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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에서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 발간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의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樂路屋] 출판사의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

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 발간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시마네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사

실이 드러났으며,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1 이에 대해서 일본 학자 후

나스키 리키노부[船杉力修]는 국제법, 특히 영토분쟁에

서 지도의 기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잡한 주장이

라고 반박하였다. 공개된 지도 대부분이 사찬지도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지도들은 일본의 국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고 일

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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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05년 이후 일본 지도에도 독도 없다 

…… 독도는 한국땅”, 『연합뉴스』(2016. 4. 

18).   

2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도서문제, 후나

스키 리키노부[船杉力修], “2016년 4월 18
일자 한국 연합뉴스보도에 대한 반박”, 1쪽. 

http://www.ssri-j.com/takeshima-j-
index.html(검색일: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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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본 정부가 사찬지도를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

장은 사찬지도인 하야시 시헤이[林子平]의 『삼국통람도설』 이용 사례에서 그 

모순점을 찾을 수 있다. 일본 막부정부와 미국 정부가 오가사와라제도 영유

권협상을 할 때 일본은 『삼국통람도설』을 이용해서 오가사와라제도를 일

본의 영유권으로 인정받은 사례3를 보면 영유권 결정에서 사찬지도의 영향

력은 크다. 

그리고 후나스기는 육지측량부가 1909년과 1921년 발행한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 중 마쓰에[松江]에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로 표기되어 있고 육

지측량부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소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육군

관구, 해군구에도 독도는 조선의 관할하에 들어가지 않았다4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편찬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19)의 조선의 범위로 동경 124도 11분에서 130도 56분 23초·북위 33도 

6분 40초에서 43도 36초로 기록하고 있어 독도[竹島]가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 들어가 있지 않는다5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는 1875년 ‘조선전도’부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면서 지도를 제작해왔다. 이 지도는 공식지도로서 후나

스키가 발언한 논리를 따지면 국제법상 지도의 기능에 부합하며 증거력이 

있는 지도다. 특히 1935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구역일람도는 독도를 한

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1945년 이후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 업무를 

인계받은 국토지리원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9년까지의 지도일람도 일본전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공식지도는 국가의 영유권을 표기한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이 당시의 지도는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

적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다. 그리고 일본은 영토확장

정책으로 영유권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킨 것은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 금반언

3 菅田正昭, 2003. 5. 18, “ペリーの浦賀
来航と沖縄、小笠原諸島、そして林子平の

関係”. http://www.relnet.co.jp/relnet/
brief/r18-141.htm(검색일: 2017. 8. 30).　

4 船杉力修, 2015, 「竹島の日本地図につ

いての韓国側報道に対する反論(4)-2015
年7月17日附韓國中央日報報道の日本地
図につい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 第
5巻1号, 91쪽.

5 船杉力修, 2015, 위의 글,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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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ppel)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지측량부 제작 지도는 공식지도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묵인 또

는 승인의 효과, 금반언의 효과6를 가지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증명력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에 본고에서 육군측량부 제작 지도를 중

심으로 지도의 영유권 묵인 또는 승인, 금반언 효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국

제법상 지도의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일본 육지측량부의 지도제작과 지도구역일람도(이하 일람도로 약칭)

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竹島는 독도로 

표기)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조선 영토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 중 ‘松江’에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

로 표기된 사항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표기한 조선의 범위에 대

한 문제점을 반론하겠다. 

Ⅱ. 지도의 국제법적 효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도의 증명력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증성(au-

thenticity)과 정확성(accuracy)이 제시되고 있다.7 

인증지도는 조약이나 재판과 같은 법적 문서에 부속되어 그 법적 문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로 직접적 증명력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지

도는 간접적 증명력만 인정된다.8 

인증지도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도인 공식지도(of-

ficial maps)와 구별된다. 공식지도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도 이외에 국가의 찬조(auspice) 또는 취지(purporting)

로 발행한 지도를 의미한다.9 인증지도는 직접적 증명

력이 인정되나 공식지도는 간접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공식지도는 승인, 묵인,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10 공식지도는 국가

6 杉原高嶺, 2008, 『国際法講義』, 有斐
閣, 293쪽.

7 Sandifer, supra note. 23, p. 236.

8 Hyde, supra note. 31, p. 313; 

Weissberg, supra note. 29, p. 782.

9 Hyde, supra note. 31, p. 313.

10 Weissberg, supra note. 29, p.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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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하는 영역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11 공식지도

는 당사국을 구속한다.12 공식지도는 그것을 발행한 당사자의 내심의 상태

를 잘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3

공식지도는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 금반언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영토

분쟁에서 묵인(acquiescence)은 상대국이 점유한 사실을 알면서 이것에 항의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은 침묵행위로 상대국의 영유권

에 묵시적인 동의가 부여된다는 법리다.14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는 공식지

도의 발행국이 그 지도상에 특정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할 경우 그 특

정 영토의 이해관계국이 이에 관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후 그 

특정 영토는 그 지도의 발행국의 영토로 인정되게 된다. 이는 공식지도 발

행국의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국의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일방적 법률행위로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 

force)을 가진다.15 그 법적 구속력의 근거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의 적용에서 찾기도 하고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 성실(good 

faith)의 원칙에서 찾기도 한다.16 영토주권의 승인은 금반언의 법적 효과를 

창출한다.17

금반언의 효과는 공식지도의 발행국이 그 지도상에 특정 영토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시할 경우, 즉 특정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특정 영토의 이해관계국이 이를 신뢰

할 때 그 공식지도의 발행국은 차후 그 특정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원래 

영미법의 원칙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일반 국제법 원칙

으로 수용하고 있다.18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는 지

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에서 공식지도 발행국이 

특정 영토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당

사국 사이에서 문제의 도서·영역에 관한 영유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의 권원 인정의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

11 Hyde, supra note. 31, p. 315

12 Hyde, supra note. 31, p. 315

13 Cukwurah, supra note. 31, p. 315.

14 杉原高嶺, 2008, 앞의 책, 292쪽.

15 Wilfriend Fiedler, 1984, “Unilateral 
Acts in International Law,” EPIL, Vol. 7, 

p. 520. 

16 Ibid., p. 520.

17 PCIJ, 1933, Series A/B, No. 53, pp. 

68~69.

18 杉原高嶺, 2008, 앞의 책,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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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리적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19 1928년 4월 4일 휴버(Huber) 재판관이 

판시한 중재판정에서 법의 관점에서 지도가 증거로 이용되기 위해 요구되

는 첫째의 요건은 지도의 지리적 정확성이며 고지도뿐만 아니라 현대지도, 

공식지도, 반공식지도도 지리적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20 사찬지도라도 

현대지도로 지리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모든 판례에서 지도가 입증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으로서 조약의 해석21 

관할권 행사의 증거의 비교,22 당사국에 의한 불리한 용인(admission)과 묵인

의 유무 검토,23 일정의 지리적 정확성 등을 들 수가 있다.

지도는 영역주권의 확정에서 국제법상 고유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자

료라고 할 수 없지만, 지도의 가치는 분쟁 및 해당 분쟁 당사국과의 관련이 

있어 그 기술적 신뢰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지도가 좀 더 중시되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4 페드라 브랑카 사건(2008)의 판결

에서 공식지도의 제2차적 증명력을 인정하였다. 페드

라 브랑카를 싱가포르의 영토라고 표시한 말레이시아 

지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25

자국의 영토에서 누락시킨 지도의 증명력보다 타국

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의 증명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26

이와 같이 재판에서 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도의 정확도와 객관성의 향

상에 기여한 결과, 지도의 신뢰성과 증거 가치의 향상

에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27 

 

Ⅲ.  육지측량부의 지도제작과 독도 영유권 

인식

19세기 중엽부터 구미제국은 동아시아 해안에서 해

19 Hyde, supra note. 31, p. 314.

20 Weissberg, supra note. 29, pp. 

781~782.

21 I.C.J. Reports,  2002, pp. 66~68, 

paras. 97~102.

22 R.I.A.A., Vol. XVII, pp. 535~570.

23 I.C.J. Reports, 1953, p. 71.

24 H. K. Lee, “Mapping the Law of 
Legalizing Maps: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Rule on Map Evidence in 

International Law,”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 Vol. 14, pp. 

164~175.

25 ICJ, supra note. 1, para. 272.

26 supra Ⅲ, 7.

27 荒木敎夫, 1999, 「領土·國境紛爭に

おける地図の機能」, 『早稲田法学』 74巻
3号,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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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하기 시작했다. 영국 사라맨호(1845)를 시작하여 

페리함대(1853), 로자스함대 등이 일본 각지 연안을 측량했다. 조선의 경우 

프랑스함대(1866)와 미국함대(1871)의 조선 원정 시 측량으로 프랑스 함대 2

척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한성 근처에서 그 항해 루트 지도를 제작했고 

미국함대는 강화도 부근의 지도를 제작했다. 일본은 구미제국의 측량을 만

국공법(국제법)의 세계관으로 보고 있으며 구미제국이 주도권을 가진 세계

정세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만국공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8 만국공

법에 순응하는 것이 구미제국과 같은 논리로 타국의 해안에 접근하여 강제

로 측량을 가능케 하였다. 1875년 일본은 조선에 대한 군사정탐 목적으로 

조선 해안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강화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과 충돌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잘못을 조선에 떠넘기면서 강화도조약을 강요

하여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켰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조선 침략과 식민지강

점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운요호사건을 전후해서 조선 지도가 필

요했었다. 

일본의 지도제작사에서 1865년 메이지[明治] 정부의 출현은 현대지도, 즉 

인쇄지도의 개막으로 불리어질 만큼 큰 역사적 계기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정부의 공부성(工部省)이 1871년에 측량사(測量司)라는 부서를 두

고 수도 도쿄의 측량을 시작하였고, 1874년 측량사는 내무성으로 옮겨져 

지리국이 되었다.29 지리국은 지지(地誌), 지도의 편찬과 간행, 지적도 제작과 

전국의 대삼각측량, 즉 1등 삼각측량을 하였다. 그러나 전국 측량업무의 통

일을 기하기 위해 육군참보본부 측량국으로 옮기게 되어 지리국은 지지편

찬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1871년에 일본 정부 병무성에 참모국이 설립되고 그 안에 간첩대가 다음 

해부터 삼각측량을 개시했다. 병무성은 1872년에 해군성과 육군성으로 나

누어지고, 참모국은 1878년에 참모본부가 되었다. 이 

안에 지도과와 측량과에 지리국이 합쳐져 종래의 측량

국(1884)이 발족되었다. 이것을 주체로 하여 1889년  

육지측량부가 설립되어 일본의 측량과 지도제작의 중

28 小林茂, 2011, 『外邦圖-帝國日本のア

ジア地圖』, 中公新書, 32쪽.

29 牛越国昭, 2009, 『対外軍用秘密地図
のための潜入盗測[第1編]-外邦測量·村
上手帳の研究』, 同時代社,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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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관이 되었고 1945년 일본 패망 후 폐지되었다. 현재 이 업무는 국토지

리원이 계속하고 있다.

1875년 일본 육군성 참모국은 ‘조선전도’를 발행했다. 이때에 다케시마

(알고노트섬), 마쓰시마(울릉도)를 표기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임을 

인식하였지만 독도의 명칭과 위치를 혼동하였다. 

육군성 참모국의 지도제작은 조선팔도전도, 청국의 대청일통여도, 영국

해도, 미국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이 지도의 해안선과 경위도는 영국

해도, 미국해도를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안선에 보이는 용어는 영어

발음인 가타카나로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해도에 다케시마로 잘못 위치한 알고노트섬을 그대로 답습

했고 아마기함의 잘못된 실측으로 19세기 말 제작된 일본 지도에서 울릉

도·독도의 위치와 명칭의 혼란을 일으키다가 1904년 군함 쓰시마호의 독

도 실측 이후에야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였다.30  

이런 오류는 육군참모국의 대부분 지도가 측량지도가 아닌 편찬지도가 많

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875년 ‘청국 북경지도·조선전도’, 1877년 

세이난[西南]전란에 필요한 ‘규슈전도[九州全圖]’와 ‘가고시마[鹿児島]현 실측지

도’ 등을 신속측도(迅速測圖)로 제작하였고, 1879년에는 30 小林茂, 2011, 앞의 책, 35쪽.

<표 1> 일본 관찬지도 제작 기관의 변천

1869년 병부성(兵部省) 호적 지도계

1872년 육군성 참모국 간첩대(병부성 폐지), 해군성 

1873년 육군성 제6국

1874년 육군성 참모국(제5과: 지도정지과, 제6과: 측량과)

1877년 내무성 지리국 측량과

1878년 육군참모본부(지도과, 측량과) 

1884년 육군참모본부 측량국(삼각측량과, 지형측량과, 지도과)

1889년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삼각과, 지형과, 제도과, 수기과)
 ※1945년 폐지

1945년 내무성 지리조사소(1958년 국토지리원으로 이전)

1958년 국토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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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보구니에즈[天保國繪圖]’를 바탕으로 축소한 ‘군관도(軍管圖)31’를 편찬할 정

도32였고 1891년에는 ‘시나전도(支那全圖)’ 등을 제작하였다.

일본 육군이 정확한 지도를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었던 방법은 외국에서 

정식으로 측량된 실측도를 입수하여 일본어로 재빠르게 번안(飜案)해서 복

제하여 외방도로 발행했기 때문이다.33

일본 수로부34의 수로 사업은 영국의 측량기술을 도입하면서 측량기술을 

향상시켰고, 국제수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육지측량과 지도

제작 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조직적인 대외측량을 진행했던 것은 해군

이었다.35

일본 정부는 1880년 알고노트와 다쥴레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 군함 아

마기[天城]함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실측하려고 했지만, 독도는 발견

하지 못하고 해도에 있는 마쓰시마는 울릉도이고 다케시마[竹島]도 울릉도

임을 확인만 했다.36 이런 아마기함의 잘못된 조사로 ‘마쓰시마는 울릉도’로, 

‘다케시마는 북쪽에 있는 소도[竹嶼]’로서 울릉도와 함

께 한국 영토로 결론을 내리자 독도에 대한 호칭과 위

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런 잘못된 수로국 지도를 육군측량부가 양도받아 

조선전도를 제작하였다. 천문측정을 기본으로 하는 해

도 참조는 편하게 육상 측량을 보정하는 데에 필요하

기 때문에 1882년 육군측량부는 수로국의 ‘조선국근

해실측도’ 264장을 양도받아37 조선전도 제작에 참고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육군측량부가 단기간에 한반

도의 주요 도로를 정찰해서 제작한 ‘조선전도’(1887, 100

만분의 1)는 1870~1880년대 지도제작의 주요성과다. 

여기에 나타나는 독도 명칭과 위치 혼란은 잘못된 

아마기호 실측 지도를 수로국에서 양도받아 제작하였

고 육군참모국 지도제작은 주로 편찬지도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도의 위치를 제대로 파

31 육군 최대편제단위로 각 진대(사단)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도.

32 竹内正浩, 2013, 『地図で読み解く日
本の戦争』, ちくま新書, 81쪽.

33 竹内正浩, 2013, 위의 책, 105쪽.

34 메이지[明治]시대 일본 해군 조직의 하

나로, 해군성의 외국과 내국을 오가면서 수

로의 측량, 군사목적의 海圖 제작, 해양측

량, 해상기상 및 천체 관측 등의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이었다. 「水路部の歴史と業
務」, www1.cts.ne.jp/~fleet7/Museum/

Muse122.html(검색일: 2017. 3. 1).

35 牛越国昭, 2009, 앞의 책, 同時代社, 

124쪽.

36 北澤正誠, 1881, 『竹島考証』, エムティ

出版

37 陸軍省参謀本部, 1882. 8, 「朝鮮国近
海実測図譲渡の件」, 國立公文書館 소장

(C070809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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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지 못했다. 이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명칭의 혼란은 일

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논리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888년 일본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측량부를 창설하여 전

국측량체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육지측량부는 참모본부의 관할에 속한다

는 규정을 하고 육지측량부 조례 1조에서 육지측량부는 육지측량을 실시

하여 군사용 지도와 일반 국내용 지도에 충당할 수 있는 내국도를 제작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38 이 규정에는 외방도도 해당되며 군사용 외국지도 제

작도 포함되어 있다. 육지측량 목적은 내국도를 제작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외방도가 침략전쟁에 필요하게 되어 오히려 외방도 제작 체제를 더욱 강화

시켰다. 일본 지도제작 사업은 주로 군사용 외국지도(외방도) 제작이었고 이 

사업이 국가전략화가 되었고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

된 국가사업이 되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같은 해 10월 9일에 임시측도부(臨時測圖

部)를 편성하고 11월 24일에는 측도부에 226명을 채용하고 다음해 1895년

에는 현지로 측량사를 파견하였다. 그 결과 청일전쟁 때 실측자료를 토대로 

한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東亞輿地圖)’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도는 

현지조사의 간단한 여행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지도과 3~8명의 기수, 제도

전임 장교 등의 작업으로 작성되었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편집지도에 지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39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베리아 출병 등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외국지도가 

긴요히 필요하게 되어 국내측량보다는 외국지도 제작에 투자하였다. 청일

전쟁은 일본 지도정책에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되

었고 외방도 제작, 외국측량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40 

청일전쟁 시기의 임시측도부가 해산된 후 잔무정리로

서 예산조치가 유지되어 조선에서 비밀측량이 행해졌

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침략전쟁과 제국주의 국가

노선을 실행하기 위한 외국지도 제작은 절대 불가결 

38 広瀬順晧 監修·編·解説, 2001, 『参
謀本部歴史草案 第3巻』, ゆまに書房, 

349쪽.

39 海野福寿, 1997, 「朝鮮測図事業と朝
鮮民衆」, 『駿台史学会の歩み(100号記念
号)』, 明治大学. 

40 牛越国昭, 2009, 앞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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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되었다. 외방도라는 침략전쟁 대상국과 지역의 지도제작으로 제국

주의 확대에 큰 공헌을 하였고 이런 획기적인 발전은 일본 지도제작의 전

략적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 육군 참모조직의 주요 관심 사항은 중국·조선에서 군사 목적의 지

리,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료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참모조직의 

주요 업무인 지리 정찰지도 편성의 실제 목적은 중국과 조선에 군사 침략하

여 군대가 상륙·점령하기 위한 필요한 군사작전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선

행되었다.41 그 결과물로는 청일전쟁을 위해 제작된 ‘인방(隣邦) 20만분의 1 

지도’(조선, 청국 20만분 1),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 『지나지지(支那地誌)』라는 병

참기지 지리지였다. 1888년 육군참모본부가 간행한 군사지지인 『조선지지

략』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기술하면서 우산도는 울릉도에 인접해 있다42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지리지를 편찬할 때 『동국문헌비고』와 『신증동국여지승

람』 등 각종 문헌을 참고했으므로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외방도 본질은 전쟁 목적과 군사용 목적으로 작성한 국외영역 지도며 참

모본부 주도하에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제작되었다. 그 실체는 군사상, 

외교상 비밀리에 참모본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사용되었다.43 일본이 식민

지화하거나 영토화한 지역 혹은 완전히 군사 점령한 지역의 지도는 전쟁 

목적과 군사용 목적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비밀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 

후 지도의 목적은 식민지배나 점령지 통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44

이런 지도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통치를 나타

내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조선인과 아시아인들의 주권을 배제하

고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 당시

의 지도는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

다.45

외방도는 본래 일본 영토 이외의 외국지역에 대한 

명칭이며 1884년 측량국 복무규칙의 외방도에 대한 

규정에서의 그 제작 경위를 보더라도 조선, 대만, 사할

41 牛越国昭, 2009, 위의 책, 66쪽.

42 陸軍參謀本部, 1888, 『朝鮮地誌略』, 
93쪽.

43 竹内正浩, 2013, 앞의 책, 113쪽.

44 竹内正浩, 2013, 위의 책, 150쪽.

45 Jeremy Black, 1997, Maps and 

Politics, London; Reaktion Books,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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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지도구역일람도(1944) 독도 부분

<지도 1> 지도구역일람도(1944) 조선전도 상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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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등의 일본 식민지 국가와 지역, 점령지역의 지도를 외방도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외국지도로 취급되고 있다.46 그래서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시까지 ‘20만분의 1 제국일람도’(일본전도)에 포

함되지 않았고 제작도 되지 않았다.47

조선지도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진행한 지

도측량과 육지측량부에서의 지도 제작·발행에서 더 정확한 지도를 남길 

수 있었다.48

일람도 조선지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

으로 20만분의 1 이하의 편찬도와  잡도(雜圖)에 한해서 조선총독부가 제

작·발행하였고 그 외 지도의 측량은 조선총독부가 진행하고 제작·발행은 

육지측량부가 담당하였다.49

육지측량부에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지도구역일람표를 만들어 사각망에 

호수를 넣어 정밀하게 만들려고 했다. 독도가 정확히 나오는 시기는 1935

년 지도구역일람표에서 조선전도에 포함되어서 제작되었다. 1944년 육지

측량부 발행 일람도(<지도 1·2>)를 보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측량도

를 바탕으로 육지측량부가 일람도를 발행할 때 일본

은 독도를 한국에 포함시켜서 일람도를 발행했다.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의 주된 구성은 ‘5만분의 1 

지형도(전국)’,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및 구제 2만분의 

1 지형도(전국중요지역)’, ‘1만분의 1 지형도(도쿄부근)’, ‘20

만분의 1 제국도(전국)’, ‘조선 1만분의 1 지형도’, ‘조선 

5만분의 1 지형도’,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 등으로 

46 牛越国昭, 2009, 앞의 책, 153쪽.

47 清水靖夫, 1993, 「地図一覧図につい

て-陸地測量部～地理調査所発行地図の

索引類-」, 『地図』, Vol. 31, No. 4, 国土地
理院, 4쪽.

48 위의 글, 167쪽.

49 陸地測量部, 1931~1933, 『陸地測量
部發行地圖目錄』, 1쪽.

<표 2> 조선총독부 제작 각종 지형도(1915~1918)51

지도명 발행수

1 5만분의 1 지형도(전국) 620

2 2만 5천분의 1 지형도 87

3 1만분의 1 지형도 48

4 5만분의 1 특수지형도 1

5 2만 5천분의 1 특수지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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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50

<표 2>와 같이 다수의 정밀한 조선지도의 제판을 3년 반의 짧은 기간에 

완료했던 것은 일본 제판계의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서 특수 경력을 가진 육지측량부원이 측량업무를 겸하였고 전문철판인쇄

회사에 본작업을 일부 위탁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조선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52

Ⅳ. ‘지도구역일람도’ 편찬과 독도 영유권 인식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하였다. 일람

도라는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도 보급에 이용된 명칭이고 육지측

량부에서는 참모부 육군측량국 이래의 ‘○○도일람표’, 그 이후에는 ‘○○

도일람도’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다.53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도에는 

그 체재, 시기에 따라 일람도의 명칭이 사용되었고 양면 인쇄의 경우 정식 

명칭이 전기의 명칭과 약간 다른 경우도 있다. 1887년 이후 육지측량부는 

각종 일람도를 발행했지만 1935년 이전에는 일본 본토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1935년부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표기하고 있다. 육지측량부는 1913년에는 혼슈[本州], 시코쿠

[四國],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의 측량을 완료한 전

국일등수준망의 제1회 측량이 거의 끝났고, 아마미제

도, 오키나와까지 1917년에 개시해서 1934년에 완료

하였다.54 그리고 해군 수로부가 담당하는 쿠릴열도에

서 난세이[南西]제도까지의 연안측량은 1917년 6월에 

종료하여 9월에는 일본 영토의 연안측량 완료를 선언

했다.55 

1918년 8월 이후 실시한 업적은 지형도 제판, 지형

도 수정측량, 소축척지도 제작과 제판, 경성시가도 제

50 齋藤英夫, 1929, 『地理教授の革新的
新主張』, 郁文書院, 170쪽.

51 朝鮮總督府 臨時土地調査局, 1919,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錄』, 100쪽.

52 朝鮮總督府 臨時土地調査局, 1919, 

위의 책, 100쪽.

53 清水靖夫, 1993, 앞의 글, 17쪽.

54 「陸軍測量部-日本測量史」, http://

uenishi.on.coocan.jp/j800suijyun.html(검
색일: 2017. 2. 1).

55 竹内正浩, 2013, 앞의 책,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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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제판, 지지자료조사, 집성업무였다.56 

일본 지도측량 발전사의 구분에서 1912년에서 1925년까지(다이쇼 시대)는 

육지측량부의 기술과 사업이 세계수준에 달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1926년에서 1945년까지(쇼와 시대)를 외방측량시대라고 

할 정도로57 일본은 외방도 제작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했고 기술면에서

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정확성이 있는 지도를 제작하였다. 

육지측량부 간행목록에서는 1921년 개판 이후의 목록에 도명(圖名) 아래

에 측도 연기(年紀) 또는 수정 연기를 삽입했지만, 조선지역 5만분의 1에는 

삽입하지 않다가    58 1931년 『육지측량부발행지도목록』에 조선지역 울릉도

가 나오기 시작했다. 울릉도도 일본이 1917년 측량 종료 선언을 했던 그해

에 측량을 마쳤다. 이 일람도에서 조선에 독도가 나오지 않지만 일본 오키

제도 서북해역에 독도를 기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본토

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1929년에서 1936년까지의 『육지측량부연보』에서

도 독도를 일본 본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지도 3>).59 

1922년 발행 『육지측량부연혁지』 부록의 ‘5만분의 1 

지형도’, ‘일등삼각측량일람도’, ‘일등수준측량일람도’, 

‘이등삼각측량일람도’, ‘三卯等三角測量一覽圖’, ‘基

56 朝鮮總督府 臨時土地調査局, 1919, 

앞의 책, 99쪽.

57 国土地理院, 1970, 『測量·地図百年
史』, 24쪽.

58 清水靖夫, 1993, 앞의 글, 19쪽.

59 陸地測量部, 1929~1936, 『陸地測量
部年報』.

<지도 3> 1929年度製圖科業程一覽圖(1만분의 1, 2만5천분의 1 및 편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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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지도구역일람도(1935)

<지도 4> 5만분의 1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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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8> 지도구역일람도(1940) <지도 9> 5만분의 1지형도(1944)

<지도 6> 지도구역일람도(1936) <지도 7> 지도구역일람도(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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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測量進程一覽圖’ 등에도 독도를 일본 본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60 그리

고 1931년에서 1933년에 발행한 『육지측량부발행지도목록』의 ‘5만분의 1 

지형도(<지도 4>)’,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본토 오키제도

에 포함되지 않았다.61

1935년판(<지도 5>)을 시작으로 한국 영토 내에 독도를 기재하는 일람도는 

1942~1943년은 미간으로 1944년을 마지막으로 8판정도 간행되었는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지도. 6. 7. 8. 9>)다.

1934년 일본 육군은 제국도를 발행하기 위한 일본 본토 측량을 완료하

였고 1935년판 일람도를 발행하였다. 이 지도의 일본 본토 오키제도에는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조선전도에 독도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판(<지도 6>), 1940년판(<지도 8>), 1941년판, 1944년판(<지도 1·2·9>) 

일람도의 조선전도 상단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측도(朝鮮總督府 臨時

土地調査局 測圖)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측량한 지도로 이 지

도를 다시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것이며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도 독도를 한

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38년 제판한 ‘50만분의 1 여지도 제11행 제9단 울릉도 전도’(46×57cm, 

<지도 11>)는 1939년 육지측량부에서 인쇄·발행하였다. 이 지도는 제2차 세

계대전 발발 이후는 참모본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고 판매는 정지되었

다. 그리고 지도 전부를 등고선도로 하고 종래에 붉게 표시되어 있던 부기

호, 도로 등을 녹색으로 표시해서 인쇄하였다. 이 지도는 군사 극비 문서로 

육지측량부 내부 문서(部外秘)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극비로 취급

하였다. 1944년 일람도(<지도 10>)에서 울릉도 부분을 보

면 울릉도를 군사극비로 취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

론 이 지도는 독도를 한국 영토 내에 포함시켜 표기하

고 있다(<지도 2>). 그리고 울릉도 전도에서 울릉도와 독

도를 경상북도 소속 관할로 표기하고 있어 한국 영토

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지도는 현재 도쿄대학자료관, 

국토지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62 국회도서관에서 열람

60 陸地測量部, 1922, 『陸地測量部沿革
誌』, 부록.

61 陸地測量部, 1931~1933, 앞의 책, 부

록.

62 日本国際地図学会 地図史専門部会, 

1970, 「地形図類図歴表-1万分1地形図, 

10万分1帝国図地形図, 50万分1輿地図
帝国図地方図-」,『地図』, Vol. 8, No.1, 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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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울릉도전도’는 1935년 이후 발행한 일람도 중 조선

<지도 10> 지도구역일람도(1944) 조선전도 울릉도 부분63

<지도 11> 울릉도 전도(1939)

독도 부분 확대

63 「陸地測量部 地圖一覽圖 目次」,  
http://www.geocities.jp/wondermap-
world/idx.htm(검색일: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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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에 표기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해주는 좋은 증거 자료며 울릉도

와 독도가 하나의 부속섬임을 증명하고 있다. 

1944년판 일람도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은 소축척도와 항공도를 제외한 

당시까지의 일본 영토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위

임통치령이 되었던 남양제도를 포함한 내방지역에 대한 육지측량부 지도

작성 성과의 총대성이라 할 수 있다.64 이 일람도는 주로 일본 영토만 제작

한 지도기 때문에 1944년 제작 일람도의 일본 본토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한국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Ⅴ.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力修] 논지에 대한 반론

일본의 후나스기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편찬한 『조선지지자료』

(1919)의 조선의 범위로 동경 124도 11분 130도 56분 23초·북위 33도 6분 

40초~43도 36초로 기록하고 있어 독도[竹島]가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 들

어가 있지 않는다65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1882년 간행 ‘조선전안’에 

수록된 조선 범위로 반박할 수 있다. ‘조선전안’의 범위는 동경 124도~130

도 40분, 북위 33도 0분~40도 20분에 한정되어 있고 두만강 일대의 함경북

도와 울릉도·독도가 수록되지 않았다.66 이 지도는 개항장 후보지와 군사 요

충지를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선전안’은 불완전한 

조선지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조선 범위는 일본 수로국,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그대로 답습하였고 이런 기관들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수로측량, 토지측량 등이 주된 목

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선 면적의 위도와 경도라 

볼 수 없다.  

일본 수로부 발행 『수로잡지』「隠岐回航略記」(1879)

에서 오키제도 범위를 북위 35도 57분~36도 18분, 동

64 長岡正利, 1993, 「幻の昭和19年地図
一覧図-陸地測量部内邦地図成果の総
大成として-」, 『地図』, Vol. 31, 国土地理
院, No. 4, 42쪽.

65 船杉力修, 2015, 앞의 글, 91쪽.

66 河村克典, 2013, 「明治15年(1882)朝鮮
全岸(海図番号21)の作成経緯」, 『エリア山
口 第42号』,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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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132도~133도 23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67 서양인의 기록을 보완

하기 위해 북서안 해역을 측량한 지도며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식했기 때

문에 독도를 오키제도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북서안 지도 일부

인 ‘日本北西岸 自長門至伯耆’에서도 잘 나타난다.68 오키제도의 범위 규정

은 독도가 한국 소속 여부를 결정짓는 확실하고도 중요한 잣대이자 근거가 

되며 해군 수로국과 수로부,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이나 견해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35년판 일람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

고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측도를 바탕으로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것이다. 그 

예로 1944년판 일람도 조선지도 상단을 보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측도라고 표기되어 있고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조선 영토에 분명히 독도가 

들어가 있다(<지도 1·2>). 그 후 육지측량부는 임시토지조사국 측도를 받아 

제작 간행을 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

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육지측량부가 1909년과 1921년 발행한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 중 

‘松江’에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로 표기되어 있어 있고 육지측량부는 독도

가 시마네현에 소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육군관구, 해군구에도 

독도는 조선의 관할하에 들어가지 않았다69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는 편찬지도로 독도를 실측하지 않

았고 1908년 8월에 수로부가 실측한 독도 경위도 등의 측량 성과를 발간

한 『일본수로지』 제6권(1911)을 육지측량부가 이용하여 「동아여지도」를 

작성했다고 생각하고70 있다. 후나스기 본인도 「동아여지도」가 실측 지도

가 아니며 『일본수로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편찬지

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실측을 바탕으로 제작되지 않은 편찬지

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1907년 3월 『조선

수로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

는 것을 동년 6월에 일본 수로부는 급하게 『일본수로

67 肝付兼行, 1883, 「隠岐回航略記」, 
『水路雑記』, 1~2쪽.

68 肝付兼行, 1883, 「日本北西岸 自長門
至伯耆」, 「日本北西岸水路略記ノ二」,
『水路雑誌 第39号』, 맨 앞쪽.

69 船杉力修, 2015, 앞의 글, 91쪽.

70 船杉力修, 2015, 위의 글,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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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시마네현 독도 편입 설명을 추가시켰고 이런 자료는 「동아여지도」에 

영향을 끼쳐 독도 부분에 시마네현 오키라고 표기하게 된 것이다. 

1876년에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군사용 지도로서 서양지도를 번안하여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제작했다. 이때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일본서북해안도(日本西北海岸圖)」에는 독도를 표

기하지 않았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로국은 1883년 4월에 『환영수로지』 제2권을 간행했는데, 제5편 조선

동안에서 독도(리앙코르트열암)와 울릉도를 처음으로 기술하였다.71

1886년 일본 해군성 편찬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의 제2권 제2판 제

4편 조선동안(朝鮮東岸)에 독도(리앙코르트열암)를 수록했다. 그리고 일본 해군

성은 1889년 『환영수로지』 편찬을 중단하고, 이것을 『일본수로지』, 『조선수

로지』 등 국가영토별로 분류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 해군성

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여 『조선수로지』에 포함시키고 『일본수로

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로부가 1897년 5월에 간행한 『일본수로지』제4권 제3편 본주 북서안(本

洲北西岸)에 편제된 오키열도에는 여전히 독도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독

도가 처음으로 『일본수로지』에 실리는 것은 『조선수로지』 제2개판이 간행

된 지 3개월 뒤인 1907년 6월에 발간된 『일본수로지』 제4권 제1개판이다. 

그러나 1911년 『일본수로지』에는 다케시마[竹島]와 리앙코르트섬(Lian-

court rocks)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 다케시마 단일 명칭으로는 1933년 『조선

연안수로지』에만 보이고 있다. 이런 독도에 대한 명칭의 혼란은 『수로잡

지』,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 『일본수로지』, 『조선연안수로지』에서 나

타나고 있다. 수로부가 실측을 통해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인식하였고 일본

의 독도에 대한 명칭의 혼란은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데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일본수로지(1897)』에 독도(리앙쿠르토)와 울릉도가 일

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조선수로지』(1894, 1899)에 울
71 海軍水路局, 1883, 『寰瀛水路誌』 第2
卷, 257~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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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도·독도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1900년의 시점에서 수로부를 비롯한 일

본 정부 관계기관 모두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72 

일본 해군성 편찬 『조선연안수로지』(1933) 제3권 조선 동해안의 ‘울릉도

와 독도’ 부분에서 독도의 위치·지세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을 내세워 일본

이 한국 강점 중에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정했던 근거라 주장할 

수 있다.73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는 『조선연안수로지』 내용이 일본의 독

도 강점 이전의 것이므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로 기재한 것은 한국의 주

장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렸다.74

그리고 후나스기의 주장은 1895년 일본 전도를 실측

한 ‘20만분의 1 지형도 제국도’에서 일본 본토에서 독

도를 제외하고 있는 지도로 반박할 수 있다.  

1895년 ‘20만분의 1 지형도 제국도’는 호리우치 요

네오[堀内米雄]를 측량자로 사사키 노부가타[佐々木信堅] 

제도자로 이 지도를 발행했을 때 일본 본토 오키제도(<

지도 12>)에는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75 실측 당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포

72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領
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105~107쪽.

73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편, 2012, 『독

도문제개론』, 102쪽.

74 山邊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
的考察」, 『コリア評論 7-2』, 13쪽.

75 商工省, 1932, 『地質調査所出版物目
録 自明治十三年至昭和七年』, 東京地学
協会, 10쪽. 

<지도 12> 지질도목록도 오키제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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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육지측량부는 1913년에는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의 측량을 완료

하였고, 1934년에 아마미제도, 오키나와까지 완료하였다.

1934년 일본 육군은 제국도를 발행하기 위한 일본 본토 측량을 완료하

였고,  1935년판 지도구역일람도를 발행하였다. 이 지도의 일본 본토 오키

제도에는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조선전도에 독도를 표기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1899년 육지측량부 제작 20만분의 1 지형도 ‘西鄕: 第5師管隱岐
國周吉郡’ 오키제도 부분(지도. 13, 46×58cm)에서 보듯이 일본이 자국 본토에 

독도를 삽입하지 않았던 것은 1888년 육군참모본부가 간행한 군사지지인

『조선지지략』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국 본토에서 제

외하고 있는 것이다. 

1896년 일본 육군 사단의 증설에 따른 사단 개편이 이루어져 여단이 폐

<지도 13> 육지측량부 발행 ‘西鄕: 第5師管隱岐國周吉郡’(1899)

(064~101)14.3 서인원교수님.indd   86 2017-12-29   오후 5:59:05



87

일본 육지측량부 지도제작과  독도영유권 인식에 대한 고찰

지되어 13사단이 되었다. 제5사단(사단사령부)은 히로시마 관할로 제21여단 

경비대 구역에 오키제도를 포함시켜 관할하였다.76 지도 ‘西鄕: 第5師管隱
岐國周吉郡’에서 보듯이 독도가 일본 육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

토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1937년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에 수록된 「100만분의 1 동아

여지도」 일람표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주장77은 조선전도에 독도와 울릉

도가 포함된 1937년 발행 지도구역일람도 조선지도(<지도 7>)로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지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편의상 만든 지도로 극

히 축소된 사각망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동해 해역을 마쓰에 지역으

로 넣었지만 마쓰에 지역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에 무리가 있다.  

육지측량부가 1909년과 1921년 발행한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 중 

‘松江’에 독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1939년 육지측량부 발행 ‘50만분의 1 

여지도 제11행 제9단 울릉도’(46×57cm, <지도 11>)에서 울릉도전도에 울릉도

와 독도[竹島]가 기재된 것만으로 독도가 울릉도 속도며 조선 영토라고 할 

수 없다78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 지도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는 참모본부가 관리하였고 판매가 

정지된 군사 극비문서로 육지측량부 내부 문서(部外秘)로만 사용할 수 있도

록 극비로 취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육지측량부는 점령한 지역에 대한 지도

는 비밀로 취급하지 않았고 식민지배나 통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울릉도

전도를 군사 극비문서로 취급한 것을 보면 육지측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북도 소속 관할로 표기하고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육지측량부

가 1909년과 1921년 발행한 100만분의 1 「동아여지도」 중 ‘松江’에 독도

가 시마네현 오키에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육지측량

부가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명확히 인식했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육군측량부는 『환영수

로지』(1883, 1886), 『조선수로지』(1894, 1899, 1907), 『조선연

안수로지』(1931) 등의 해군성 수로지를 통해 독도가 울

76 “師管区”, https://ja.wikipedia.org/

wiki/%E5%B8%AB%E7%AE%A1%E5%8
C%BA(검색일: 2017. 2. 27).

77 船杉力修, 2015, 앞의 글, 112쪽. 

78 船杉力修, 2015, 위의 글,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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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도의 부속섬으로 조선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1934년 일본 육군은 

제국도를 발행하기 위한 일본 본토 측량을 완료한 후 1935년판 지도구역

일람도를 발행하면서 독도를 일본 본토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1899년 육지측량부 제작 ‘西鄕: 第5師管隱岐國周吉郡’ 오키제도 

부분에서 일본 본토에 독도를 삽입하지 않았던 것은 1888년 육군참모본부

가 간행한 군사지지인 『조선지지략』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였고 

독도가 일본 육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

론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육군관구, 해군구 관할하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

에 일본 본토에서 제외된 것이다. 육지측량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

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Ⅵ. 1945년 이후의 지도일람도

1946년(<지도 14>), 1947년, 1954년(<지도 15>), 1956년 간행 내무성 지리조

사소 지도일람도 중 일본전도에서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내무성 지리조사소와 그 업무를 승계한 지리조사소의 지도일람도는 

1945년 이전의 지도일람도와 거의 같은 양식의 지도를 간행했고, 양식의 

변화는 없었다.79 육지측량부 존폐의 위기에서 1945년 8월 14일 종전을 알

게 된 참모본부 와타나베 다다시[渡邊正] 소좌는 육지측량부 직원의 신원보

호와 함께 국토 부흥의 필수 기구인 육지측량부를 연합군 진주 전에 평시

편제의 관청으로 이관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종전에 의한 육지측량부처리

요강안’이라는 문서의 상신으로 육군성·내무성에서 일임을 받은 와타나베 

소좌는 항복문서를 조인하기 전 9월 1일 군인을 배제한 내무성 지리조사소

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육지측량부의 존속을 이어갈 수 있었다.

패전 이후에도 일본은 자국 영토에 대한 영토 의식이 강하여 지도일람도 

제작에 자국영토 표기는 계속해왔다. 그 한 예로 1953년 미반환되었던 아

마미제도[奄美諸島]는 당초 임시방편으로 그 지역만의 79 清水靖夫, 1993, 앞의 글,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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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가 인쇄되었지만 아마미제도 반환 이후 1954년 3월판부터 지도일

람도에 바로 표시되었다.80 이처럼 일본은 자국 영토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미제도 반환 후 바로 지도일람도에 일본 영토로 포함시

킨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포함시

키지 못했고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SCAPIN 제677호는 일본 육군성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 군부를 해체시킬 때 

1936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작성한 일람도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며 

이는 SCAPIN 제677호를 공포했을 때의 특정지역집단분류가 일본 육군성

의 일람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81

연합군총사령부(GHQ)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도, 특히 외방도와 병요지

지의 압수에 의욕을 보였다. 일본은 외방도를 지키려고 방해 작전을 펼쳤지

만 미국은 여러 번의 탐색을 통해 다수의 외방도 입수에 성공했고 미국 국

내에도 엄청난 수의 외방도가 보존되어 있다.82

미육군지도국(US Army Map Service)은 미군 지도를 관할한 부서로 일본 주

변(일본의 구영토)과 유럽 전역, 카리브해제도 등 미국이 중요시한 지역의 ‘5만

분의 1 축척도’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일본 육지측량부 ‘5만분의 1지형도’ 

(<지도 12>)와 모든 기밀지도를 입수하고 있었다.83 미육군지도국이 입수한 육

지측량부 ‘5만분의 1 지형도’를 보면 SCAPIN 제677호에 있는 지도와 흡사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62년(<지도 16>), 1968년, 1969년(<지도 17>), 

1971년, 1975년, 1977년, 1979년, 1987년, 1989년 간

행 국토지리원 ‘5만분의 1 지형도’ 지도일람도 일본전

도에서도 독도는 혼슈 서부 오키제도에 포함되지 않

았다. 자기편각도 일람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기편각도는 일본 국토교통성 국

토지리원에서는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10

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지도다.84

80 清水靖夫, 1993, 위의 글, 11쪽.

81 신용하, 2011, 「독도, 130문 130답」, 

『월간조선 특별부록점』, 155쪽.

82 竹内正浩, 2013, 앞의 책, 257쪽.

83 竹内正浩, 2013, 위의 책, 259쪽.

84 日本 國土交通省 國土地理院, 「磁氣
圖」, http://www.gsi.go.jp/buturisokuchi/
menu03_magnetic_chart.html(검색일: 

201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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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6> 지도일람도(1962) <지도 17> 5만분의 1 지형도일람도(1969)

<지도 14> 지도일람도(1946) <지도 15> 지도일람도(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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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원은 지형도 정비작업은 평판측량으로 세세하게 실시했지만 전

후는 사진측량을 도입해서 1965년대에 본격적으로 작업이 실시되었다. 

1983년에 일부 이도(離島: 센카쿠제도, 다케시마, 북방열도)를 제외한 정비작업이 완

료되었고 이 정비작업은 주로 수정이 주축되었다. 

그러나 1990년 간행 지도일람표부터 일본은 오키제도에 독도를 포함시

키기 시작하였다. 2006년 일본은 지구관측용 위성 ‘다이치(ALOS)’를 활용한 

지형도 작성을 실시하여 2007년 12월에는 다케시마를 포함한 2만 5천분

의 1 지형도 ‘니시무라[西村]’를 간행했다. 지형도에는 독도의 지형(고등선), 해

안선, 도명을 표시하고 있으며 건물 등의 인공구조물은 위법으로 건설된 것

으로 표시하지 않았다.85 인공구조물 미표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과학의 발전으로 일본의 지구관측용 위성 

‘다이치’로 독도를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며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

위이다.

1910~1934년 육지측량부는 제국도를 제작하면서 본토에 독도를 포함

시키지 않았고 1934년 일본 전국측량을 완료한 이후에도 제국도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육지측량부 지도구역일람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일본 본토 혼슈 오키제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묵인 또는 반금언의 효과라 볼 수 있다. 1935년에서 

1989년까지의 육지측량부 지도구역일람도에서 한국 영토에 독도를 표기

한 것은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공식지도로 국제법상에서 묵인, 반금언의 효

과를 가지게 되며 정확성이 있는 세계 수준의 지도로 국제법상 효력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85 稲葉和雄, 1993, 「2万5千分1地形図
整備, 刊行の経緯」, 『地図』, Vol. 53, No. 

2, 国土地理院,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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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본고에서 육지측량부 일람도에 나타나는 독도 영유

권 인식에 대해 분석하면서 육군측량부 제작 지도를 

<표 3> 일본 육군성 참모국과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표86

번호 지도명 제작연도 내용

1 조선전도 1874 
육군성 참모국 발행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한국 영토로 표기

2 아시아동부여지도 1875
육군성 참모국 발행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한국 영토로 표기

3 조선지지략 1888
육군참모본부 발행 군사지지
한국 영토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표기

4 동아여지도 1895
육지측량부 발행 20만분의 1 지형도
일본 오키제도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음

5 西鄕 : 第5師管隱岐國周吉郡 1899
육지측량부 발행 20만분의 1 지형도
일본 오키제도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음

6 지도구역일람도 1909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표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지 않음

7 지도구역일람도 1910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표
한국과 일본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지 않음

8 5만분의 1 지형도일람표 1920 지도구역일람표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지 않음 

9 지도구역일람도

1925 
1926
1931
1932 
1934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1만분의 1 지형도)
조선전도에 독도는 표기하지 않고 울릉도만 표기

10 지도구역일람도

1935 
1936 
1937 
1940 
1941
1944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1만분의 1 지형도)
한국 영토에 울릉도와 독도를 기재

11 울릉도전도 1939
육지측량부 발행 50만분의 1 여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경상북도 소속으로 표기

12 지도일람도 1946 1954
내무성 지리조사소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
독도를 일본 혼슈 서부 오키제도에 기재하지 않음

13 지도일람도 1962~
1989

국토지리원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
독도를 일본 혼슈 서부 오키제도에 기재하지 않음

14 지도일람도 1990~
국토지리원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
독도를 일본 혼슈 서부 오키제도에 기재하기 시작함

86 <표 3>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육지측

량부 지도를 정리하였고 본문에 일부 생략

된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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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도의 영유권 묵인 또는 승인, 금반언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 육지측량부의 지도제작과 일람도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한국 영토로 인

식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첫째, 육지측량부의 지도제작 과정에서 외방도는 전쟁목적, 군사용 목적

으로 작성한 국외영역 지도였고 참모본부 주도하에서 침략전쟁을 위해 군

사상, 외교상 비밀리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화하거나 군사 점령한 지역은 전쟁과 군사용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식민지

배나 점령지 통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대만, 사할린 등의 일본 식민

지국가와 점령지역의 지도를 외방도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독도는 제2차 세

계대전 종료 시까지 제국도(일본전도)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작되지도 않았다.

둘째, 육지측량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을 지도제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875년 일본 육군성 참모국의 ‘조

선전도’, 1888년 육군참모본부가 간행한 군사지지인 『조선지지략』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였고, 이것을 계승한 1899년 육지측량

부 발행 ‘西鄕: 第5師管隱岐國周吉郡’ 지도는 오키제도 부분에서 독도가 

일본 육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오키제도에 독도를 삽입하지 않았다. 또한 

육군측량부는 『환영수로지(1883, 1886)』, 『조선수로지(1894, 1899, 1907)』, 『조선

연안수로지(1931)』 등의 해군성 수로지를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

고 있었고 1934년 일본 본토 측량을 완료한 후 1935년판 일람도를 발행하

면서 일본 본토 오키제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조선전도에 독도를 표

기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판, 1941년판, 1944년판 일람도의 조선전도는 

조선총독부가 측량한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다시 육지측량부가 발

행한 지도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육지측량부 지도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부속섬이라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다. 1875년 이후의 육군측량부 지도제작 역사를 보면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부속섬으로 한국 영토에 표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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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39년 육지측량부 발행 ‘50만분의 1 여지도 울릉도’를 보면 울릉도

와 독도를 경상북도 관할로 표기하고 있어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부속섬

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지도는 1935년 이후 발행된 일람도 중 조선전도

에 표기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해주는 좋은 자료다. 

넷째, 육지측량부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도에 관한 영유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일람도는 일본 육군참모국 육지측량부라는 국가기관이 제작하였으므

로 승인 주체가 국가라는 요건을 충족했고, 또한 일람도는 독도가 일본영토

가 아님을 용인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

토주권 승인의 행위인 용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묵인, 승인했기 때문에 일람도를 작성할 

때 독도를 자국 본토에서 제외하고 한국 영토에 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나스기 주장은 잘못된 조선 범위를 인용한 데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2년 간행 ‘조선전안’에 수록된 조선 범위는 개항장 후

보지와 군사 요충지를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불완전

한 조선 범위였고 이렇게 잘못된 조선 범위를 일본 수로국, 조선총독부 임

시토지조사국이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런 기관들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수

로측량, 토지측량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선 면적의 위도

와 경도라 볼 수 없다. 또한 일본 수로부 발행 『수로잡지』「隠岐回航略記」
(1879) 오키제도 범위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다음은 육지측량부가 1909년과 1921년 발행한 100만분의 1 「동아여지

도」 중 ‘松江’에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에 표기된 지도에 관한 것으로 이 지

도는 실측을 바탕으로 제작되지 않은 편찬지도였고 『일본수로지』를 토대

로 만들어진 편찬지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西鄕: 第5師管隱岐國周吉郡(1899)’ 지도는 오키제도 부분에서 독도가 일

본 육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독도를 삽입하지 않았고 육지

측량부는 해군성 수로지를 참고로 제작한 동아여지도기 때문에 독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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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종

합하면 독도가 일본의 육군관구, 해군구 관할하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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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는 공식지도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

정한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 금반언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

에서의 증명력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본고에서 일본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에 나타나는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해 분석하면 육지

측량부 제작 지도는 지도의 영유권 묵인 또는 승인, 금반언 효과가 있어 국

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다.

외방도 본질은 전쟁목적, 군사용 목적으로 작성한 국외영역 지도이고 육

군참모본부 주도하에서 침략전쟁을 위해 제작되었다. 외방도는 본래 일본

영토 이외의 외국지역에 대한 명칭이며 그 제작 경위를 보더라도 조선, 대

만, 사할린 등의 일본 식민지국가와 점령지역의 지도를 외방도로 취급하였

기 때문에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시까지 제국도(일본전도)에 포함시키

지 않았고 제작되지도 않았다.

일본은 1888년 육군참모본부가 간행한 군사지지인 『조선지지략』에서 울

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였고, 이것을 계승한 1899년 육지측량부 

발행 ‘西鄕: 第5師管隱岐國周吉郡’ 지도는 오키제도 부분에서 독도가 일본 

육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독도를 삽입하지 않았다.

육지측량부는 1887년 이후 각종 지도구역일람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1935년까지는 일본 본토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1934년 일본 본토 측

량을 완료한 후 1935년판 지도구역일람도를 발행하면서도 일본 본토 오키

제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조선전도에 독도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1939년 육지측량부 발행 ‘울릉도 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북도 

관할로 표기하고 군사 극비문서로 육지측량부 내부문서로만 사용할 수 있

도록 취급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자료다. 

1944년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 지도구역일람도는 주로 일본 영토만 제

작한 지도로 육지측량부 지도 작성 성과의 총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도

구역일람도에서 독도를 일본 본토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 영토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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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이후 1946~ 

1989년 간행 지도일람도 일본전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혼슈 서부 오키제도

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육군참모국 육지측량부라는 국가기관이 제

작하였으므로 승인 주체가 국가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지도구역일람

도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용인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토주권 승인의 행위인 용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

고 있다. 

<주제어>

외방도, 국제법, 육지측량부, 지도구역일람도, 조선전도, 금반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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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Using the Japanese Land 

Survey Department’s District Overview Map

Seo, Inwon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izu kuiki ichiranzu” (地圖區域一覽圖) refers to district overview maps 
officially issued by the Japanese Land Survey Department that carries the 
effect of acquiescence, approval, and estoppel for Dokdo as a Korean 
territory. They are important sources that serv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robative power of maps in courts of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therefore analyzes the percep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present 
mainly in the Japanese Land Survey Department's district overview maps and 
prove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maps carry the effects of acquiescence, approval, and estoppel.
“Gaihozu” (外邦圖) essentially refers to maps of outer lands created for military 
and war purposes, and under the Japanese army’s General Staff Headquarters, 
they were made for wars of aggression. The term gaihozu originally referred 
to lands beyond Japanese territory, and considering that maps of territories 
Japan either colonized or occupied such as Korea, Taiwan, and Sakhalin were 
regarded as gaihozu, Dokdo was never included in complete maps of Imperial 
Japan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Japan consistently labele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geographic publications such as “Chosen chishi ryaku” (朝鮮地誌略) issued by 
the General Staff Headquarters in 1888. Also, the Map of Saigo (西鄕) 

published by the Land Survey Department in 1899 did not include Dokdo as 
part of Oki Islands or mainland Japan because Dokdo was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ese Army.
The Land Survey Department issued various district overview maps since 
1887, but Dokdo did not appear within the boundaries of mainland Japan 
prior to 1935. And from 1935, Dokdo was marked and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Especially in 1939, the “Complete Map of Ulleungdo” created by the 
Land Survey Department noted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ed to the 
North Gyeongsang Province of Korea, and the fact that map had been 
designated as a classified document for internal use only is evidence that 
Japan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since 1935. 
The district overview map published at a 1:50,000 scale in 1944 can be 
considered the summation of achievements made by the Land Survey 
Department, which had primarily focused on mapping Japan’s territory. This 
1944 edition included Dokdo as part of Korea and not mainl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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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 that Japan did not recognize the island as its territory at the time. 
Subsequent editions of the map published between 1946 and 1989 also did 
not include Dokdo as part of Japan’s Oki Islands. Since these district overview 

maps were made by a state agency called the Land Survey Department under 
the Japanese General Staff Headquarters, the state can be considered the 
agency of approval. Moreover, the maps admitted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and did not claim that the island is Japanese territory,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admission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longs to Korea.

Keywords

Gaihozu(外邦圖), Chosen zenzu(朝鮮全圖), Japanese Land Survey Department, 
Chizu kuiki ichiranzu(地圖區域一覽圖), International law, Promissory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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