. 12. 30).

80 박병섭, 앞의 글, 186~188쪽.

81 박병섭, 앞의 글, 199쪽.

82 외무부, 1977, 앞의 글, 13쪽.

83 외무부, 1977, 위의 글, 43쪽.

84 일본 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006~047)15_서인원_논문.indd   30-31 2018-07-01   오후 2:02:38

IP: 211.236.81.*** | Accessed 2018/11/14 10:32(KST)



3130

영토해양연구 Vol. 15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사령관이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

고사령관이 일본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77 

현재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4월 발효된 강화조약에 의

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78고 일본 외무성에서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

화조약 내용을 영토정책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4월에 발표된 강화조약에 의해 법

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표기하고 있다.79 

일본은 1951년 9월에 강화조약을 조인하고, 그 강화조약의 제2장 제2항 

(c)에서 쿠릴열도 포기에 동의했다. 물론 이 조약의 항목에는 독도가 없음에

도 일본 정부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어도(센카쿠제도)가 팽호제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부

정확하게 처리하고, (b), (c)에서 일본이 강탈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

면서 어느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빼어 미국 중심의 연합국은 동북아 

지역의 영토 귀속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영토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은 강화조약 내용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려

고도 하지 않았고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생각하는 영국과 협의해야 하는

데 미국은 영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미

국은 영국과의 협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80 따라서 독도에 대한 양국의 

견해는 엇갈린 채 강화조약이 조인됐으므로 강화조약상 독도에 관해 아무

런 해석도 못한다. 그리고 SCAPIN 677호의 귀결로 한국이 독도를 통치하

고 있는 현상은 강화조약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81

2. 일본 측 구술서에 표기된 고유 영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 견해(1), (2), (3)」 등을 통해서

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게 된 시기는 1959년이며, 그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기존 일본 정부 견해의 특징은 근대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요건을 강조하

면서 국가로서의 영유 의사, 영유 의사의 공시, 적당한 지배 권력 확립이라는 

국제법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1953년 7월 13일 일본 정부 견해(1)에서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필요 요

건으로 영토 취득 의사와 영토 주권 행사를 열거하면서 영토 취득 조치로

서 독도라는 무주지를 선점했다”고82 주장하고 있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정부 견해(2)에서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옛날부터 일본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83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일본 정부 견해(3)에서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

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국제사

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 국가가 위임을 승낙해 응소하지 않으면 안

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1954년 10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견해에 대

한 답변서84를 보내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일

77 일본 외무성, 앞의 글, 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검색

일: 2018. 3. 14).

78 일본 외무성,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 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l#q1 
(검색일: 2017. 12. 30).

79 일본 외무성, 위의 글, 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l (검색일: 2017. 12. 30).

80 박병섭, 앞의 글, 186~188쪽.

81 박병섭, 앞의 글, 199쪽.

82 외무부, 1977, 앞의 글, 13쪽.

83 외무부, 1977, 위의 글, 43쪽.

84 일본 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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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때 일본 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 영유

권 분쟁’을 만들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한국 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677호가 증명해주었다고 판단했다. 국제법상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677호로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

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이다. 그래서 일

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

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1954년 말 나타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방침은 1955년 이후

에도 변함없이 나타났고 국제법 근거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하면

서 국제 여론이 호전될 때까지 기회를 기다리는 것85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도 분쟁의 경위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 한국 측의 거부 자세만 기

록하고 있다. 

1956년 9월 20일 구술서에는 독도를 둘러싼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간 구술서를 통한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더 이상 진

전이 없어 고문서 및 국제법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

식으로 제소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 무렵부터 일본 측은 진지하게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8년 4월 재개된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중요한 

안건을 위해 독도 문제를 따로 처리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방식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극동아시아의 안

보체제를 고려해 한일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1958년 4월 일본의 회담 훈령 기본 관계 수립 문제에서 독도 문제는 회

담의 조기 타결 진행을 위해 별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86 명기하고 있다. 한

국과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 방침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

제는 아니지만 정부 간 타협을 통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신청에 

한국 측이 응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국제법상의 견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자주 구술서를 송신했고 국교정상화 회담을 방

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교정상화를 하면 

제대로 된 정상화가 되지 않고 미래에 양국 간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대해 동의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87

한일회담 교섭 중인 1959년 1월 7일, 일본 정부의 4번째 견해를 보내왔

고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예전부터 

명확히 해왔지만 이 입장을 여기서 재차 강조한다.

원래 국제법상 어떤 지역이 이전부터 한 국가의 고유 영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

해왔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일본은 예전부터 다케시마에 

대해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일본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 경영해왔다.(중략)

그러므로 마쓰시마 개척원에 대한 심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메이

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논의를 

86 동북아역사재단, 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2권』, 52쪽.

87 Ibid, 140쪽.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영유

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

에 두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 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 없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부, 1977, 앞의 글, 119쪽.

85 동북아역사재단, 2011, 「대한관계 당면의 대처방침(안)」,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1권』,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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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때 일본 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 영유

권 분쟁’을 만들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한국 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677호가 증명해주었다고 판단했다. 국제법상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677호로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

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이다. 그래서 일

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

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1954년 말 나타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방침은 1955년 이후

에도 변함없이 나타났고 국제법 근거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하면

서 국제 여론이 호전될 때까지 기회를 기다리는 것85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도 분쟁의 경위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 한국 측의 거부 자세만 기

록하고 있다. 

1956년 9월 20일 구술서에는 독도를 둘러싼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간 구술서를 통한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더 이상 진

전이 없어 고문서 및 국제법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

식으로 제소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 무렵부터 일본 측은 진지하게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8년 4월 재개된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중요한 

안건을 위해 독도 문제를 따로 처리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방식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극동아시아의 안

보체제를 고려해 한일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1958년 4월 일본의 회담 훈령 기본 관계 수립 문제에서 독도 문제는 회

담의 조기 타결 진행을 위해 별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86 명기하고 있다. 한

국과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 방침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

제는 아니지만 정부 간 타협을 통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신청에 

한국 측이 응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국제법상의 견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자주 구술서를 송신했고 국교정상화 회담을 방

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교정상화를 하면 

제대로 된 정상화가 되지 않고 미래에 양국 간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대해 동의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87

한일회담 교섭 중인 1959년 1월 7일, 일본 정부의 4번째 견해를 보내왔

고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예전부터 

명확히 해왔지만 이 입장을 여기서 재차 강조한다.

원래 국제법상 어떤 지역이 이전부터 한 국가의 고유 영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

해왔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일본은 예전부터 다케시마에 

대해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일본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 경영해왔다.(중략)

그러므로 마쓰시마 개척원에 대한 심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메이

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논의를 

86 동북아역사재단, 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2권』, 52쪽.

87 Ibid, 140쪽.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영유

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

에 두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 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 없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부, 1977, 앞의 글, 119쪽.

85 동북아역사재단, 2011, 「대한관계 당면의 대처방침(안)」,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1권』,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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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

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고 다케시마를 일본의 근대 행정 구분 안에 

편입한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밑줄은 인용자가 그었음). 청일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의 일환이 아니며, 또 1904년 한일협약에 따른 

외교 고문의 임명은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

이 시마네현 고시보다 먼저 다케시마를 유효하게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도의 편입은 침략 행위가 아니다.88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 견해(4)에서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

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1959년 이전까지 

국제법에 근거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다가 1959년 1월부터 고유영토

설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 전개이다. 이런 주장은 동양의 화

이질서에서 나온 영토 개념과 유럽식 국제법적 영토 논리와 상반되는 모순

점이 있고,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유 영

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1952~1976년 일본 측의 구술서(표 2)에 나오는 영토 표현을 보면 일본은 

독도를 주로 일본의 영토(a part of Japanese territory, Japanese territory)로 표현하

고 있으며 1953년, 1954년, 1955년, 1962년에는 독도를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라고 표현하고 있다. 1962년 7월 13

일 일본 측 구술서에서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고유영토설을 주

장하고 있다.89 1959년 1월 일본 측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領土)’라고 표기하면서 영어 번역은 ‘Japan’s inherent 

88 외무부, 1977, 앞의 글, 234쪽.

89 외무부, 1977, 위의 글, 234쪽.

90 외무부, 1977, 위의 글, 일본 측 구술서 중 영토 표현 정리.

<표 2> 일본 측 구술서의 영토 표현90

날짜 일본 구술서 내용

1952. 1. 28.    Japanese territory

1952. 4. 25.    Japanese territory

1953. 6. 22.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7. 13.
   일본 정부 견해(1)
   an integral part of her territory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8. 8.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8. 31.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10. 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2. 10.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2. 10.
   일본 정부 견해(2)
   a part of territory of Japan
   Japan’s ownership of Takeshima

1954. 6. 14.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4. 8. 26.
   territory of Japan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4. 9. 24.    Japanese territory

1954. 9. 25.
   일본 정부 견해(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10. 21.    territory of Japan

1954. 11. 29.
   a territory of Japan
   an integral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5. 8. 16.
   territory of Japan
   an integral part of Japan

1956. 9. 20.    a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1957. 5. 8.    Japanese territory

1957. 12.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8. 10. 6.    a territory of Japan

1959. 1. 7.
   일본 정부 견해(4)
   Japan’s inherent territory(日本固有の領土)

1959. 9. 2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60. 12. 22.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1. 12.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2. 2. 10.    the Japanese territory

1962. 7. 13.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3. 2. 5.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4. 3. 3.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4. 11. 12.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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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

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고 다케시마를 일본의 근대 행정 구분 안에 

편입한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밑줄은 인용자가 그었음). 청일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의 일환이 아니며, 또 1904년 한일협약에 따른 

외교 고문의 임명은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

이 시마네현 고시보다 먼저 다케시마를 유효하게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도의 편입은 침략 행위가 아니다.88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 견해(4)에서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

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1959년 이전까지 

국제법에 근거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다가 1959년 1월부터 고유영토

설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 전개이다. 이런 주장은 동양의 화

이질서에서 나온 영토 개념과 유럽식 국제법적 영토 논리와 상반되는 모순

점이 있고,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유 영

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1952~1976년 일본 측의 구술서(표 2)에 나오는 영토 표현을 보면 일본은 

독도를 주로 일본의 영토(a part of Japanese territory, Japanese territory)로 표현하

고 있으며 1953년, 1954년, 1955년, 1962년에는 독도를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라고 표현하고 있다. 1962년 7월 13

일 일본 측 구술서에서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고유영토설을 주

장하고 있다.89 1959년 1월 일본 측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領土)’라고 표기하면서 영어 번역은 ‘Japan’s inherent 

88 외무부, 1977, 앞의 글, 234쪽.

89 외무부, 1977, 위의 글, 234쪽.

90 외무부, 1977, 위의 글, 일본 측 구술서 중 영토 표현 정리.

<표 2> 일본 측 구술서의 영토 표현90

날짜 일본 구술서 내용

1952. 1. 28.    Japanese territory

1952. 4. 25.    Japanese territory

1953. 6. 22.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7. 13.
   일본 정부 견해(1)
   an integral part of her territory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8. 8.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8. 31.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10. 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2. 10.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2. 10.
   일본 정부 견해(2)
   a part of territory of Japan
   Japan’s ownership of Takeshima

1954. 6. 14.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4. 8. 26.
   territory of Japan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4. 9. 24.    Japanese territory

1954. 9. 25.
   일본 정부 견해(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10. 21.    territory of Japan

1954. 11. 29.
   a territory of Japan
   an integral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5. 8. 16.
   territory of Japan
   an integral part of Japan

1956. 9. 20.    a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1957. 5. 8.    Japanese territory

1957. 12.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8. 10. 6.    a territory of Japan

1959. 1. 7.
   일본 정부 견해(4)
   Japan’s inherent territory(日本固有の領土)

1959. 9. 2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60. 12. 22.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1. 12.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2. 2. 10.    the Japanese territory

1962. 7. 13.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3. 2. 5.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4. 3. 3.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4. 11. 12.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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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로 일본 영역의 특색과 변화를 취급하여 일본의 지역 구성을 대관하기 

위해서이다. 그 내용으로 일본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 일본의 해양국가

로서의 특색을 취급하는 동시에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

본 영토 문제에 착목시키도록 강조하기 시작하였다.92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지리 분야, 2014년 1월 일부 개

정)」에 “북방영토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와 한국에 의

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독도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한편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일본사 A, 

2014년 1월 일부 개정)」에서 “메이지 초기 일본 영토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국

제적으로 획정되었고,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해 독도, 센카쿠제

도를 정식으로 편입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93

이런 내용이 지속되었다가 2017년 3월에 문부과학성의 고유 영토에 대

한 개념이 변하였다. 그 정의는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었던 적

이 없던 의미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해석하고 있다.94

외무성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과 독도 영유권 재확인이라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 무주지 선점론

을 고유영토설로 정의하는 행위는 일본의 고유영토설 근거를 약화시키며 

territory’라고 하고 있다. 일본 측의 구술서를 보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고 195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유 영토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견해와 구술서에서 일본의 영토에 대한 

영어 번역은 주로 일본 영토(a part of Japanese territory)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

했다.

1990년 외무성의 연차보고서인 『외교청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용

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고유 영토를 영어로 ‘an integral part of Ja-

pan, an inherent part of Japa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영어 표현은 

외무성 구술서과 일본 정부 견해의 표현을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integral’은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뜻으로 고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 일본 영토의 불가분한 부분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inherent’라는 의미는 ‘permanent and 

essential(영구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국가의 영

토는 영구적이지도 본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것보다는 ‘the 

historical territory of Japan’이라는 표현이 좋지만 역사적인 영토라는 것

도 시대를 특정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일본 고유영토설은 이에 해당되

지 않는다. 역사학자인 스잇펠 교수는 고유 영토라는 언어는 “애매한 언어

이고 그것은 역사적 언어도 국제법적 언어도 아니다(that word in not for histo-

ry, not for international law)”라고 말했다.91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고유 영토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008년 

1965. 4. 10.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9. 10. 28.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0. 11. 13.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1. 9. 6.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2. 4. 1.    Japanese territory

1972. 10. 26.    Japanese territory

1973. 4. 25.    a territory of Japan

1975. 11. 19.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6. 10.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91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31쪽.

92 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の変遷」, 3쪽, 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04/

siryo/__icsFiles/afieldfile/2011/04/14/ 1303377 _1_1.pdf#search=%27%E5%AD%A6%E7%BF%92%E6
%8C%87%E5%B0%8E%E8%A6%81%E9%A0%98%E3%81%AE%E5%A4%89%E9%81%B7%27 (검색일: 

2018. 3. 12).

93 文部科学省, 위의 글, 6쪽.

94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教育課程課幼児教育課, 2017. 3. 31, 「学校教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
正する省令案並びに幼稚園教育要領案、小学校学習指導要領案及び中学校学習指導要領案に対する意
見公募手続き（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 13쪽, 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
AME=PCMMSTDETAIL&id=185000878&Mode=2 (검색일: 201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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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로 일본 영역의 특색과 변화를 취급하여 일본의 지역 구성을 대관하기 

위해서이다. 그 내용으로 일본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 일본의 해양국가

로서의 특색을 취급하는 동시에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

본 영토 문제에 착목시키도록 강조하기 시작하였다.92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지리 분야, 2014년 1월 일부 개

정)」에 “북방영토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와 한국에 의

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독도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한편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일본사 A, 

2014년 1월 일부 개정)」에서 “메이지 초기 일본 영토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국

제적으로 획정되었고,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해 독도, 센카쿠제

도를 정식으로 편입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93

이런 내용이 지속되었다가 2017년 3월에 문부과학성의 고유 영토에 대

한 개념이 변하였다. 그 정의는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었던 적

이 없던 의미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해석하고 있다.94

외무성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과 독도 영유권 재확인이라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 무주지 선점론

을 고유영토설로 정의하는 행위는 일본의 고유영토설 근거를 약화시키며 

territory’라고 하고 있다. 일본 측의 구술서를 보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고 195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유 영토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견해와 구술서에서 일본의 영토에 대한 

영어 번역은 주로 일본 영토(a part of Japanese territory)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

했다.

1990년 외무성의 연차보고서인 『외교청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용

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고유 영토를 영어로 ‘an integral part of Ja-

pan, an inherent part of Japa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영어 표현은 

외무성 구술서과 일본 정부 견해의 표현을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integral’은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뜻으로 고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 일본 영토의 불가분한 부분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inherent’라는 의미는 ‘permanent and 

essential(영구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국가의 영

토는 영구적이지도 본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것보다는 ‘the 

historical territory of Japan’이라는 표현이 좋지만 역사적인 영토라는 것

도 시대를 특정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일본 고유영토설은 이에 해당되

지 않는다. 역사학자인 스잇펠 교수는 고유 영토라는 언어는 “애매한 언어

이고 그것은 역사적 언어도 국제법적 언어도 아니다(that word in not for histo-

ry, not for international law)”라고 말했다.91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고유 영토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008년 

1965. 4. 10.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9. 10. 28.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0. 11. 13.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1. 9. 6.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2. 4. 1.    Japanese territory

1972. 10. 26.    Japanese territory

1973. 4. 25.    a territory of Japan

1975. 11. 19.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6. 10.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91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31쪽.

92 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の変遷」, 3쪽, 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04/

siryo/__icsFiles/afieldfile/2011/04/14/ 1303377 _1_1.pdf#search=%27%E5%AD%A6%E7%BF%92%E6
%8C%87%E5%B0%8E%E8%A6%81%E9%A0%98%E3%81%AE%E5%A4%89%E9%81%B7%27 (검색일: 

2018. 3. 12).

93 文部科学省, 위의 글, 6쪽.

94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教育課程課幼児教育課, 2017. 3. 31, 「学校教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
正する省令案並びに幼稚園教育要領案、小学校学習指導要領案及び中学校学習指導要領案に対する意
見公募手続き（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 13쪽, 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
AME=PCMMSTDETAIL&id=185000878&Mode=2 (검색일: 201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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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영토라고 정의한 데에서 최초로 나왔다.96 그리고 1956년 2월 11일 모

리시타 정무차관은 국회답변 정부통일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강

화조약에서 언급하는 쿠릴열도에 쿠릴 2도(쿠나시르, 에토로후)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다. 그리고 쿠나시르, 에토로후는 일본 고

유 영토이며 쿠나시르, 에토로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은 1855년 시모다 조

약에 의해 러시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영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쿠나시르, 에토로후

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국 간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

지 않았다. 

1950년대 국회의사록 내용을 보면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이 명료하게 나온다. 다수의 국회의원은 SCAPIN 677호에서 일본의 영역 

이외로 된 일본 고유 영토를 되찾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

언을 했지만 그 고유 영토 안에 남쿠릴열도는 넣었어도 독도 명칭은 넣지 

않았다. 치바 사부로[千葉三郎]는 쿠릴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를 역사적

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했으며97 니시무라 에이이치[西村

栄一]는 일본 고유 영토로 쿠릴열도(치시마), 남사할린,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

라98를 언급했다. 그리고 고다히라 다다시[小平忠]는 일본 고유 영토로 남사

할린, 쿠릴열도 혹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를 언급했고99 미우라 가즈오[三

浦一雄]는 일본의 민족적 고유 영토인 남사할린, 쿠릴열도, 하보마이, 시코

탄 등의 반환, 오가사와라제도, 아마미대도 및 오키나와의 완전 주권 회복

100에 대해 발언했지만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

하지는 않았다.  

쿠릴열도(북방영토)라는 것은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에토로후의 4도

일본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논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울릉도 쟁계, 다케

시마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기 때

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영유권 재확인, 무주

지 선점론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고유 영토는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독도에 대해 일본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지금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모든 의문을 제

기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에 만들어진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만들어진 논리와 함께 하나의 세

트가 되었다.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 범위에 남쿠릴열도인 쿠나시르, 에토

로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과 덜레스 제

안에 따라 쿠릴 4도 일괄 반환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을 감안해 1950년대부터 내세웠던 것이 ‘북방영토’라는 용어였고 나중에 

일본 고유 영토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비현실적인 덜레스 제안 배경에는 일본의 쿠릴열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

음에는 오키나와 반환을 요구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러일 간 영토 문제라는 

분쟁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미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95 

미국은 러일 양국이 급속하게 우호 관계로 개선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러일 간의 영토 문제에 개입하여 양국 우호 관계 개선을 방

해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

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 중에 쿠나시르, 에토로후

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1951년 3월 「하보마이

반환간청에 관한 결의」에서 하보마이를 일본 홋카이도 일부로 보고 일본 

95 豊下楢彦, 2012, 『尖閣問題とは何か』, 岩波書店, 105쪽.

96 內閣, 1951. 3, 「歯舞諸島返還懇請に関する決議」, 國立公文書館 소장(A13111486200)

97 衆議院本會議, 1951. 5. 10.
98 參議院平和條約及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 1951. 11. 26.
99 衆議院豫算委員會, 1953. 7. 3.
100 衆議院本會議, 195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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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영토라고 정의한 데에서 최초로 나왔다.96 그리고 1956년 2월 11일 모

리시타 정무차관은 국회답변 정부통일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강

화조약에서 언급하는 쿠릴열도에 쿠릴 2도(쿠나시르, 에토로후)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다. 그리고 쿠나시르, 에토로후는 일본 고

유 영토이며 쿠나시르, 에토로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은 1855년 시모다 조

약에 의해 러시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영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쿠나시르, 에토로후

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국 간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

지 않았다. 

1950년대 국회의사록 내용을 보면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이 명료하게 나온다. 다수의 국회의원은 SCAPIN 677호에서 일본의 영역 

이외로 된 일본 고유 영토를 되찾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

언을 했지만 그 고유 영토 안에 남쿠릴열도는 넣었어도 독도 명칭은 넣지 

않았다. 치바 사부로[千葉三郎]는 쿠릴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를 역사적

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했으며97 니시무라 에이이치[西村

栄一]는 일본 고유 영토로 쿠릴열도(치시마), 남사할린,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

라98를 언급했다. 그리고 고다히라 다다시[小平忠]는 일본 고유 영토로 남사

할린, 쿠릴열도 혹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를 언급했고99 미우라 가즈오[三

浦一雄]는 일본의 민족적 고유 영토인 남사할린, 쿠릴열도, 하보마이, 시코

탄 등의 반환, 오가사와라제도, 아마미대도 및 오키나와의 완전 주권 회복

100에 대해 발언했지만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

하지는 않았다.  

쿠릴열도(북방영토)라는 것은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에토로후의 4도

일본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논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울릉도 쟁계, 다케

시마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기 때

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영유권 재확인, 무주

지 선점론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고유 영토는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독도에 대해 일본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지금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모든 의문을 제

기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에 만들어진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만들어진 논리와 함께 하나의 세

트가 되었다.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 범위에 남쿠릴열도인 쿠나시르, 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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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따라 쿠릴 4도 일괄 반환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을 감안해 1950년대부터 내세웠던 것이 ‘북방영토’라는 용어였고 나중에 

일본 고유 영토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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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95 

미국은 러일 양국이 급속하게 우호 관계로 개선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러일 간의 영토 문제에 개입하여 양국 우호 관계 개선을 방

해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

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 중에 쿠나시르, 에토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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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간청에 관한 결의」에서 하보마이를 일본 홋카이도 일부로 보고 일본 

95 豊下楢彦, 2012, 『尖閣問題とは何か』, 岩波書店, 105쪽.

96 內閣, 1951. 3, 「歯舞諸島返還懇請に関する決議」, 國立公文書館 소장(A13111486200)

97 衆議院本會議, 1951. 5. 10.
98 參議院平和條約及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 1951. 11. 26.
99 衆議院豫算委員會, 1953. 7. 3.
100 衆議院本會議, 195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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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월 일본 측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

固有の領土)’라고 표기하면서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한일 간 구술서 왕래

를 통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정치적 분쟁을 시도

하였고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전후 일본 외무

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

케시마를 알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사법성령, 대장성

령 등의 일본 법령들로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정부가 재산 정리

를 위해 만든 국내법으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

들은 강화조약 체결 전후 SCAPIN 677호를 계승하고 있으며 대장성령 99

호에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

열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

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진 논리이다. 

북방영토라는 용어의 사용은 쿠릴 4도 일괄 반환에 의한 국론을 통일하

기 위한 전략이었고, 북방영토라는 것은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

치·외교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초창기 일본의 쿠

릴열도 정책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의 범위를 은폐시키면서 북방영토라는 

정치적 용어를 만들어내서 쿠릴 2도에서 쿠릴 4도 반환설의 기반을 만들어

낸 것이다.

를 지칭하지만, 1964년 6월 외무차관 통지에 의해 이전에 쿠나시르, 에토

로후를 가리켰던 남쿠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쿠릴 4도가 포함된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101 북방영토는 러일 교섭 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통용되지 않았던 용

어였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정리해가는 도중에 정치적 용어로 발전하

여 쿠릴 4도를 북방영토로 부르게 된 것이다.

Ⅴ. 맺음말

일본의 고유 영토 개념은 판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왔고 유럽식 국제법 영역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17세기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근대 국제

법적으로 영토 편입을 했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고유 영토 

개념에 충돌된다. 일본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런 주장은 일본 영토의 역사적 근원과 국제

법적 근원을 약화시키는 모순된 행위이며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정

치적 용어이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

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 영토를 확보하고 포츠담선언과 강화조약

의 영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일

본 정부의 자체 모순을 드러냈고,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영토 개념과 

유럽식 국제법적 영토 논리가 상반되는 모순이 생겼다.

101  岩下明裕, 2005, 『北方領土問題』, 中公新書,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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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有の領土)’라고 표기하면서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한일 간 구술서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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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전후 일본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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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

케시마를 알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사법성령, 대장성

령 등의 일본 법령들로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정부가 재산 정리

를 위해 만든 국내법으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

들은 강화조약 체결 전후 SCAPIN 677호를 계승하고 있으며 대장성령 99

호에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

열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

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진 논리이다. 

북방영토라는 용어의 사용은 쿠릴 4도 일괄 반환에 의한 국론을 통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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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열도 정책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의 범위를 은폐시키면서 북방영토라는 

정치적 용어를 만들어내서 쿠릴 2도에서 쿠릴 4도 반환설의 기반을 만들어

낸 것이다.

를 지칭하지만, 1964년 6월 외무차관 통지에 의해 이전에 쿠나시르, 에토

로후를 가리켰던 남쿠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쿠릴 4도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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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였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정리해가는 도중에 정치적 용어로 발전하

여 쿠릴 4도를 북방영토로 부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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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

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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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岩下明裕, 2005, 『北方領土問題』, 中公新書,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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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

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여론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고유

영토설은 정치·외교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어>

 독도, 고유영토설, 정치적 용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판도, 외지, 대장

성령, 북방영토, 무주지 선점론

국문초록

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타국과의 영토 분쟁

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

면서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

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

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1950년대 일본 외무성 영토 연구에서 나왔고, 1959년 1월 일

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領土)’라는 말을 사

용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

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유 영토를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유럽식 국제

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독도 영토 편입

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

는 것이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

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

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등의 일본 법령들

로 고유영토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화조약 체결 전후에도 SCAPIN 677호를 계승하면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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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with Russia in the 1950s. This logic is created by Japan’s right-wing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needs.

Keywords

Dokdo, Inherent Territory Theory, Political Terms, San francisco Peace Treaty, 
Territory(版圖), Overseas(外地),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 The Kuril 
Islands(北方領土), terra nullius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ontrariety of the Political Conflicts of 

the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in the 1950’s

SEO, In won
(Researcher,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is a political term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is a term referring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nd is a claim to deny historical authority. Therefore, we analyzed the 
contrariety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by focusing on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in Japan in the 1950s.

Since the 195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hat the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re inherent territories, indicating that these 
islands are not Japanese territory that was acquired at any point in history, but 
were not previously Japanese territory.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territories that have not been 
occupied by other nations belong to their own territory, so that the terra 
nullius theory establishes the inherent territory. This logic came from the 
study of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the 1950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first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s(4) in 
January 195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ombine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from this time, and began to use 
the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960s. 

The concept of the territory of Japan comes from the Sinocentrism and there 
are contrarieties when applied to the logic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and 
the expression ‘reaffirming the sovereignty of Dokdo’ is a denial of the 
meaning of Japan’s own territory.

This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n refute the inherent territory with 
the Japanese ordinances such as the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s 
notice of 1946~1954. These laws also exclude the Kuril Islands and Dokdo 
from Japan’s attached islands, succeeding SCAPIN 677 before and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s proves that the Kuril Islands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ies, and these laws prove that Dokdo was fully returned 
from Japan to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Ja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 a political term 

developed after 1959, and it is a logic created together in the Kuril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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