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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통일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Ⅰ. 통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명

칭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통일 철학

자유 민주주의(인간 중심)

주체 사상(계급 중심)

통일 과정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1민족 1국가의 연방 국가의 점차적 완성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 순서 (민족 통일→국가 통일)
* 순서 (국가 통일→민족 통일)

과도 체제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실현 절차

통일 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 협상

없음

통일 국가의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
형태
통일의
미래상
통일 주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 국가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족 국가

없음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2. 통일 논의의 기초

(1) 분단에 대한 이해
o 일제 식민시기와 해방
o 6·25 전쟁과 남북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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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
o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
o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3) 합리적인 통일 방안은?

Ⅱ. 분단에서 통일을 이룬 국가들에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
1. 베트남의 경우
o 장기간에 걸친 프랑스 지배(1884~1945년) 받은 뒤
o 1954년 ‘제네바협정’으로 북(공산베트남)-남(자유베트남)으로 분단
o 북베트남의 적화통일 기도로 1960년 베트콩 결성 후 남베트남
전역이 전쟁터화 되었음
o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만
커졌고, 1973년 파리조약 체결→이 조약으로 미군 철수
o 1974년 북베트남의 전면전 전개에 따라 1975년 4월 남베트남
정부 붕괴
o 이후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보트피플’ 등 90만명의 베트남인
들이 조국을 버렸음
o 1986년 전면적인 개혁정책인 ‘도이 모이(쇄신)’ 정책을 실시하여
발전을 기하고 있음→2007년 WTO 가입 등 개방 노력 가속화 중임

<평가> 베트남의 통일은 전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통일 이후 사회통
합에 어려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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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멘의 경우
o 지리적 여건이 좋은 농업국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영국이 이 지역을 분리하여 북예멘만 독립시키고, 남
예멘은 남아라비아연방에 편입시켜 분단의 단초를 만듦
o 이후 1962년 북예멘, 1967년 남예멘이 각각 독립을 이루었는데,
북예멘에는 자본주의체제가, 남예멘에는 사회주의체제가 자리함
o 통일을 위해 남북예멘은 “무력충돌→평화협정 체결→통일원칙
합의”를 반복하다가 1989년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헌법안에 합의
했으며, 1990년 5월 통일을 이루었음
o 통일 후 예멘은 통합정책에는 신경쓰지 않고, 정부 기구의 확대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보였고, 사회통합 기조로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 남북예멘간 갈등이 존재
o 걸프전(1990. 8. 2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영국·
프랑스 등 34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쿠웨이트를
무대로 전개한 전쟁) 이후 통일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 사회문
제(인구 폭증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노동자 파업, 주민 폭동)
가 대두하자 사회혼란이 커졌음
o 1994년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권력배분 문제를 비롯
하여 예멘의 위기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했으나, 무력충돌
이 발생했고, 이 충돌에서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무력에 의해
재통합을 이루었음
o 현재 예멘은 2014년 3월 예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가 수
도 사나를 장악하면서 시작된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는
붕괴되고 최근 2년간 내전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1만명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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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경우
o 제2차대전 전범국에서 1949년 동-서독 건국됨
o 서독 초대 수상은 ‘아데나워’
* 친서방정책 추진, NATO 가입(1955.5.5. 효력 발생), 프랑스와
화해(자를란트 지방), ‘라인강의 기적’으로 서독 경제 부흥,
‘할슈타인 원칙’ 고수(동독 불인정)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분쟁의 불씨였던 자를란트 지방>
- 1954.10.23. 독-프는 자를란트 지방이 정치적 자주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데 합의하였음
- 후에 자를란트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독일에 남을 것을 결정

* “슈피겔지 사건”으로 1963년 10월 16일 아데나워 물러남
<슈피겔지 사건>
- 1962.10.8.(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팔렉스(Fallex) 6219 라
는

-

-

*
-

NATO 군사훈련 내용을 분석한 “제한된 방어력”이라 제목의
기사가 게재됨
22쪽 분량의 이 기사는 ‘팔렉스 62’ 훈련이 사실은 “구 소련이
독일에 핵폭탄을 투하할 경우, 서독에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있었음
이 기사가 나가고 2주일이 지난 10월 26일 저녁 독일 연방경찰은
발행인 루돌프 아욱슈타인과 5명의 기자를 국가기밀 누설죄와
공무원 매수죄를 들어 구속하였음
당시 국제정세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한창 고조될 때였음
아데나워 수상은 연방 하원에서 슈피겔지 보도에 대해 ‘반역행위’로
본다고 발언하였음
이와 관련 독일 전역에서 시민들이 슈피겔지 사건은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라며 구속자 석방을 외쳐댐
결국 1962.11.19. 슈트라우스 국방장관 물러나고, 다음해인
1963.10.16 아데나워도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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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69.10.21 빌리 브란트 수상 취임 후 ‘신동방정책’ 추진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각각 상주 대표부 설치
* 1973~1985년 사이 서독을 방문한 동독 주민 매년 130~150만명
* 통일 전해인 1988년 방문자 수는 700만명에 이름
o 서독은 NATO 등 집단안보체제 확립으로 안보 불안요소 감소
* 서독은 동독이 소련의 승인 없이 서독 정책을 수용하는데 한
계가 있다고 보고, 소련 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
*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개최로 ‘헬싱키 의정서’가 채
택되면서, 참가국의 주권 및 영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도 독일 통일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
o 고르바초프(러시아의 정치가로서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최초의
대통령(재임 1990.3~1991.12)을 지냈음.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여 소련 국내의 개혁과 개방 뿐 아니라,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 등 세계질서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음. 199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1년 공산당을 해체하여 소련의 공산 통치사에 마침
표를 찍었음.)의 개혁 정책으로→동서 냉전체제의 와해→동유럽
국가 변화→통일을 염원하는 동독→1989.11.9. 베를린 장벽 붕
괴→1990.3 역사적인 자유 총선거 실시→1990.10.3. 공식 통일
이룸
o 독일 통일의 결정적 계기는 제2차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
했던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
었기 때문임
* 19909 동서독과 승전 4개국 외상이 참여한 ‘2+4 회담’에서
“독일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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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및 통일 독일 수상 현황>
동

구

독

서

독

분

이 름

재임기간

이 름

재임기간

1

빌헬름 피크

’49.10~’60.9

콘라트 아데나워

’49.9~’63.10

2

발터 울브리히트

'60.9~'73.8

3

빌리 슈토프

'73.10~'76.10

4

에리히 호네커

'76.10~'89.10

빌리 브란트

'69.10~'74.5

5

에곤 크렌츠

'89.10~'89.12

헬무트 슈미트

'74.5~'82.10

'89.12~'90.4

헬무트 콜

'82.10~'90.10

6

7

만프레트
게를라히
자비네
베르크만폴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63.10~'66.11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66.12~'69.10

'90.4~'90.10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①
②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90.10~'98.10

※ 동서독 통일 초대 총리

'98.10~'05.11
출생은 서독 함부르크였으나, 목회 활동을

③

앙겔라 메르켈

2005.11~현재

하는 부친을 따라 생후 몇 주 만에 동독
부란덴부르크 주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곳
에서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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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는 발판과 같고, 동남쪽으로는 일본을 넘어
북태평양이, 정남쪽으로는 대만과 동지나해를 거쳐 남태평양
이 열려 있는 지역으로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패권국가인 미국 등 세계 주요 4개국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교차되고 있는 곳임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4개국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원의 문제임
이들 4개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음
1. 중국의 시선
o 한국과 오랜 세월 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음
o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공유해온 역사가 평등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였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
o 특히 중국은 6·25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한 것이 항미원조(抗
美援朝)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유대(동맹)관계를 지속하는 한, 북한
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
o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는 북한 주도의 통일 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겉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태도를 보이지만,
속내는 북한의 입장을 보호. 관리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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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시선
o 1917.11.7. 볼셰비키 세력에 의한 혁명이 성공하여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섬(레닌)
o 레닌은 모든 기업의 국유화, 노동의무제, 곡물징발제, 식량배급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
o 이 정책에 대한 농민의 반발과 경제복구의 실패 등으로 레닌은
192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자유농 인정, 농산물 판매
허용, 사기업 인정 등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
*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소련)’ 탄생
o 1924년 레닌 사망 후, 스탈린이 정권 장악
o 스탈린은 ‘신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공업화와 농업
근대화를 추진
→ 1937년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여 토지의 99%를 콜호스 소유
로 만듦
콜호스는 소프호스와 더불어 소련의 2대 농업경영 형태의 하나임. 1979년 당시 콜호스의
수는 2만 6400, 농민수는 1390만 명이었으며, 소련 전 농지의 23.8 %를 경영하였음.
소련 및 기타 공산국가에서는 3종류의 집단농장, 즉 토즈 ·아르첼리 ·코뮌을 만들었음.
‘토즈’는 전답과 수확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사역(使役) 동물과 기계만은 공동 소유로
이용하게 되어 있었고,
‘아르첼리’는 전체 생산물이 사회의 소유물로 되어 있어 소속원들은 가옥 ·가구 및 몇
마리의 가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코뮌’은 공산주의 경제의 이상형태(理想形態)로서 모든 개인의 경제와 모든 개인의
소유라는 명분 아래 모든 구성원의 소비 및 생활공동체가 이룩된다는 것이었음.
북한의 집단농장은 아르첼리 형태임.
콜호스는 토지 ·농구 ·역축(役畜) ·종자 ·농업시설 등의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공동노동에
의한 생산을 하며, 수익은 콜호스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소속원 각자에게 노동량
에 따라 분배되었고, 소속원의 소규모 개인부업 경영이 인정되어 있었음.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과 독립국가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러시아연방의 옐친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에 국영집단농장을 사영화(私營化)하는
내용의 ‘농지개혁에 관한 긴급조치’를 공포하여 콜호스와 소프호스는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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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39년 독5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중립을 취했으나, 1941년
독일이 침공하여 모스크바까지 위험에 처했으나, 1945년 2차
대전에서 독일의 패전 직전 연합군에 참여함
o 소련은 1945.8.8. 대일 선전포고 후 북한 진출,
북한을 소비에트화하려는 목표로 1948.9.9. 북한정권 수립 후
에도 북한에 대해 많은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 제공
o 당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미국을
불개입을 전제했으나, 사실상 미국은 국제연합 이름 아래 서
방국가들과 함께 참전
o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개입과 1958년까지 계속된 중국군의 북
한 주둔은 북한과 소련 관계에 큰 영향을 줌
o 소련은 1953년 9월 북한에 대한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2억 5
천만 달러의 전후복구비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1960~61년 중소분쟁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중국과 소련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자 북한은 중국을 선택
→ 1953년 스탈린에 이어 후르시쵸프가 집권하였으나, 경제회복
의 실패, 헝가리의 반소운동(1956) 등으로 1964년 실각
※ 특히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1인독재체제를 비난
하고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 중국 선택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 1964년 브레즈네프 집권
→ 1982년 안드로포프 집권
→ 1984년 체르넨코 집권
→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집권
*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시대에 돌입함
o 1989년 고르바초프 중국 방문, 발트 3국 주권 선언, 미-소
정상회담, 냉전종식 선언

- 9 -

o 1991년 옐친, 제1대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당선
o 1996년 옐친, 재선(2대)
- 1998년 모라토리움 선언, 화폐개혁(1,000:1)
o 1999년 옐친, 푸틴 총리 임명, 12월 옐친 사임 후 푸틴이
대통령 권한 대행
o 2000년 푸틴, 대통령 당선(제3대)
o 2004년 푸틴, 재선(제4대)
o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제5대), 푸틴을 총리로 지명
o 2012년 푸틴, 대통령 당선(제6대)
※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개헌을 통해 임기를 4년에서 6년
으로 늘렸고, 한차례 연임 가능함

3. 일본과 미국의 시선
o 건국의 유사점
* 고립주의와 불개입원칙
o 스스로의 정체성 구축
* 씨름과 스모, 럭비와 미식축구
o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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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질적인 교훈은 가까운 곳에서
<주한 독일 대사들의 주요발언 정리>
① 디터 지메스(1992.5~1995.9)
“남북한의 통일은 역사적 차원의 민족공동의 대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통일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상이한
사회형태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金泳三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공산주의는 세계 어디서
나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정부는 계속 자
기네 모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변화를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
더라도 대화 협력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 봅니다.”
② 클라우스 훨(폴)러스(1995.9~2000.9)
“통일은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온다”
③ 후베르투스 폰 모르(2000.9~2003.8)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상대가 나오길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나서야 한다.”
④ 미하엘 가이어(2003.8~2006.9)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 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정치적으
로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독일처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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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우호관계에서도 독일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어 대사는 특히 "독일은 프랑스와의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주변국과의)
강력한 관계와 우정으로 헤쳐 왔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의
화해는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⑤ 노베르트 바스(2006.9~2009.9)
"(2007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신
뢰를 쌓기 바랍니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남북한이 한반
도 문제에서 이티셔티브를 쥐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며,
북한이 더욱 개방적으로 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 대사 독일통일(1990년 10월3일)
17주년을 앞두고 서울 동빙고동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스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 어
떤 일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⑥ 한스 울리히 자이트(2009.9~2012.9)
“독일인의 경험을 말하자면,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실현됐습
니다. 이것을 보면 남북한 사람들은 재통일의 기회와 도전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 50여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주최할 정도의 부국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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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했습니다. 한국에는 잘 훈련된 지도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이 통일에 관한 여러 도전들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
고 있습니다.”
⑦ 롤프 마파엘(2012.9~2016.10)
"통일은 갑자기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을 앞두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부
분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력 △인적 교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조언했다.
마파엘 대사는 올해 들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가 남북 모두
에 중요한 해이고 놓칠 수 없는 기념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독일 주민은 통일된 나라에서
사는 것을 행복해 한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선 현재 동독 출신이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면서 "한국에서 통일 20∼25년 뒤에 평양
출신 대통령과 총리가 나온다고 생각해 봐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⑧ 스테판 아우어(2016.10~현재)
“통일 전 독일과 현재 한국 상황은 차이점이 많다. 예컨대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을 때도 동독 사람들은 서독
의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사실 독일 통일은 동
독인들의 자발적인 힘이 컸다. 동독인들이 공산주의 독재에
맞서 일어났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모델에 자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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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대외적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에 자유민주주
의가 확산된 것도 도움이 컸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점은 동독과 서독 사람들의 가족 간 교류가 가능했
다는 것이다. 나는 서독에 있었지만 분단 중에 동독에 20여
차례 가봤다. 독일인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
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 오고 며칠 뒤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 이
사건이 북한에 대한 첫인상이 됐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을 향해 단호하면서 명확한 입
장을 전달해야 한다. 경제제재도 중요하다. 국제사회 압박
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대한 셈법을 바꾸도록 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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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독도문제, 바로 보자
1. 독도가 거쳐온 길
독도는 1145년(고려 인종 23년) 간행된 삼국사기에 명기하고
있는 대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장군 이사부가 나무사자를
이용하여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낸 섬이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토산물을 바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등의 일들이 행하여졌다.
또한 조선 태종 시기에는 섬을 비워두는 해금정책(일부에선 공
도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사람들이 들어가
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산물 채취나 세금
이나 노역 혹은 병역 등을 피하기 위해 몰래 섬에 들어가고 나
오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조선 조정이 비워둔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벌목과 해산물을 채취해 가
는 것을 알고 에도 막부에까지 쫓아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
임을 확약 받아오는 일이 생겼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해금정책에 따라 비워진 울릉
도에 일본인들의 벌목과 선박 왕래가 빈번함을 알고조선 조정
에서는 고종 18년(1881년) 5월 22일 부호군 이규원(李奎遠)을
울릉도 검찰사(檢察使)로 임명하면서 해금정책(공도정책)을 폐
기하고, 재개척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독도에 대하여 조선 조정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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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개항을 한 일본이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총리 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조선의 내정을 조사하기 위해 외무성
관료인 佐田白芧, 森山茂, 齊藤榮 등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14
개 항목의 지시를 내렸는데, 그들 중 하나가 竹島(울릉도)와 松
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섬으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관료들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
을 조사하여 다음해인 1870년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朝鮮國交
際始末內探書’이다. 또한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 건의 송도는
죽도의 인접섬으로서…’라고 표현하여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년 후인 1877년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기록에서도 독
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명치 9년(1876년) 전국적으로 지적을 조사하
고, 지도를 편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때 시마네현 參事
境二郞은 1876년 10월 16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
네현의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게 되
었다.
이 질의를 받은 내무성은 5개월간에 걸쳐 17세기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왕복 관련문서를 모두 조사해본 후 두 섬은 조선
의 영토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이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
纂에 대한 質稟書’를 올려 최종 결심을 구했다. 이에 태정관은
동년 3월 29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外一島之件에 대하여 일본
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
렸다. 이어서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이 지령을 전달하여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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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도와 독도를 관할지역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 스스로의 이러한 조치가 있은 후,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자로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강원도의 울릉도를 울도군
으로 고쳐 부르고, 울릉도·죽도·석도(石島, 현재의 독도)를 관장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초대 군수로 심흥택(沈興澤)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
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각의결정을 내렸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190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에 걸친
일제 강점기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독도문제는 연합
국의 일련의 조치 속에 등장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
면서 전쟁을 마무리지으려는 연합국측은 분주했다. 1941년 8월
10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
뉴펀들랜드 아르젠티아 항구의 플래센티아 만에 정박한 영국
전함 웨일즈호 갑판 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서양 헌장 8개
항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워싱턴, 모스크바, 카사블랑카, 퀘
백 등지에서 전시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같은 연합국측의 일련의 전시회담을 거치면서 독도가 최초로
회담 석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다,
1943년 12월 1일자로 발표된 카이로 선언의 내용중에는 미국,
영국, 중국 등 3대국이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

- 17 -

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한다고
하였다.

<카이로 선언>(1943. 12. 1)
THE CAIRO DECLARATION
Desember 1, 1943
…(전략)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free and independent.
…(후략)
…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
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
게 되고 독립히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카이로 선언 이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년 6월 6
일)이 성공하고, 국제연합 창설과 독일이 항복하게 되면서 연
합국측은 더욱 바빠졌다.
1945년 5월 9일 독일이 항복에 조인한 지 2개월 만인 7월 미
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영국에서는 처칠이 물
러나고 애틀리 수상이 독일 포츠담에서 만나 포츠담 선언을 발
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들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과 연합국측이
정하는 諸小島에 국한될 것이라고 하여 전후 일본의 영토 범위
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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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선언>(1945. 7. 26)
…(전략)
The terms of the Cairo Decle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후략)
…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諸小島에 국한될 것이다. …

포츠담 선언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8월 6일 일본 히로
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일본 나
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날 소련이 2차대전에 참전하
였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항복
선언을 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9월 2일 조인된 일본의 항복
문서에는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포츠담 선언
의 조항들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항복문서>(1945. 9. 2)
We, …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of fourth in the decle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and Subsequently adhered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We hereby undertake for the Empero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successor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eration in good
faith.
우리(일본)는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서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 우리는 이후 일본 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규정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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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내용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상에서
연합국측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영
토로 확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 이후 모든 사항
을 결정해줄 강화조약의 체결이 지연되면서 독도를 포함한 영
토문제 해결의 단서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결정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연합국측의 대표주자격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크
게 작용하고 있었던 만큼 조약 내용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결정은 매우 중요했다.
먼저 강화조약 체결의 지연문제를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종결을 위해 시작된 대일 강화조약
체결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고난 1945년 9월 2일부터
조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1951년 9월 8일까지 무려 6년 1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최종적
마무리를 위해 맺어지는 강화조약의 체결기간을 감안할 때 대
일 강화조약에 소요된 6년 1개월의 기간은 이해할 수 없을 만
큼 장기간으로 평가된다.
<표-1>에서 보듯이 19세기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에
있어 전쟁 종결 후 조약에 조인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최대 7개
월을 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대일 강화조약에 소요된 6년
1개월의 기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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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쟁 종결과 조약 체결 관련 참고자료
전 쟁 별 (시작~종료)

강화조약 (체결일자)

소요기간

비 고

1차 아편전쟁(1840~1842. 6)

남경조약(1842년 8월)

2개월

2차 아편전쟁(1856~1860)

천진조약(1858년 6월)

즉시

청일전쟁(1894. 2~1895. 4)

하관조약(1895년 4월)

즉시

로일전쟁(1904. 2~1905. 5)

포츠머스조약(1905. 9월)

4개월

제1차대전(1914. 7~1918.11)

베르사이유조약(1919년 6월)

7개월

독vs영·불·미

제2차대전(1939. 9~1945. 9)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 9월)

6년1개월

일vs미등 48개국

청v s 러·미·
영·불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충분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하
겠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장시간의 소요는 강화조약을 체결하
는데 있어 당초의 본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기에 충
분하기 때문에 독도문제와 관련한 대일 강화조약의 체결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2>를 보면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국측의 제1차 초
안은 1947년 3월 20일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약 2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체결내용에 대한 충분한 점검
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1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으로부
터 분리되어 한국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해 본다면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한국에 귀속되어야 할 섬으로 조약 작성 관련국들이 명
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내용의 조약 내용은 독도의 경우 제1
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이 제시된 1949년 11월 2일까지 아무
런 변동사항 없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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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도의 한국 귀속과 관련하여 제5차 초안이 발표된
1949년 11월 2일 이후 당시 일본 정부의 정치고문으로 활약중
이던 미국인 W. J. Sebald가 1949년 11월 19일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연합국측에 제출
하면서 조약 초안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났다. 시볼드는 미국의
안보적 고려를 내세우며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는 수정
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볼드의 개입으로 인하여 미국이 제시한 1949년 12월
29일의 제6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고 규정
하여 이전 1~5차까지의 사실이 완전히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 조약 작성에 참여
하고 있던 영국과 뉴질랜드가 이의를 제기한 결과로 제7차 초
안부터 제9차 초안까지의 내용중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대일 강화조약 최종안은 1951년 9월 8일
조인되었는데, 조약 제2장(CHAPTER Ⅱ) 제2조(Article 2) (a)
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
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여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결국 명확하게 밝
히는데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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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상 독도 관련 조항 변경 현황
구

분

독

도

관

련

조

항

CHAPTER Ⅰ - TERRITORIAL CLAUSES

1947년 3월 20일
[1차 미국 초안]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4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소도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1947년 8월 5일
[2차 미국 초안]
1948년 1월 2일
[3차 미국 초안]
1949년10월13일
[4차 미국 초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CHAPTER Ⅰ - TERRITORIAL CLAUSES

1949년 11월 2일
[5차 미국 초안]

1949년11월19일
[일본 정치고문
Sebald 개입]

Article 6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Saishu To), the Man How Group(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mai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f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
위와 같으나 1~4차 초안까지 [4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6항]에서 규정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정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연합국측에 제출
CHAPTER Ⅱ - TERRITORIAL CLAUSES

1949년12월29일
[6차 미국 초안]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
[2장 3항] 일본의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다.

1950년 8월 7일
[7차 미국 초안]

[4장] 4.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한국과의 관계는 1948년 유엔 총회에
서 채택된 결의에 의거한다. ※ 독도 조항 없음

1950년 9월11일
[8차 미국 초안]

[4장] 4.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한국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
거한다. ※ 독도 조항 없음

1951년 3월 23일
[9차 미국 초안]

[3장] 3. 일본은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 독도 조항
없음
CHAPTER Ⅰ - TERRITORY

1951년 9월 8일
[최종 평화조약]

Article 2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2장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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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일 강화조약 체결상의 진행과정은 조약
에 담을 내용과 관련하여 최초에 의도하였던 사안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새
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패전한 일본의 전후처리를 담당했
던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몇가지 조치들이 있다.
먼저, 1946년 1월 29일 취해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를 들 수 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 지령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
는 섬들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
호를 선포하여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
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
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다.
다만, 이 두 개의 지령이 “포츠담 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연합국의
최종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1950. 6. 25 한국전쟁, 1952. 9. 1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1952. 1. 28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 주권에 관한 평
화선 선언, 1952. 4. 2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혀력 발생의
순으로 독도문제가 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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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일지>

(대일 강화조약 체결시기)

1945. 8.15

일본 항복

1946. 1.29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
※ 일본에서 제외시킬 섬에 독도(리앙쿠르岩) 포함됨

1946. 6.22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1033호
※ 일본인의 어업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독도(리앙쿠르岩) 의 12해리 이내에
접근 금지 규정(일명 ‘맥아더 라인’)

※ SCAPIN 677호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해체된 1952년까지 폐지되지 않았고,
SCAPIN 1033호는 1949. 9.19 SCAPIN 2046호에 의해 폐지되었음.
→ SCAPIN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1948.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7. 3.20

대일강화조약ㆍ제1차 초안
※ 한국에 반환할 영토 中 ‘독도(리앙쿠르岩)’ 명기

1947. 8. 5

대일강화조약 제2차 초안 (독도 1차안과 동일)

1948. 1. 2

대일강화조약 제3차 초안 (독도 2차안과 동일)

1949.10.13

대일강화조약 제4차 초안 (독도 3차안과 동일)

1949.11. 2

대일강화조약 제5차 초안 (독도 4차안과 동일)
시볼드,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을 건의함.
<건의요지>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근해의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윌리암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1901~1980)
- 미 해군사관학교 졸
- 1925년, 주일 미대사관 무관부 근무(3년간 일본어 공부)
[이 시기 일본인 2세(부-영국인 법률가, 모-일본인 화가) 여성과 결혼]

1949.11.19

- 1930년 전역,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
- 일본에서 장인이 운영하던 코베 법률회사 운영
- 1945년,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군복무 마침
- 1945년, 도쿄 주재 연합국 최고사령관 정치고문단 특보로 임명됨
- 1946년, 특별시험 거쳐 정식 외교관이 됨
- 1947년, 대일이사회 의장 역할 수행
- 1949년 11.19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에 귀속 시킬 것을 건의

1949.12.29

대일강화조약 제6차 초안
※ 독도(리앙쿠르岩) 는 일본 영토에 속함 →한국 영역에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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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6.25

한국전쟁 발발

1950. 8. 7

대일강화조약 제7차 초안
※ 독도(리앙쿠르岩) 내용 사라짐

1950. 9.11

대일강화조약 8차 초안
※ 독도(리앙쿠르岩) 내용 없음

1951. 3.23

독도(리앙쿠르岩) 9차 초안
※ 독도(리앙쿠르岩) 내용 없음

1951. 9. 8

대일 강화조약 체결 → 1952. 4. 28 발효
※ 독도(리앙쿠르岩) 구체적 언급 없음

1952. 1. 8

이승만 대통령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일명 ‘평화선 선언’)발표

1952. 1.28

일본, 평화선 선언이 국제법 위반 된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1952. 4.2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1954. 9.25

일본,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제소할 것 제의

1954.10.28

한국 제소 이유 없다고 기각

1965. 6.22

‘한ㆍ일 기본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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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 관련 주요 인물
(1) 안용복
안용복은 부산 동래 사람이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부산의 바닷가이고, ‘왜관’이 가까이 있어
서 일본인과의 교류가 자연스러웠기에 일본어에 능통하게 되었
고, 안용복은 오랜 세월동안 왜관을 드나들며 왜인들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왜관 내의 여러 가지 사정을 상세히 알게 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그가 왜관을 자주 드나들면서 대마도가 일본과 조선 사이
의 모든 교역을 오랫동안 독점하면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특히 왜관에서 만나는 일본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제멋대로 고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반드시 울릉도로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일본인
들을 혼내주려 마음먹었다.
그러던 1693년 봄, 안용복은 40여명의 어부들ㅇ과 함께 울릉
도에 도착하여 일본인들을 만나고, 일행중 체격이 좋고 가깝게
지냈던 박어둔을 데리고 일본인들의 배를 타고 은기도로 갔다.
은기도에서 안용복은 문제의 도해 허가와 관련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토이거늘 어찌 일본에서 허
가를 내어 줄 수 있느냐며 伯耆州와 에도 막부에 강력하게 항
의하였다. 이런 항의가 잘 받아들여진 덕에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의 서계도 받았다.
일본에 머무른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나면서 대마도주는 안용복
이 울릉도를 거쳐서 伯耆州에 들어가 울릉도 문제로 막부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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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대마도주는 안
용복이 울릉도로의 도해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너무도 상세하고 알고 있는 안용복이 에도막부에 그같
은 사실을 알려 줄까봐 잔뜩 긴장하였다.
이 서계를 확인한 대마도주는 안용복을 부산 왜관에다 3개월이
나 억류시켜 놓고, 막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계책을 궁리하였
다. 그러한 궁리 끝에 조선 조정이 울릉도에 대해 오랫동안 공
도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받게 하려 했다. 그렇게 된다면 에
도막부가 안용복에게 서계로 인정해준 울릉도를 되찾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공적이 높아짐으로써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과
비리도 큰 문제없이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안용복이 1693년 봄에 울릉도에 들어 갔다가 겨울이 되어서야
돌아 왔으니, 거의 1년만에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안용복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막부로부
터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서계를 빼앗은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울릉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하는 서계를 조선 조정에 보
내는 대마도주의 행위가 너무도 괘씸했다. 그리하여 그간에 벌
어진 사건의 자초지종을 동래 부사에게 말하였으나, 부사는 조
정에 알리지 않았다.
다음해인 1696년 조정에서 보낸 접위관이 동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안용복은 즉시로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지
만, 역시 믿어주지 않았다.
안용복은 크게 실망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올바른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행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일본에까지 쫓아가서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
라고 호소하여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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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음이 아팠다. 그리하여 안용복은 다시금 결심하게 되었다.
조선의 조정에서 믿어주지 않는다면 일본 조정을 찾아가서 분
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일본
행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본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들어가리라 마음을 굳혔다.
불행중 다행인지 자신의 귀국과 더불어 대마도로부터 접수한
서계로 인하여 울릉도에 대한 독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서계에 대한 답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의정 남구만의 건
의로 울릉도로의 수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울릉도의
소속과 명칭을 둘러싸고 벌인 조선 조정과 일본 왜관 사이의
외교 공방이 대마도의 기만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조선 조정
이 조금씩 느껴가고 있음도 다행이었다.
다시금 일본으로 들어가 울릉도 문제를 결론지으려는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조선팔도’ 지도도 준비하였다.
드디어 1696년 5월 안용복은 흥해 사람 劉日夫, 영해 사람 劉
奉石, 평산포 사람 李仁成, 낙안 사람 金成吉, 순천 중 雷憲,
勝淡, 連習, 靈律, 丹責, 그리고 연안 사람 金順立 등 11명이
배에 올라 탔다. 안용복은 이들에게 지난번 일본에 갔다온 사
정을 상세하게 말해주었고, 이들 역시 기꺼이 안용복과 동행하
기로 하였다.
안용복의 두 번째 일본행이 결행되었다.
그리고 안용복이 다시금 백기주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한 대
마도에서는 자신들의 비리는 물론 지난번 서계문제도 있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마도주 아버지가 부랴부랴 안용복이 있
는 곳까지 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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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도주의 허락을 얻은 안용복이 필체가 좋은 이인성으로 하
여금 疎를 지어 바치게 하자, 대마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에게
간청하여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지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며 애원하였다. 비록 이
인성이 작성한 소를 관백에게 품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일 지
경을 침범한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이어서 안용복에게는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
로 침범하거든, 모두 國書를 만들어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다짐하였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확실한 답을 얻은 안용복은 백
기주 측에서 제공하려는 귀로의 편의를 마다하고 스스로 귀국
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대마도를 경유하여 돌아올 경
우, 지난번처럼 고초를 겪을 것이 우려가 되었다. 그리하여 안
용복은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 왔
다.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강원도 관찰사를 찾아가 심문을
받았다.
<안용복의 도일 경로 비교>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용복은 제1차 도일에서 돌아오면
서 나가사키와 대마도에서의 강박 및 홀대가 염려스러웠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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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일본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경로를 보면
돗토리성(백기주)에서 곧바로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왔다. 이는
제1차 일본행에서 얻어냈던 서계를 대마도 탈취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안용복을 강원도 관
찰사는 한양으로 보냈고, 안용복이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
서 외람되게 나라일을 말한 죄’에 대하여 비변사의 심문과 더
불어 조정에서는 그의 치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숙종 22년(1696년) 10월 13일 논의에서 영돈녕 윤지완은 대마
도가 에도막부와의 직접 교섭을 못하게 하였던 것을 안용복이
직통의 길을 열었으므로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교활한 왜인
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형을 반대하였다.
영중추부사 남구만은 대마도가 울릉도를 죽도라고 칭하면서 에
도막부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면서 조선의 울릉도 왕래
를 금지시키려 농간을 부린 것이 안용복 때문에 모두 탄로 났
으니 안용복에 대한 처벌은 천천히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면서 상, 중, 하의 세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사 신여철은
안용복의 행위는 국가에서 못하는 행위를 그가 능히 하였으므
로 그 공로가 죄과를 덮을 만하니 사형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윤지선은 안용복을 죽이지 않으면
간사한 백성 중에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키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 마땅히 안용복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왕은 영의정이 출사한 후에 처리하라고 하
여 안용복의 처벌에 대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조선 조정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아서인지 안용복 치죄에 관한
논의는 해를 넘겨 숙종 23년(1697년) 3월 27일의 사료에 나오
고 있다. 이날 숙종 임금이 대신들과 비변사 관원들을 인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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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영의정 유상운은 안용복의 감형을 건의하였다. 그 요
지는 안용복을 사형에 처해야 하겠지만, 남구만과 윤지완이 모
두 그를 가벼이 죽여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또 대마도
에서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왜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
지시켜 우호에 틈이 생기지 않겠다고 자복해 온 것은 대체로
안용복의 공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국왕도 이러한 건의에 동의하여 안용복에 대한 사형을 감형하
여 유배를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사헌부에서는 여러번 국왕에게 안용복의 사형을 요청했으
나, 왕은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
안용복이 유배에 처해진 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
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알길이 없다.
다만, 에도막부가 1696년 1월 28일 독도 도해금지를 결정했다
는 사실이 조선 조정에는 해를 넘겨 1697년 1월에야 전달이
되었고, 도해허가를 받아 울릉도를 왕래하고 있었던 大谷 및
村川 양가에도 1696년 8월에야 전달되었던 상황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안용복이 2차로 일본에 갔던
1696년 5월에는 일본이 그해 1월에 도해금지를 결정한 후의
일이어서 大谷 및 村川 양가는 모두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
다고 하면서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당시의 교통편과 시대상황, 대마도의
농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용복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독도와 관련하여 비록 민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어느 외교관
못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안용복의 영혼이 오늘의 독도를 과연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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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종학
사운 이종학 독도박물관 초대 관장은 1927년 1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잃
은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한학을 배우며 자랐고,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끝으로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호 ‘史芸’은 ‘芸’이라는 글자가 ‘향풀 운’자여서
‘사운’이라는 의미는 ‘역사의 향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종
학 선생의 아호가 ‘史芸’이었던 데서 기인한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그는 29세가 되던 1955년 종로5
가에 권독서당을 세워 운영하다가, 2년 후에는 연세대 근처에
연세서림을 세워 놓고 일반서적과 함께 고서를 취급하면서 서
지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0년대초 교육자이자 장서가로 이름이 높았던 吉谷 徐仁達
(1902~1990) 선생을 만난 것은 운명이라해도 무방했다.
어느날 서점에 노신사가 오셔서 고서를 내놓기에 그분이 부르
는 대로 값을 쳐 드린 뒤 찻집에 모시고 가서 차를 대접하였
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장사꾼이 무조건 값부터 깎으려 들지
않고 차까지 대접하느냐며 감격해 하셨다. 그 분은 자신의 집
이 장위동이고 장서가 많은데 그 책들을 다 줄 터이니 찾아오
라고 하셨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책에 대한 욕심과 호기심이
동한 데다가 그분의 태도가 워낙 진지하셔서 며칠뒤 이종학은
그분의 집을 찾아갔다.
그분의 집에서 이종학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그분의 2층 서
재에 값진 고문서들이 빼곡하게 차있는 데다가 평소 생각지도

- 33 -

못했던 책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 귀한 책들을 선뜻 내어 주
겠다는 그분의 말씀도 전설만 같았다. 그렇게 책을 내어주시겠
다고 한 이면에는 당시 68세이던 그분에게 관상쟁이가 “내년에
돌아가신다.”고 하였기에 신변정리를 하고 있노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종학은 형식적인(?) 대금을 치르고 고서들을 용달차로 실어
왔다. 그분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며칠
뒤 다시 그분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용돈(?)을 쥐
어 드리고 돌아나왔다.
그렇게 돌아나오는데 그분께서 이종학 선생을 부르시더니 신문
지에 싼 고문서를 따로 챙겨 주셨다. 집으로 돌아와서 펼쳐봤
더니 그것은 충무공 이순신이 친필로 쓴 ‘閑山島歌’인 것을 확
인하고는 아연실색했다. 너무도 귀한 자료라 날이 밝자마자 그
분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지 속의 것이 ‘閑山島歌’였노라고 말
씀을 드렸더니 “그게 있었을 거야!”라고 하시며 태연하게 답을
하셨다.
길곡 서인달 선생은 그후로 10여년이나 더 사셨으니 관상은
틀린 셈이지만 ‘閑山島歌’로 보면 맞힌 셈이다.
이종학 선생은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보존하고 계시다가
1998년 다른 자료 800여점과 함께 현충사에 기증했다. 그리고
이종학 선생은 ‘閑山島歌’를 보존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되는 ‘閑山島歌’가 원래 한시로
쓰여졌으며, 쓰여진 시기가 임진왜란 중인 1595년이 아니라 정
유재란으로 한산도를 빼앗긴 뒤인 1597년에 전라도 보성에서
지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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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과 관련하여 이종학 선생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한산도가’를 검토해 보니,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과 달랐어
요. 그래서 30년간 ‘난중일기’ 등 다른 문헌들을 비교 검토해
보고서야 결론을 내렸지요.”
결국 이종학 선생이 ‘閑山島歌’를 얻게 된 것은 횡재라기보다
는 어려운 과제를 떠 맡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
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들을 살피다
보니 그는 어느새 충무공 전문가가 되어 ‘閑山島歌’ 만이 아니
라 ‘난중일기’ 번역이 오역 투성이라는 사실, 충무공이 수전 만
이 아니라 육전에도 능했다는 사실 등 수없이 많은 새로운 사
실들을 밝혀 내게 되었다.
이후로 이종학 선생이 일본의 고서점가를 기웃거리며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것도 실은 충무공 때문이었다.
독도박물관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박물관 부지는 울릉
군이 제공하고, 박물관 건물은 삼성문화재단이 건립하여 울릉
군에 기증하며, 전시 자료는 이종학 선생께서 수집한 자료를
국가에 기증하기로 약정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에
대하여 서로 얼굴만 붉히는 성명서 발표나 시위는 의미없는 행
위라는 판단에서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일본에 대항해야 겠다
는 소신이 독도박물관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다. 이종학 선생은
독도박물관 개관 관련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이 기증한 자료는 주로 일본측 스스로가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못박은 것들입니다. 이는 일본측 자료가 더욱 객관적인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 (중략) … 앞
으로 독도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전시나 관람 수익 위주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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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원칙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고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종학 선생이 독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의
수가 512점이라고 하여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
킨 512년에 맞추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독도박물관 개관
인사말에서 밝힌 숫자는 지도, 신문, 잡지, 관보, 문헌 등 총
532점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종학 선생님의 바람처럼 독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보다는 보다 많은 일본인이
찾아주기를 희망해 본다.
사운 이종학 선생은 2002년 1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에 있는
아주대 부속병원에서 75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 전재산을 털
어 국내외에서 온갖 자료를 수집하여 때로는 관련 학계를 위
해, 때로는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자료를 내놓았던 서지학자로
사셨다.
그는 지난 1997년 독도박물관 건립에 헌신한 후 잠시 박물관
장직을 맡기는 하였지만, 그 흔한 ‘전문위원’이니 ‘명예박사’니
하는 감투 하나 탐하지 않으셨다.
선생은 힘들여 수집한 자료의 공개와 제공에 대해 무척이나 관
대하셨다. 일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잘한다고 비판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야 한
다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렇게 선생이 모아 제공한
자료들 덕분에 독립기념관, 동학혁명기념관, 현충사 등에서 ‘역
사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뿜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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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사료 수집에 몸바치시고, 그에 걸맞는 변변한 대접 한
번 받지는 못했지만 죽어서도 땅 한 평 차지하기를 마다하셨
다. 선생은 생전에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뼛가루를 독도 앞바
다에 뿌려달라”며 죽어서도 독도의 수호신이 되고 싶다고 하셨
단다.
이 선생의 유해는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옆 언덕에 모셔졌
고, 2003년 6월 12일 ‘한줌 재 되어도 우리땅 독도 지킬 터’라
고 쓰여진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적과 사료·지도·사진 등 1만
9,836점이 2004년 1월 수원시에 기증되었고, 2008년 10월 수
원박물관 내 사운이종학사료관 속에서 ‘역사의 향풀’로 오늘도
숨쉬고 있다.

(3) 가와가미 겐죠(川上健三)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를 세운 ‘무대 뒤의 사람’
가와가미 겐죠는 명치 42년(1905년) 9월 15일 동경에서 태어
났고, 1995년 8월 22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영토편입 조치했던 바로
그해 1905년에 태어났다.
28세가 되던 1933년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고,
졸업 후 일시적으로 대만에서 교직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최종
학력은 문학박사이지만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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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와가미 겐죠가 한국과의 교섭 시기에 부지런히 연구하
여 ‘竹島の 歷史地理學的硏究’라는 논문을 썼고, 이것이 독도
가 일본령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
다고 한다.
그는 소화 17년(1942년) 당시 도조 히데키 총리에 의해 전쟁수
행을 위해 설치한 大東亞省에 들어갔고, 전후 외무성으로 자리
를 옮겼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이
어 같은 해 9월초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동경에 설치되면서 강화
조약 체결에 대비한 평화조약문제연구회가 운영되었는데, 가와
가미 겐죠는 이 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당시 외무성 조약국에 있던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이론 무장에 중점
을 두었다. … 여기에 관해서는 조약이론에 밝은 조약국의 가
와가미 겐죠가 각 영토의 역사적 사실을 극명하게 조사해 상세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언급하여 가와가미 겐죠가 전후 영토
처리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05~60년대 한일간 주고받은 독도문제 관련 왕복 외교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1966년 가와가미 겐죠가 출간한 『竹
島の歷史地理學的硏究』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측 외교문서의 작성을 가와가미 겐죠가 주도하였음을 또한
추정할 수 있다.
그의 저서인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하여 1905년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를 취한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고문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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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도를 설명하면서 한국측은 1905년까지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1690년대의 안용복의 활동은 허구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 편입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편입조치 이후의 독도 경영을 통해 일본에 의한 국제법적 지위
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마무리로는 독도에 대한 인지문제를
들어 다시 한번 한국측의 인지 불가를 거론하면서 울릉도와 독
도지역의 기상조건까지 동원하여 육안으로 관측이 불가능하다
는 논리로 한국측의 독도 인식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가와가미 겐죠에 대한 신상 자료나 경력사항이 상세하게 공개
된 바가 없어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로
첨부하는 1968년 5월 9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가와가미
겐죠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어업협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그는
조약에 밝은 영토 전문가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외무성 조약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가와가미 겐죠는 소련공
사를 거쳐 1972년 공직에서 은퇴했다. 은퇴하기 전 일본과 소
련과의 어업협상에는 제1차 회의부터 일본대표의 일원으로 참
여하였다.
그 외 가와가미 겐죠는

일본지리학회, 동경지학협회, 일본해

양협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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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츠카모토 타카시(塚本孝)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도문제 전문가
츠카모토 타카시는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 調査 및 立法考査局
국장으로 근무중인 현역 최고의 독도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그의 생년월일과 학력사항에 대하여는 일본 내의 인터넷 사이트나
대학 도서관 등에서 검색을 통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공직 및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1977년 일본 국회도
서관 調査 및 立法考査局 직원으로 ‘海洋法과 관련한 4개의
表’를 일본 국회도서관 레퍼런스에 게재하고 있는 기록이 처음
으로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30여년 가까운 공직자로서 60대에
접어든 연령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국회도서관 調査 및 立
法考査局 내에서 總務部, 外交防衛課, 資料提供部 등의 부서
를 거치면서 현재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가와가미 겐죠가 외무성 조약국에서 영토문제를 전담하면서 공
직생활을 한 것처럼 츠카모토 타카시는 국회도서관에서 공직생
활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가와가미 겐죠가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영토문제를 다룬데 비해, 츠카모토 타카시는 독
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를테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연구회, 다케시마문
제를 생각하는 강좌 등에서 강사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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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와가미 겐죠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
편입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측면을 중심으로 독도 영
유권 논리를 세웠다면, 츠카모토 타카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주장하
고 있다 하겠다.
츠카모토는 아직까지 저서를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2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가와가미가 언급하지 않았던 1870년
의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와 1877년 ‘죽도외 일도 지적편찬의
건’에

대하여도

언급하였고,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 및 1033호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부분에
비중을 두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대한 츠카모토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에 출장을 간 외무성 出仕 사다 하쿠보(左田伯苧)의 보고서인 [朝鮮國
交際始末內探書](명치 3년[1870년] 4월)에 「竹島 松島가 朝鮮付屬으로 있게 된 始末」
이라고 제목을 붙인 한 항이 있을 뿐 죽도 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된 시말(경위)은
적혀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측에는, 이 표제에 착안하여 송도 즉 오늘날의 죽도가 元綠의 조선 일본 교섭
내지‘竹島一件’의 결과 “竹島”(울릉도)와 함께 조선령이라는 것이 확인된 증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표제는, 다른 사항과 비교해 볼 때 사다 등에게 미리 주어진
조사 사항의 하나라고 추측되지만, 외무성이 기안하고 太政官(지금의 총리대신에 해당함)의
결재를 받은 「조선에 파견되어 내탐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그러한 조사 사항명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명료하지 않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츠카모토는 ‘자세한 것은 명료하지 않다’고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 -

또한 1877년의 ‘죽도외 일도 지적편찬의 건’에 대하여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元綠의 조선·일본 교섭에서 松島(오늘날의 죽도)가 화제가 된 적이 없으며, 내무성이
검토하여 대신에게 보고로 첨부한 조일교섭관계 문서도 오로지 ‘竹島’(울릉도)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松島(오늘날의 죽도)도 또 「일본과
무관계」하다고 된 것이다.
《공문록》에 수록된 一件 자료는 한국측의 죽도 영유 주장을 지지하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소개되었다.

여기서는 죽도(오늘날의 울릉도)와 송도(오늘날의 독도)를 구분
하여 설명하려 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이 건의 소개를 한국측의 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일본인 연구자
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하면서 논지를 흐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현역 최고의 독도전문가로 알려진 츠카
모토 타카시 역시 독도를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진심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일본측에서는 독도를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
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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