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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제소 대비론 비판ICJ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 )

- 순서 -

서론 독도문제 제소대비론 비판I. III. “ICJ"

독도가 한국 땅이란 독도문제의 특색II. 1.

제 근거 및 일본의 주장 고찰 독도문제 대비 불가피론2. “ICJ"

한국 땅 이란 역사적 근거 독도 실효적 지배강화 불가론1. 3.

일본의 독도 가 자국 땅 주장 통합고찰 개 항2. “ ” 4. (11 )

근거 고찰 기타 독도 인 더 헤그 논평5. : “ ”

국제법적 증거 고찰 결론3. IV.

국문초록<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 과 일본총리부. ( )太政類典

령 제 호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차 대전 후24 (1951.6.6) . II

포츠담선언 과 일본항복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8)

훈령 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1945. 11. 3) I(d) ,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이 훈령 지령 호 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Allied Powers, SCAP) ( ) 677 (1946.1.29) ‘ ’

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부령 제, 24

호 및 대장성 고시 제 호 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1951.6.6) 654 (1946.8.15) ‘ ’

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 조 에 동. 19 (d)

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에 의SCAPIN 677 . , (1965.6.22)․
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 한 것이다‘ ’ (acquiesenc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 ' ‘ “ ”

라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 , ,

고교 교과서 사회과 에 독도를 다케시마 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 ’ ‘ “ ”

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년 월 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2012 8 10 .

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 ‘

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 끈(ICJ) (2012.8.21).

질긴 일본정부의 동 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 에 대ICJ “ ”

응하여 우리도 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ICJ , (2013

년 월 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 3 25 “ (ICJ)

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 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

동 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그 일환으I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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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 이고 새삼스럽게 독’ ‘ (a historical issue) ,

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 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legal dispute) .

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 , ,

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ICJ

제법적 견지에서 접근 코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독도 독도문제 일본의 독도문제 제소 제의 독도가 한국영토란 근거: , , ICJ . .

서론I.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울릉도의 속도 가시거리, ( , 1) 국제법적 및 그 실효),

적 관리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 점은 국내자료는.

물론 일본자료에도 명명백백히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차 세계대전에서. II

추축 국가들이 패배한 후 승전국인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문서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상 조건과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대통령으로부터(Instrument of Surrender)

시달된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일본점령 및 통제를 위한“

처음 기본지령”(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CAP for

에 의거 카이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ember 1945) ,

로선언조건 시행차원 에서 조치한 훈령 지령 스카(Potsdam Declaration(8)) ( )「

핀 호 에서 명문으로 독도 등이 일본의677 SCAPIN 677, 1946. 1. 29) “ ”」

주권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일본정부는 법령 등으로 이 훈령 지령 을 수, ( )

용하여 일본총리부령 제 호 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항복24 (1951. 6. 6) .

조건인 포츠담선언 에 의한 카이로선언“ (8)” (The Cairo Declaration, 1943.

조건시행 규정 중 코리아 관계사항은 국제법상 그 시행이 완12. 1) (Korea)

1) 독도의 위치동도 정상 장( Helicopter )

북위 도 분 초37 14 12
동경 도 분 초131 52 17

울릉도 독도 가시거리 해리 울릉도의 속도 참고 속도는 모도의 국적을 따른다- : 48.6 (87.5km), . : .

판사는 미국네덜랜드 간 도 사건 에서 속도는 모도의 국적을 취한다고 다음과 같* Max Huber / Palmas (1928)

이 적시했다: “As regards group of islands, it is possible that a group may under cetain

circumstances be regarded as in law a unit and that the fate of the principal part may involve the

rest."(Max Huber Arbitral Award respecting sovereignty over the Island of Palmas (or Miangas),
April 4, 1928, The American Jpurnal of International Law),p.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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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것이다 동 스카핀 호 의 효력은 연합국의. (SCAPIN) 677 (1946. 1. 29)

대일 강화조약 제 에 계승되어 있다19(d) .․
그리고 동 강화조약에 의거 차 세계대전 후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일II

본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 기본관계조약 (The Treaty On the Basic「 」

으로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965. 6. 22)

국제법상 독도 를 한국영토로 묵인 하였다“ ” (acquiescenc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년대에 들어와 국제사회에서 신, 1970

개념으로 소위 해양영토 개념이 토의되는 등 새로운 국제해양환경의 변화“ ”

로 년에 개최된 제 차 유엔해양법회의1973 3 (The Third U.N. Conference

에서 영해 해리 배타적경제수역for the Law of Sea, UNCLOS III) , 12 ,

해리 등이 토의 될 무렵부터 독도 재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 하(EEZ) 200 “ ”

고 합리적 근거 없이 독도가 자국의 소위 다케시마 란 터무니없는 주“ ”( )竹島

장을 다시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정부가.

말하는 한일 간 선린우호 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 .․
우리 해군의 천안함 이 년 월 일 서해에서 침몰된 사건이 발“ ” 2010 3 26

생하여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있는 지 일 만인 동년 월 일 선린우호와4 3 30

공동번영이란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을 말하여 왔던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년 상에 독도를 일본 땅 소위 다케시마 라( , 5 ) “ ”

고 일률적으로 왜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간 일본의 일부 보수계열 출판.

사들이 개별적으로 문부과학성에 신청한 교과서에 그 같은 독도 관계 왜곡

내용을 포함시킨 적은 있었지만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

를 다케시마 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년“ ” . 2011 3

월 일 일본 동북부해안지방의 쓰나미로 일본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11

발생하자 많은 한국국민들이 선린우호정신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금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정부는 동년 월 일 중학교 교과서 사회과 에 또다3 30 ( )

시 전기와 같은 독도왜곡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일본정부의 배신행위에.

격분한 한국국민들은 전기 쓰나미로 발생한 일본인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

한 모금운 동 등 각종 인도적 지원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

다 영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브라이어리 교수가 일찍이 지적. (J.L. Brierly)

하였 드시 주권독립국가 간 국제관계란 상대방 국가의 영토주권 존중을 그“

한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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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에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마저 그 같은 독도왜곡 조치를2012 3 27 ( )

취하였다.

일본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초심에 선생님으로부터 독도를 소위 일본, ,

땅 다케시마 로 잘 못 배운다면 그들이 장차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 ,

들로부터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존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제관계수립의?

기본 요건이 상대방국가의 영토주권종중 인 것을 미래 한일 세대간 현 세대! (․
는 말할 것도 없이 불화와 충돌로 한일 간 평화공존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 ․
려를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지난해 년 월 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 한 것은 한국(2012 ) 8 10

의 고유영토를 한국의 통치권자가 방문한 것으로 일종의 동해상 낙도순시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

대사를 일시 소환 조치하였고 일본정부와 보수진영은 이 방문을 극렬히 비,

방하고 과대포장에 나섰고 일본정부 노다 총리는 또다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 에 한일이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ICJ) ․
한국이 이에 불응하면 일본단독으로라도 동 제소를 하겠다고(2012.8.21),

강변하였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그 와 같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

는 이 번이 번 째 년도 및 년도에 이어 가 된다 우리정부는 일본3 (1954 1962 ) .

정부의 동 제의를 년 월 일 거부하였다 심지어 일본 노다 총리는2012 8 30 .

동 제소문제를 년 월 일 제 차 유엔총회연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2012 9 26 67

거론 했다가 그 이틀 후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총회연설에서,

반박을 받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근간 국내 학계 및 사회일각에서 비록. ,

독도문제를 에 회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불가피하게 가지“ ICJ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란 단서를 붙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제” , “ICJ"

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공식석상에서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그러한 단서 하에서라도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문제

와 관련하여 제소대비 운운은 결국 본의 아니게 일본책동에 힘을 실어"ICJ"

준다는 견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우리가 소위 독도문제를 연구 조, ,

사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일본정부의 불법 부당한 독도가 자국 땅 다케시, “

마 이다 는 주장의 저의를 밝히고 이를 규탄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등 부당”

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 하려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제소에“ICJ"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동 대비론을 비판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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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땅 이란 제 증거 및 일본의 자국 땅 주장근거 고찰II.

한국 땅 이란 역사적 제 증거1.

가 역사적 증거.

삼국사기 서기 년 신라 지증왕 년에 우산국(1) ( , 1145 ): 13金富軾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 이 신라에 복속되었다( ) . (新羅本記

년13 : ).智證王 條 十三年 夏 六月 于山國 歸服

세종실록 지리지 서기 년 우산 과 무능 섬은 현 정동(2) ( 1454 ): 2

쪽 바다에 있는바 섬이 서로 멀지 아니 하여 날씨가 청명2

할 때는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칭했다. .(于

山武陵 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晴明卽 可望見

).新羅時稱 于山國 一云鬱島

신증동국여지승람 서기 년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역(3) ( 1531 ):

역히 볼 수 있다 바람이 순조로우면 일이면 섬에 도착할. 2

수 있다 첨부 도 총도. : 8 . ( 45 .券 蔚珍縣部 于山島 鬱陵島

:條 風日晴明 歷歷可見 風便卽二日可到 一說 于山 武陵 本

필자 주 울릉도 와 우산도 독도, ( . ( )一島 地方百里 八島總圖

포함).

만기요람 서기 년 여지지에 이르기(4) ( 1808 , ):萬機要覽 軍政編

를 울릉 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고 우산은 곧 왜 일본 가 말, , ( )

하는 송도이니라(輿地誌云 鬱陵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卽 倭․
).所謂松島也

고종황제 칙령 제 호 년 월 일 울릉도를 울도로(5) 41 (1900 10 25 ):

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제 조1 : ...

제 조 군 위치난 태하동 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2 : ( ) ,台霞洞

릉 전도와 죽도 석도 독도 를 관할할 사, ( ) .

제 조3 :...

제 조 경비난 등 군으로 마련하되 현금간 인즉4 : 5 ( )現今間

이액 이 미비하고 서사초창 하기로( ) ( )吏額 庶事草創

해도취세 등으로 우선 마련할 사( ) .該島取稅

참고 군 운영경비는 현재 관리급여 예산준비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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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니 울릉도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 중

에서 우선 마련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임 일종의(

현지 조달).

울도군절목 월(6) ( , 1902. 4 ).鬱島郡節目

대한제국정부 내부 에서 년 월 작성하여 울도군에( ) 1902 4內部

하달한 것2)임 고종황제 칙령 제 호 제 조 경비 의 시행세. 41 4 ( )

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세정의 근,

거로서 그 시행은 당시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

하고 있었다는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 독도수.

역어획물 등 강치포획 포함 에 대한 일본인들의 소정 세액납( )

부는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한 중요 국제

법상 증거 다 특히 아래 각주에 발췌 소개된 울도군절목 내.

용은 일본인들이 대궐 안에서 국모 명성황후를 년 월1895 10

일 시해하고 조선 주앙정부를 불법과 폭력으로 수중에 넣고8 ,

주권을 유린하던 시기에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 독도지방에,

불법적으로 밀려들어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던 시기 내부(內

와 낙도지방행정관서가 이들에 맞서 그들 불법잠입 일본인)部

들로부터 우리영토수호와 지방행정질서 확립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 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소위 독도문제가 어떤 법적분규.

가 아니라 말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legal dispute) 19c.

서 그 일환으로 일어난 역사적 문제 라는(a historical issue)

것을 또한 증거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세청 조세박물관 년 에서 울도군에 내린 절목 발취 본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2012 , ( ) : “鬱島郡節目內部

지 벌써 년이 지났음에도 섬 전체의 여러 업무가 아직도 신설되는 것이 많다 벌목과 관련하여 몇몇 못된2 .( )
자들이 거짓된 소문들을 만들어 내고 주민들을 선동하니 부득히 본 울도군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을 확립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특별히 절목 조례을 만들어 보내니 이에 따라 거행하되 혹시라도 위반하지 않. ( , )節目

도록 한다 울도군 주민 가운데 옛날처럼 어리석음에 사로 잡혀 이 준칙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담당자. (

가 일일이 적발하여 즉시 보고하면 마땅히 별도의 엄한 벌이 있을 것이다 이 절목내용을 한문과 한글로 등) , .

사 번역하여 각 동리에 게시하여 한 사람도 못 들어서 알지 못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본 절목은 개항.” 10

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중요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으로서 몰래 군안으로 들어 온자가 불법적으, : 1.
로 벌목한다면 특별히 엄벌할 것이다 울릉도도민이 가옥과 전답을 혹시라도 외국인에게 몰래 매각하는 자. 1.

가 있다면 오로지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거주하던 자로서 만약 내륙에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 1...

다면 사사로이 개인에게 전답 가옥을 매매하지 못 하며 본 군에 회수하여 관청에서 소유한다 각도 상선( , ) , . 1.

이 본 섬에 와서 정박하고는 어로하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수확량의 분의( ) , ( ) 10 1船

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다 다른 지방으로 출입하는 화물선은 화물가액의 분의 을 세금으로 거두어 본. ( ) 100 1

군의 경비로 보충한다 여기에서 거론한지 않은 사항들은 본 울도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하여 다시. 1.
관련 조항을 마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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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림 박사 한아문화연구소 의 최근 노문 수세 관행과 독도에 대( ) “ ( )收稅

한 실효지배 울릉군 절목 을 중심으로 에 의하면 오성일 오상일-1902 - , “ ( )「 」

은 도감직을 대리하면서 일본인에게 댓가를 받고 벌목을 허가한 뒤 영수증

을 써주거나 수출화물에 세금을 매기는 형태로 징세했던 사실이 양국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이다 수출세 대상에....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은 오성일이

일본상인들과 맺은 약조문의 서명자 중 가도 만타로 라는 자가 훗날 독도에

서 강치 잡이를 한 우라고 조 의 가도 아무개와 동일 인물‘ ( )’ ‘ ’組 3)인데서 알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4)

위에서 우리는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적 근거들을 살펴보,

았다 이 역사적 근거들은 모두가 정부발행 공공자료이다 각종 자료 중 국. .

제법상 증거능력을 연구 조사한 사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버지니아 대,

학교 의 샌다이훠 교수(University of Virginia) (Professor Durward V.

는 정부공문서 와 공공자료가 국제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지Sandifer)

닌 다5)고 그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위 자료 중 만기요람에서 우. ,

산도 가 즉 일본이 말하는 송도 마쓰시마 라고 지칭한 것과 고종황제( , )松島

칙령 제 호 자 관보게재 중 제 조의 관할구역 내에 석도41 (1900.10.27 ) , 2 ( ,石島

독도 를 명시한 것 및 울도도감 대리 오성일이 울릉도지방 출어 일본인들과)

맺은 약조문 에 의거 그들 일본인들에게 과세하고 일정한 과세율에 따라( )「 」

당시 일본인들이 납세하였고 동 과세 대상에는 독도해산물도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은 독도가 한국 땅이란 국제법상 다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며,

독도는 소위 영유권 논란 의 대상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정“ ” .

부는 이를 떳떳이 인정하고 부질없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논쟁을 종결하며,

일본교과서 상 독도왜곡을 거두는 것이 순리이고 또 대한민국과의 선린우호

정신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3) 유미림 수명조사사항보고서 중 수출세 건 외무성기록, , 1900( 3532, 鬱陵島 伐木關係雜件における「 」 「 」 「 」

에 수록 박병섭, , 2009, p107.)

4)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수세 관행과 독도 실효지배 년 울도군절목 을 중심으로( ), ( ) -1902 -,p.5收稅 「 」

5) Durward 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vised Edition), Charlotteville:

Virginia University Press, 1957), p. 208: Generally speaking, an official document or a public record

is the best evidence of the facts or rights it purports to record and is always admissable in
international, as it generally is in municip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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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 이라 주장하는 근거 고찰2. ‘ ’

가 일본 은주시청합기 년. ( ) ( , 1667 ).隱州視聽合紀

일본정부는 일본이 옛날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인식을 가

져왔다는 근거로 우리정부에 년 은주시청합기를 공식적으로 외교경로, 1954

를 통하여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도리어 독도 등이 조선국. ‘ ’

땅이란 것을 다음과 같이 반증하고 있다.

: “... ...隱州在北海中 故隱岐島 自子之卯 無可住地 戌亥間 行二日一夜

... ( )有松島 又一日丁 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海鹿 然故日本之乾地 以

).此州爲限矣 은주는 북해 가운데 있다 고로 은기도라 한다 술해간에 일( . . 2

야를 가면 송도 당시 독도를 일인들이 호칭 가 있고 또 일 정도에1 ( : ) 1松島

죽도 당시 일인들 울릉도를 호칭 가 있다 속언으로 기죽도 라고하며 대와( ) ( ,

바다사자가 많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국경은 이 주 은기 로서 그 한). ( ) 계로

한다.)

참고 막부도해금지 이국도해 금지. - : 1696. 1. 18 ( ) .廻船

이국도해 금지 위반자 아이즈야하 하찌에몽 처형- ( ) : 1837( “ ” :廻船

1836.6)

이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공문서로서 국제법상 증거력을 가질 뿐만아

니라 송도 독도 가 서북해 멀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계 일본, ( )

공무원 이 일본의 서북쪽 관할지를 현지답사한 후 일본 땅의 서북( )齊藤豊仙

쪽 국경지는 은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란 명백한

국제법상 중요자료가 된다.

나 일본 태정관 지령. ( ) ( ) (1877.3.29).太政官

일본정부는 년 지적편찬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1876 .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죽도 울릉도 와 송도 독도 를 시마네현 내에( ) ( )

포함하여 지적을 편찬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년 월 일자 공한을1876 10 16

받았다 약 개월간 내무성이 관계 자료들을 조사한 바 이 문제는 원록. 5 (元

년 년 에 일본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것임을 확인했으)12 (1699 )祿

나 판도관계는 중요한 사항이라 년 월 일자로 태정관에 질의하였, 1877 3 17

다 태정관이 조사한바 원록 년 년 조선인 필자 주 안영북 내도 이. , 5 (1692 ) ( . )

래 수년간 조선국과 협의한 결과 원록 년 년 일본과는 관계없는 것12 (1699 )

으로 전 정부 필자 주 에도막부정부 때 결정 된 것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 . )

6) 나이토 세이슈 한일 간 독도죽도 논쟁의 실체곽진호 김현수 역 서울 책 사랑( ), / ( , , : , 2009),內藤正中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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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정관지령을 년 월 일자로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동 내1877 3 29 .

용은 동일자로 관보격인 태정류전 에 게재하였다( ) .太政類典「 」

질의한 죽도외 도 필자 주 울릉도 외 독도 건은 본방 주 일본 과: “ 1 ( . ) ( . )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특히 관보 격인 태정류전 에는 일본해 내 죽도 외 도, ( ) “ 1太政類典「 」

필자 주 룰릉도 외 독도 를 판도 외로 정함( . ) ( ) ”版圖 7) 이란 제목 하에 소게

되어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동 태정관지령도 중요 하지만 태정류전 은. , 「 」

내무성과 태정관 간질의 응답의 경지를 넘어 그 외부에 공시하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독도 등을 판도 외로 정한다는 제목은 독도가 한국 땅 이란 보‘ ’ ‘ ’

다 중요한 국제법적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태정류전은 그 후 일본정부에 의한 년 월 일1905 1 18

자 불법적이고 은밀한 독도 를 무주지라고 하며 독도를 일본영토로 불법‘ ’ ‘ ’

편입 결정했던 그 결정을 국제법상 금반언원칙 에 저(principle of Estoppel)

촉되게 함으로써 그 결정을 원천무효화 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견지.

에서 그 불법적인 독도 편입조치를 결정했던 년 당시 일본정부의 결정‘ ’ 1905

에 근거한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 호 년 월 일자 는 자동적으로40 (1905 2 22 )

무효가 됨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정부는 전 일본정부 자체의 공. ( )前

문서에 근거하여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마‘ ’

땅할 것이다.

국제법적 증거 고찰3.

포츠담선언(1) (Potsdam Declaration(8), 1945. 7. 26).

독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의 하나는 이 포츠

담선언 이며 그 정식명칭은 일본의 항복조건을 규정하는 성(8) , “

명 이다 일본은”(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

이 성명을 무조건 수락하였으며 동 성명 에는 미 중 영 대국 수뇌의, (8) , , 3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의 자유독립결의 내용을 담은 카이로선언 조“ Korea ”․
건 의 시행규정과 일본주권의 한정규정이(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

포함되어 있으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7) 정태만 태정관지령이 밝혀 주는 독도의 진실 서울 주조선뉴스 프레스, , ( : ( ) , 2012),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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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카이로선언 조건은 시행되며 일본의 주권은 혼as we determine."( ,

슈 호카이도 규슈 시코크 및 우리들 필자 연합국 이 결정하는 소, , , ( : )

도서들로 한정한다.)

또한 당시 스캎 이 발행한 일본과 남한 행정구역 지도 는 다음, (SCAP) < >

과 같이 동해상 일본과 한반도 경계선에 독도를 반원 안 한반도 쪽에 명시‘ ’

했다.

참고 지도의 효력 지도는 일반적으로 독자적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나 공문서와 같. :

이 있을 때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8) Durward 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al
Press, 1975),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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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항에서 말하는 카이로선언 조건 중 관계사항은 일본(8) “ ” “Korea” “

이 폭력과 탐욕 으로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은(violence and greed)

축출되며 는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자유독립시킨다는 미 중 영, ”Korea” , ,․
거두 간 합의사항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선언3 .

과 기타 미국이 가입한 협정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이었다.9)

그리고 일본의 주권한정 규정인 이 은 포츠담선언 조건 중 핵심적 사(8)

항의 하나로서 우선적으로 조치되었음은 다음 가지 근거에서 말 할 수 있3

을 것이다.

대일 강화조약 서명 일 전 동 서명에 관한 미국대표 덜레스 의 성3① ․
명서 일본에 관한 한 년 전에(John Foster Dulles’ Statement):“... 6

실제로 시행되었던 규정들인 포츠담 항복조건의 영토규정

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이다(territorial provisions) .”10)

동 성명서에서 말하는 년 전 실제로 시행되었던 규정들인 포츠담“6

항복조건의 영토규정 은 스카핀 에 의거” (SCAPIN) 677(1946.1.29)

독도 등 이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조치 되었던 것도 함축하고 있다‘ ’

고 본다.

대일 강화조약 서문 중 상호간 전쟁상태의 존재 결과로 아직 미“② ․
결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강화조약체결을 원하여 는 이미...”

시행된 것이 존재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처(SCAPIN　 ６７７

럼).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선언에 따라서 한정된다는 일본항복 후“ ”③ 　

9)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29 August 1945), approved 6 September

1945):"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in accordance

with the Cairo Declaration and other agreements which the United states is or may be a party."

10) Chung Il Chee, Korean Perspectives On Ocean Law Issues For the 21st Century, Vol. 42, Nijhoff

Law Specials, (Haegue: Kluer Law Internatinal, 1999), pp. 46-47. [Excerpt from John Foster Dulles'

Statement]: "What is the Japanese sovereignty? Chapter II deals with that. Japan formally ratifies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Potsdam Surrender Terms, provisions which, so far as Japan is

concerned, were actually carried into effect 6 years ago. The Potsdam Surrender Terms constitutes

the only definition of peace terms to which, and by which Japan and the Allied Powers as a whole
are bound. Therefore, the Treaty embodies Article 8 of the Surrender Terms which provided that

Japanese sovereignty should be limited to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ome minor

islands. The renunciations contained in Article 2 of Chapter II strictly and scrupulously conform to

that surrende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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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미국의 대일 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상 일본영토주권의 한정문제Policy for Japan, 29 August 1945)

는 우선적으로 조치된 것 같다.

스카핀 호 에 의한 독도 등 제외 일(2) (SCAPIN) 677 (1946. 1. 29) ‘ ’ (

본 주권에서).

스캎 즉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The Supreme Commander for

은 일본의 항복문서 에the Allied Powers) (The Instrument of Surrender)

의거 일본 왕과 일본정부의 통치권을 예속 받았으며, 11) 연합국을 대표한 미,

국대통령으로부터는 일본항복조건 및 포츠담선언 조건 시행에 적합하고 권

고할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모든 단계적 조치를 일본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부여 받았다(supreme) 12) 따라서 일본정부 앞 스캎.

의 일본항복조건 및 포츠담선언조건 시행을 위한 훈령 은 포츠담(Directive)

선언 시행령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모든 권한을 가진 스캎 은 일본정부 앞으로 독도 등을(SCAP) ‘ ’
일본의 주권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년 월 일자 스카핀1946 1 29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취하였으며 당시 일본정부는 동 훈령(SCAPIN) 677 ,

내용을 일본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독도 등의 일본으로(Directive) ‘ ’

부터의 통치적 및 행정적 완전분리는 국제법상 완성된 것이라 본다 특히.

독도는 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공‘ ’ 1965 ․
시적으로 묵인 된 것이다 스카핀 중 독도(acquiescence) . 677(1946.1.29) ‘ ’

를 일본주권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Honshu, Hokkaido,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11)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at Tokyo Bay, Japan, on 2 September 1945[Excerpt]: "... The

authority of Japanese Emperor and Japanese government to rule the State shall be subject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who will take such steps as he deems proper to
effectuate these terms of Surrender."

12)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ember 1945[Excerpt]: "Pursuant to these documents your

authority over Japan, a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sers, is supreme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Surrender.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owers of a military occupant of enemy

territory, you have the power to take any steps deemed advisable and proper by you to effectuate
the Surrender and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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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u...excluding (a) Uts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b)..."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b)... (c) Korea and (d) Karafto."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제특별법 시행령적 성격을 가진 스카핀,

호에 의거 명문으로 일본의 주권범위에서 제외된 독도 등은(SCAPIN) 677 ‘ ’

당시 일본법령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일본영토가 아니라 외국영토로 반영됨

으로써 독도 등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국제법상 완성된 것이다 그 분리‘ ’ .

된 땅 위에 대한민국이 년 월 일 수립될 수 있었으며 스카핀1948 8 15 , 677

호의 효력은 대일 강화조약 제 조 에 승계되어 있다(1951.9,2) 19 (d) .․
다 음

일본총리부령 제 호24 (1951.6.6).①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 ( )

정령 제 호 년 시행을 위하여 동 총리부 령을 다음과 같이40 (1951 ) ( )府

정한다.

제 조 생략1 :

제 조 부속의 섬이란 좌에 게재하는 섬 이외의 섬 을 말한다2 : ( ) .島

1. ...

2. ...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3. ,

4. ...

일본 대장성고시 제 호654 (1946.8.15).②

회사정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포함: 25 1

해야 할 지역을 다음의 것으로 지정한다.

1. 朝鮮

2. ...

3. ...

4. 竹島

5. ...

대일 강화조약 제 조(3) 19 (d).․
일본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훈령 지령 하에서 또는 그 훈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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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로 실시 또는 탈락되었거나 또는 그 당시의 일본법에 의하

여 승인된 모든 조치와 부작위 의 효력을 인정한다( ) .”不作爲 13)

이상에서 독도가 한국의 땅이란 우리 역사적 일본문헌상 및 국제법상‘ ’ ,

제 증거를 고찰하여 보았다 살펴 본 모든 자료는 한결같이 독도가 한국. ‘ ’

땅임을 명명백백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 외에도 우리는 독도를 실효. ‘ ’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정부는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 땅 소위 타케시마 라고 주장하며 근간에는 일본정부가 앞장‘ ’ “ ” ,

서서 일본 초 중등하교 교과서 사회과 상 독도 왜곡을하고 일본 외교청서, ( ) ‘ ’ ,

및 국방백서에도 그 같은 독도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아‘ ’ .

무리 집요하게 독도 왜곡을 하고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독도 재 침탈‘ ’ , ‘ ’

야욕을 부리더라도 이에 현혹되지 말고 독도를 온전히 수호하여 우리의 후‘ ’

대에 전승할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간 차. 3

에 걸쳐서 우리정부에 공식적으로 소위 독도문제 해법 으로 동 문제를 국“ ” ,

제사법재판소 에 공동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자는 제의를 함(ICJ)

과 동시에 이를 위한 집요한 공세를 각 방면으로 펴고 있다.

근간 우리 사회일각에 독도문제로 꼭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것은, “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 불가피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 대비하여 란 전제 하에 그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필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자칫 일본의 계략에 넘어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강공을 편다지만 엄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대비 운, ICJ

운은 어불성설이며 기존의 우리정부입장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

관하여 제 의 국제기관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본의3 : 1954. 10. 28 1

차 제소제의 거부 한국외교 구술서 은 당시도 옳고 지금도 옳으므로 앞으ICJ )

로도 견지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도 한목소리로 이를 지지하고 옹호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여기에서 소위 독도문제 회부 대비론. ” ICJ ”

에 대하여 국제법적 견지에서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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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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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제소 대비론 비판III. “ICJ"

독도문제 의 특색1. “ ”

독도와 관련하여 영토분규 란 무엇인가에 현혹되지 않는 한 국제법“ ”

상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본다 한 일간 독도에 관한 영유권문제는 여년. 300･
전 년 양국 간 외교계통을 통한 국제협상에 의하여 일본과는 관계없는(1699 )

당시 조선국 한국 땅으로 합의결정이 이루어 졌었기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

이미 결정적으로 기존 사실로 완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합의. ･
결정된 후 한국 측이 어떠한 독도방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국‘ ’

제법상 엄연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화가 있을 수 없‘ ’

다14).

이런 독도영유권 합의결정내용은 일본최고 정부문서인 정부관보격인

태정류전 에도 죽도 당시 울릉도 호칭 외 도‘ ’( , 1877,3,29) “ ( ) 1 ( ,太政類典 松島

당시 독도 호칭 를 판도 영토 외로 정함 이라는 제목 하에 게재한 사실이) ( ) ”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일본자료는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 . ‘ ’

땅이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이 태정류전을 부정한.

년의 일본정부의 소위 무주지 란 구실 하에 독도를 일1905 “ ”(terra nullius) ‘ ’

본영토에 은밀히 포함키로 한 당시 일본정부의 결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금반언원칙(principle of Estoppel)15)에 저촉되어 원천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시마네현 고시 제 호 도 역시 자동무효임은 재론‘ 40 ’ (1905.2.22)

을 요치 않는다 그리고 무주지 선점에 관한 대외 고시는 본시 외교권을 가.

진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향하여 하는 것이다.16) 일본 시마네현 같이 일개

지방현이 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14) Victor Emmanuel, "Clipperton Island Case", (1931), Vol.26,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394. :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France subsequently lost her right by derelictio since

she never had the animus of abandoning the island and the fact that she has not exercised her

authority there in a positive manner does not imply the forfeiture of an acquisition already

definitively perfected."

15) Robert E. Rothenberg, The Plain Law Language Dictionary, (New York: Signet, 1996), p.168: "An

Estoppel exists when someone is forbidden by law to speak against his own deed or act: It is a bar

against a person to speaking saying any thing contrary to that which has been established to be the
truth."

16)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Boston: Little Brown & Co., 1993), p.184: J.L.

Brierly, The Law of Nations,(Oxford: Clarendon Press, 1976), p. 163: Oppenheim International Law,

Edited by Robert Jennings, 9th Edition, (Halow, Essex: Longman, 1992), p.689: Rebecca M.M.

Wallace,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London: Sweet and Maxwell Ltd., 1997), p.94: Thomas

Buergenthal, Harold G. Mayer, Public International Law, 2nd Edition, (St. Paul, MN, WEST group,
199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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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도 불구하고 근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땅 소위 다케시마, ‘ ’ “ ”

라고 일본 초 중 고교 교과서 사회과 에 앞장서서 왜곡하여 학교에서 일본, , ( )

어린이들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에 제소하여 판‘ ’ “ICJ"

결을 받자는 제의를 년 월 일 번째로 에 이어 우리정2013 8 21 3 (1954,1962 )

부에 외교계통을 통하여 전하여 온 것은 비정상적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정부의 동 제의를 우리정부는 곧 장 거부하였지만 동년 월. ( 8

일 더욱이 이번에는 이 제의를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일부 우30 ).

리국민들 까지도 그 적부에 혼란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것은 참으로 개탄스

런 실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실상을 필자는 지구촌 시대 오늘날의. 21c.

불가해한 독도문제 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혼선을 극복하고 실상을“ ” .

정시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독도 에 대한 우리 영유권과 그 특색을 일( ) ‘ ’正視

별하여 보고자 한다.

가 독도 는 서기 년 이래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에 이르는. ‘ ’ 512 19c-20c

일본의 폭력과 탐욕 에 의한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그" "(violence and greed)

일환으로 제일 먼저 일본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동해상에 있는 한국영토란

점에서 오늘날 소위 독도문제 는 영유권에 관한 어떤 법적분규, “ ” “ ”(legal

가 아니라 과거 일본에 의한 한반도 침략의 역사문제dispute) “ ”(a historical

이다issue) .

나 차 세계대전 후 독도 는 포츠담선언 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 II , ‘ ’ (8)

관 훈령인 스카(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핀 호 에 의거 독도 는 울릉도 제주도 및(SCAPIN) 677 (1946.1.29) , ‘ ’ “ , Korea"

와 함께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명문으로 제외 조치되었으며 당시 일본정부는,

동 제외조치내용을 그대로 시행하여 일본총리부 령 제 호 와, ( ) 24 (1951.6.6)府

그에 앞선 일본대장성 고시 제 호 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654 (1946.8.15) “ , ,

조선 은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 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던 것이( ) ”朝鮮

다 국제법상 독도 가 한국 땅이란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 ’

것이다 안불견 이란 말도 있지만 독도 가 자국 땅 소위 다케시마. ( ) , ‘ ’ “ ”眼不見

라고 주장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받자고 우리정부에 제의하기, “ICJ"

전에 일본정부는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는 것이 도리요 또 상식일

것이다.

또한 독도를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스카핀 호, ‘ ’ (SCAPIN) 677

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에 계승되(1946.1.29) (1951.9.8) 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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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독도 처럼 역사 상 지리 울른도의 속도 상 국제법상 및 그 실효. ‘ ’ , , ( ) ,

적 관리상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명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법령

에도 자국 땅이 아니라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는 영토 가 그 상대국이 새“ ”

삼스럽게 소위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에 제소된 선례가“ ” “ICJ"

있는 지를 부득이한 경우 란 단서 하에서의 대비론 자에게 묻고 싶다“ ” ICJ .

그리고 독도같이 특색 있는 영토주권을 가진 나라의 지성인으로서 일본정‘ ’

부와 같은 상대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현혹 되어 조건부 란 전제하에” “

대비 운운 한다면 그는 독일민법학자 예링”ICJ" , 19c (Rudolp Von Jhering)

이 말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그를 구제할 수 없다 의 주인공 격이“ ”

될 것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식자우환 이란 말도 있지만. .

라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이 가지는 위와 같은 특색 상 만일 독도의. ‘ ’ ‘ ’

영유권 문제가 단지 끈질긴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결과로 혹시라도 에“ICJ"

제소된다면 이 세상의 많은 도서가 제소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게 되고 무, ,

수한 신성한 영토주권이 도전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지난 제 차 유엔총회. 67

연설 에서 일본 노다 총리가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 영토 및 해(2013.9.26) “

양 분규가 있다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수단으로 분규를 해결하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유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의 철학이다”17)고 독도문, ‘ ’

제의 제소해결을 에둘러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성환 우리 외교”ICJ" . ,

통상부장관이 그 이튿날 동년 월 일 같은 유엔총회연설에서 통쾌하게( 9 28 )

반박한 다음 구절도 국제법절차의 남용을 경계한 것이 국제사회에 오래 기

억될 것이라 본 다 유엔헌장에 명문화된 영토의 온전성과 주권존중이 안정: “

된 국제관계를 인도하는 원칙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확

고한 신념이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 온전성과 주권을 침해하거. ...

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절차와 법의 지배관념을 남용해서

는 아니 된다.18) 본시 독도처럼 대한민국독립의 상징이요 온 한국국민의” ‘ ’ ,

17) The Address by H.E. Mr. Yoshihiko Noda,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67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Excerpt] : "...There are still a number of terr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many part of the world. It is the philosophy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a shared princip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tle disputes in a peaceful manner based

upon international law. Japan, in any circumstance, is determin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and

seek peaceful solutions based on international law. The world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juridical institutions can play in the peaceful settlellment of disputes. ...I believe

that "the rule of law", can be an important infrastructure that brings order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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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토에 관한 중대 소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제 의 기관의 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본시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3

선례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독립의 상징. 19)인 그런 땅은 한국인으로서

는 사수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영토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신중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이다 그것은 주권독립국가로서 재판관할.

범위만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없어도 별 정치적 문.

제가 뒤따르지 않는 사소한 땅은 물라 도20).

마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 스카핀 샌프. (8), (SCAPIN) 677(1946.1.29),

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조 및 유엔헌장 제 조를 위반함이 없이 독도19 (d) 107 ‘ ’

를 에 단독 제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규칙 제 조가 있지만“ICJ" ( ICJ 39 ).

그러기 때문에 우리정부에 합의제소를 그렇게도 끈질기게 반세기 넘게 제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난 해 월 일 일본정부가 이 독. (2012) 8 21 ‘

도 문제를 공동으로 에 제소하자고 번째로 제의한 것은 지난 제 차 및’ ”ICJ" 3 1

제 차 제의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극히 비외교적이고 계략적이고 무리한2 . , ,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제 차 제의는 한 일기본관계조약. , 3 ･
에서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식적으로 묵인(1965.6.22) ‘ ’

하였는데 이것을 파기하는 저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acquiesence) ,

이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이 매우 간교한 외교상 술수에 말려들지 않.

도록 경계가 요 한다 대한민국독립의 상징이요 동 한 일기본관계조약상 일. , ･
본정부는 독도에 관련된 건을 우리정부에 제의함으로써 기존 한 일 기본관‘ ’ ･
계조약의 정신을 외교적으로 훼손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 ,

18) The Address of H.E. Kim Sung-Hwan, Minister of Foreign Affao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67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28 September 2012, New

York.[Excerpt]: "... It is the firm conv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that the respect

for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as enshrined in United Nations Charter should be

guiding principle for stable international relations. No country should abuse international legal

procedures and the notion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infringe upon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or distort the historical justice."

19) 변영태 외무장관의 독도관계 특별성명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 ) (1954.10.28): “卞榮泰
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지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한민. . .

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 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

다.”(김학준 독도는 우리 땅 서울 한줄기, , ( : , 1996), p. 140.)

20)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oston: Little Brown & Co., 1993), p. 124:

"Such special submissions, however, not usually sought in highly charged or of great political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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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독립의 상징이요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영유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

는지 오래인 독도를 한국인들이 온전히 수호하지 못한다면 한일 간 정치적“ ⃚
평등유지가 어렵게 될 것 이란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전과는” .

달리 국내일각에서 조건부 대비론 이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경계“ ” “ICJ ”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근간 우리 국내 일각에 출현하기 시작한 독도문제 제소대비 불가2. “ICJ"

피론 부득이한 경우 전제( ).

일본정부가 지난 해 년 월 일 독도 문제를 에 합의제소(2012 ) 8 21 ‘ ’ “ICJ"

할 것을 외교계통을 통하여 제의하여 왔으며 이는 년 및 년에 이, 1954 1962

은 번째 제의가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번째 일본정부의 제의는3 . 3

심각한 문제점이 함축된 극히 비외교적 처사로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공‘ ’

식적으로 묵인한 한 일기본관계조약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을 무엇보다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 번째 제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년 월. 3 2012 8

일 독도방문을 일본정부와 보수층에서 극렬하게 비판하고 난 후에 나온10

것이어서 더욱 비외교적 행태라 본다 그리고 동 년 년 월 일에는. (2012 ) 9 21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톤급 척이 독도인근 마일 해상까지(4,200 ) 1 30

접근하여 해리콥터 이착륙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적 시위를 시도하였다.21) 일

본 자위대의 독도상륙훈련은 년도 월 이오지마 에서 육해공1998 11 ( ) , ,硫黃島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22)한 후 이번이 번째 가 된다 독도는 엄연히 한국2 . ‘ ’

의 영토임으로 한국통치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지방 낙도순' ‘

시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될 수 없으.

며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할 것이다 유엔, .

해양법협약 상 제 조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조사 등[ 56 (a)] (EEZ)

주권적 권한 이 있다 따라서 우리 독도 가 포함된 해(sovereign right) . "EEZ”

21) 신용하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비판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방향 사 한국영토학회 년 정책토론회, , ( ) 2012 :

동북아역사재단 대강당 목, 2012. 12. 20( ), p.4.

22) 중앙일보 보도 일본자위대는 지난해 말 이오지마 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이(1999.8.12) : “ ( ) .硫黃島
훈련은 적성국에 점령된 동해상 한 섬의 탈환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게시판.”:

(http//www.dica.org 일본 동해의 한 섬 탈환모의 상륙훈련 도쿄 한승동 특파원 일본 자위대.); , [ = ],1999.7.26. “

가 지난해 월 태평양 이오지마유황도 동경 도 북위 도 부근 에서 처음 실시한 통힙훈련은 원래 가11 ( , 142 , 26 )

상적국이 점령한 동해상의 어느 섬을 상정한 본격적인 탈환 상륙훈련으로 계획되었으나 한국 중국 쪽의 반, ,

발 가능성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 실시한 것이라고도쿄신문 이 일 방위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했( ) 2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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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사를 하기 위하여 연안국인 한국의 허가 등 소정의 사전 절차를 취하여

야 하는데도 동 해양법협약 제 조 불구하고 년 월 일본해양조사선이( 58 ) 2006 4

일방적으로 우리 독도 수역에서 이를 실시하려 할 때 당시 우리정부가“EEZ"

단호하게 대응하여 이를 방지하였던 것은 주권독립국가로서 마땅한 조치였

으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일간 긴장관계가 조성된바 있었지만 이는, ․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주권적 권리 수호 상(sovereign right)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미국대사 토마스 시퍼가. , 2006

년 월 일본은 국제법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고 하고 한국에 대해4 “ ” ,

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고 말한 것이 년 위크리크스 에 의“ ” 2011

거 공개됨으로써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다23) 주일 미국대사 시퍼의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여 독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 측에 경도되어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시퍼대사의 동 발언은 일찍이 죤 포스더 덜레스. (John

미 국무장관이 년 월 일자로 당시 주일 미국대사에Foster Dulles) 1953 12 9

게 공식적으로 보냈던 전보내용24)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주일 미국대.

사 시퍼는 그때 일본이 법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했던 그 국제법

이 어떤 것 이었는지 이제 대답해야 할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술한 바 있지만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하여 란 단서 하에 우리도 응소대비 필요가 있다 는 조심스” “ICJ" ”

런 견해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독도 가 오래전에 국제법적으로도 이미 확. ‘ ’

립된 우리의 고유영토란 점에서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며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급기야 자난 년 월 에는 이를 경계하는 차원. (2013 ) 3 25

23) 무가 지 보도한일독도대립 년 월 정신 나간 짓 우려 주일 대사발언 공개FOCUS (2011.9.7) : 2006 4 “ ”-韓 美

파문 일본의 독도인근 해양조사 시도로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년 월 토마스 시퍼 당시 주일-: 2006 4․
미국대사가 일본 외교당국자를 만나 한국이 정신 나간 짓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 된다 고“ ”

말 한 사실이 폭로전문 위크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주일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등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시퍼 대사는 년 월 일 오전 야치 쇼타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독도문, 2006 4 20

제와 관련해 일본은 국제법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고 두둔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 ” , “

하고 있다 고 비난 했다” .

24) Outgoing Telegram To Amembass TOKYO(December 9, 1953, signed by Dulles, Department of

State, Declassified, NARA NAD 822902: March 22, 2006): "...However to best our knowledge formal

statement US position to ROK in Rusk note August 10, 1951 has not been communicated to
Japanese ...US view to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New element

mentioned para 3 your 1275of Japanese feeling United States should protect Japan from ROK

pretentions to Takeshim can not be considered as legitimate claim for US action under Security

Treaty. Japanese should understand benefits Security Treaty should not be dissipated on issues

susceptible judicial settlement. ...US should not become involved in terrotorial dispute arising from

Korea claim to Tae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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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의 제소에 대한 학술세미나 를 통하“ ICJ ”

여 이를 심층 토의하기에 이르렀다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 동향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소를 유비무환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ICJ

있다 자료.” ( p. 24)

나 일본은 일본에서 배출한 명의 재판관을 비롯한 전 현직 재. “ 3 ICJ ,

판관이 매년 아세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한.

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교를 동일선상에서 수치상으로만 할

수 없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얼마나 치밀하고 장기적 단기적 대. ,

책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법을 이용한 사실적....

측면의 활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pp. 35-36)

다 일본정부 내지 일본의 학자는 한 일 간의 독도문제를 법률적 분쟁. “ ･
이라고 간주 한다.” (p. 3)

라 한국의 동의 없이는 가 재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준비만큼은. “ ICJ

철저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p.39)

마 일부 한국의 논자들은 일본의 독도 제소제의가 이명박 대통령. “ ICJ

의 무모한 독도방문에 있다고 강변하는 등 여타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에도 제동을 거는 돌파구로 삼았다. (p. 62)

사 언제부터인지 일본의 독도제소문제가 등장하며 한국정부의 의지. “ ,

와 관계없이 안보리의 일방적 해결 권고조항 제 조를 들먹인ICJ 36

다.” (p. 62)

아 년에 출판된 독도관련 모 소설은 일본해상자위대 독도침탈. “2011 ,

국제분쟁수역화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게 했다 그 때문에 한국이 독도의 적극적 실효적 지배조치강화. ,

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일방적 권고를 한다고

경고한다.” (pp. 62-68)

자 국제판례 까지 동원해서 안보리의 일방적 해결 가능성을. “ICJ UN

제시하며 적극적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를 못 하게 한다, .” (p.63)

차 안전보장이사회가 독도영유권문제를 에 제소하도록 하는 권고. “ ICJ

결의를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ICJ

에 제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국은 일본에게 특정한 조건을

달고 그 소송에 응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다.”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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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불가론 전기 학술회의발표문 외의 자료3. ( ).

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분쟁으로 헌장 조 조 조 로 발( 33 , 35 , 37 )

전하여 일본이 이 분쟁을 안보리에 제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안보리가 독도의 영.

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라는 권고적

결의를 한 경우 헌장 제 조 항 한국이 이 경고결의를 무( 36 3 )

시하거나 수락하지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논총 총. [

제 권 제 통합 본 년 간행 사5 ( 1, 2 , 2010 ) ].

나 를 한다 는 것은 국제법 법리상으로 이미. “ ”實效的 支配 强化

모순된 말이다 영토의 실효적 지배 란 평온 공연하게. < > . < > “ ,

실행되는 국권의 행사 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분쟁을 대비하” ,

는 영토에 관한 정책적인 의 는 이미 영토의 실“ ” “ ”支配 强化

효적 지배 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

기 독도학당 강좌자료 부산2 , ).

다 소설 다케시마 인 더 헤그. “ ”

통합 고찰 위 항 및 항4. ( 2 3 )

위 개 항목의 견해는 대략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11 4

다 기타 소설 독도 인더 헤그 는 소설이지만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은. “ ”

것 같아서 별도로 일별코자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 대비론“ ICJ①

독도문제는 영유에 관한 법적 문제 일본정부 및“ ”(legal dispute,②

일부 학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불가론 한 일간 물리적 충돌" ” (③ ⋅
시 안보리의 제소 권고결의 우려 근거 헌장 제 조UN ICJ , : 36 3

항).

부득이 하여 제소합의 경우 특정조건부 응소 가능 론“ ICJ ” ”④

위와 같이 분류된 개 사항 및 기타에 관한 심층고찰을 통하여 주제에4

접근코자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한 대비론ICJ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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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로 제소 합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 "ICJ"

취지이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울릉도의 속도, , ( ),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리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미 확립되었음

은 일본 태정류전 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차 세계대전(1877.3.29) . II

후에는 포츠담선언 에 근거한 스카핀 호 일본(8) (SCAPIN) 677 (1946.1.29),

총리부령 제 호 대장성고시 제 호 에도 명문으로24 (1951.6.6), 654 (1946.8.15)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외국 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독도를 일본. ‘ ’

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스카핀 호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SCAPIN) 677

조약 제 조 에 계승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완성된 한국의 독도영19 (d) .

토주권은 한국이 실효적 관할을 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그 영토주권포기 의

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한 한 국제법상 소멸될 수가 없다.25) 그러

므로 영토주권이 이미 오래전에 국제법상으로도 완성되어 있는 독도의 경‘ ’

우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에 제소될 부득이 한 경우란 상상할 수도 없“ICJ" ” “

다.

따라서 필자는 만일 독도문제로 한일 간 독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 ’

생하여 안보리가 개입하여 충돌사건을 조사하게 된다면 안보리는 일본이 전,

기 스카핀 호에 의한 조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조(SCAPIN)677 , 19 (d)

및 유엔헌장 제 조107 26) 위반을 지적하고 도리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존, ‘ ’

중을 일본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소위 독도문제를 역사적 및. ‘ ’

국제법적 견지에서 철저히 연구하고 독도관련 일본정부의 불법 부당한 행태,

등을 늘 연구 조사하고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독도에 대한, . ' ‘

25) Victor Emmanuel,"Clipperton Island Case"(1931), Vol.26,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394: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France subsequently lost her right by derilictio since she

never had the animous of abandoning the island and the fact that she has not exercised her
authority there in a positive manner does not imply the forfeiture of an acquisition already

definitively perfected."

26) Bruno Simma, Edit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Second Edition, Vol.II),

(Oxford Univ. Press, 2002), pp. 1332-34.: "Agreements concluded by the Allie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exception of the Charter include those of Yalta and Potsdam, the reparations

arrangements (including the respective waivers and the Peace Treaties between enemy States and
victorious Powers. Article 107 exempted the responsible governments from the obligations of the

Charter in the following cases: treaty arrangeme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war: authoritative

actions such as the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the debellatio: the detachment of enemy territory

in the sense of Art. 77(1)(b): the exercises of occupational power,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of

occupation law enacted by the 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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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정부의 행태를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에,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저지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것이지,

결코 대비가 그 연구 조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판결"ICJ" , . “ICJ"

및 해양 분규 판결사례를 심층 연구하는 것은 좋으나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이 가지는 특색에 관한 연구는 간과하고 각종 해양 및 영토분규에 관한 국

제판례 등을 산술적으로 독도문제 에 대입하는 경향은 피해야 마땅할 것이” “

다.

독도문제는 독도에 관한 법률적 논제 란 견해 일본정부 및 일부‘ ’ “ ” (②

일본 학자).

일부 일본학자 중에는 독도문제 를 법률적 분규 로‘ ’ “ ”(legal dispute)

접근하려고 하는 이도 있으나 그것은 러일 전쟁 중이던 년 일본정부가, 1905⃚
은밀히 진행한 불법적 독도일본편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접‘ ’

근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흔히 한일병합은 년 이고. 1910

일본이 소위 무주지 인 다케시마를 편입한 것은 그 보다 앞선 년임으“ ” 1905

로 한 일병합조약 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내세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독도문제는 기확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지난 날 일‘ ’ ,

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 중 그 일환으로 발생한 역사적 문제 이다 이는 일“ ” .

본정부에 의한 독도 불법편입조치 시기가 당시 조선국의 주권을 일본이‘ ’

군사력을 배경으로 강제적으로 유린하여 조선국으로서는 정당한 항의의 기

회마저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독도는 무주지 가 아니고 조선국‘ ’ “ ”

영토임을 일본 태정류전 이 명문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에 의( ) .太政類典

한 당시 독도의 불법편입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들‘ ’ 27)도 지적하는 바

27) Jon Van Dyke(Professor of Law, Univ. of Hawaii at Manoa), Addressing and Resolving the Dokdo

Matter, Chapter III,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Edited by Seokwoo Lee &

Hee Eun Lee(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29: "Korea has a long historical
claim, going back, according to some reports,1500 years into the Shilla Kingdom period. Maps

drawing by prominent Japanese cartographers in late 1700s and early 1800s seemed to recognize

the Dokdo was part of Korea. In 1877, the Japanese Dajokan instructed the Home Ministry that

"our country has nothing to do with" "Dokdo and Ullungdo". On October 25, 1900,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Imperial Ordinance No. 41, which established the County of Ullungdo and

clearly included Dokdo within its boundaries...": Harry B. Scheiber, Professor, Co-Dirrector of the
Law of the Sea Program, Univ. of California, Berkely,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Chapter II Legalism and Morality: Perspectives from Law and History On War Guilt In

Relation to the Dokdo island Controversy, (Leiden and Boston, 2011), pp.16-17: "...I refer to Japan's

contention that the longevity of its occupation control and annexation of Dokdo (from 1905 through

the end of World War II) is, under received international law and precedent, a conclusive basis for

Japan's claim to sovereignty now....To accept Japan's argument, based on unilateral annexation and
the duration of subsequent control is indeed difficult, for it requires that we should set asid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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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론을 요치 않는다고 본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 불가 한일간 물리적 충돌로[③ ‧
안보리가 제소권고 결의 시 유엔헌장 제 조 항 동 결의ICJ ( 36 3 )

수용 불가피].

독도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 , ,

실효적 관리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독도영토. “

분규 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정부의” .

근거 없는 부당한 영토권 주장이 있을 뿐 이다 따라서 독도방파제 등 필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영토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배타적 권리에 속하며 이,

러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소위 실효적 지배권 강화 이전에 영토주권 국“ ”

가 고유의 권리에 속한다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립되어 있으며 영유권 논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앞에서, .

상세히 고찰한 바와 같다.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소위 독도문제 로 인한 장차 한일간 충돌, “ ” “ ”‧
가능성 우려란 어불성설이며 실재는 대한민국영토에 대한 일본의 재 침략, “

행위 가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유엔헌장 제 조는 동 기구” . 2

가 전체 회원국가들 간 주권평등 원칙을 그 기반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보리가 설혹 소위 독도문제 에 개입하는 상황이 장차 전개될 지도“ ”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안보리는 우선 기존 영토주권 존중 의 차“ ”

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하리라고 보며 그 때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은 명명백,

백히 드러날 것이고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영유국가로서 독도방파제 축조

등 주권국가 고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일본정부의 소위 독도문제 를 에 합의제소하자는 제의에 구, “ ” “ICJ”

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유엔헌장 제 조 항은 안전보장이사회. , 36 3

가 어떤 분규에 관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 분규 는(legal dispute)

일반적 관례에 따라서 분규당사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토록 하는 것

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는 것이지 반드시 회부토록 하여야 한다(should) ,

irrelevant the actual historic context in which it acted-that is, that this seizure of control in Dokdo

occurred at the very moment in history when Japan was coercively depriving Korea of its

sovereignty, and moreover, tbat this was the first action by Japan in a progression that made the

entire life and society of the Korean nation subservient to exploitive and often cruel Japanese rule.

Hence Korea was deprived of effective means of asserting its own nation-based claim in a
diplomatic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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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독도에서 한일간 물리적 충돌(must) . ‘ ’ ․
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 안보리가 독도문제를 에 회부권고를 할 것으로, “ICJ"

는 보지 않는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머피 교수. (Professor Sean D.

도 비슷한 의견 같다Murph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8) 필자가.

보기에 그 아유는 독도문재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적 문제 이” “

고 또 동 헌장 제 조 항에 모든 분규당사국은 평화적 분규해결 방안으로, 33 1

서 우선 협의 심사 중개 회유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 , , , ,

조정을 이용하거나 당사국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평화스러운 수단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 헌장 제 조 항의 유엔기구는 어디 까지나. 2 1 “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원칙을 그 수립기반으로 삼는다는 이 규정에 연유한

다고 본다 안보리가 소위 독도문제 를 볼 때 우선 동 문제를 영토영유권. ” “ , ‘

분규 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 그 일환으’ ,

로 발생한 역사적 문제 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 헌장적” “(a historical issue)

용 조항은 달라 질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

독도는 국제특별법인 포츠담선언 과 그 시행령 격인 스카핀‘ ’ ” (8)“ (SCAPIN)

호 에 의거 승전국인 연합국에 의하여 에 복구된 국677 1946.1.29) "Korea"

제법적으로 완성된 대한만국의 영토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영토분규의 대상

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독도 재 침탈야욕이 빚어낸 한 낱 국제영토분규화“

시도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보리는 발견할 것이라 확신 한다 따라서 필자” .

는 대한민국정부가 영토주권 영유국가로서 독도방파제 시공 등 필요한 독도

관리개선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주저할 것이 없다고 본다.

부득이 하여 제소 합의의 경우 특정 조건부 응소 가능 론“ ICJ ” .④

필자는 본 은 앞에서 이미 고찰한바와 같이 부득이 한 경우 란“ ”④

전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가치마저 느끼지 못 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기타 사항인 년 출간 된 소설 독도 인 더 헤그 에 관, 2011 “ ”

28) Sean D. Murphy(Professor, George Washington Univ.): "You asked me about what might happen if
an armed conflict arose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regarding Dokdo islands and what

steps the Security Council might take. I think it very doubtful that the Security Council would order

Japan and Korea to take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more likely

outcome would b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order Japan and Korea to begin immediately intensive

negoti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ir differences; that is a step the Council has taken when armed

conflict occurs" (see, for example, S.C. Resolution 660 after Iraqu invaded Quait in August 1990."
(Excerpt from the Professor's remarks, 17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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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비록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회자되어 소위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책 시행에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미쳤을 수도 있고 또” ,

소설이란 본시 가공의 진실 이라고 하여“ ” “Uncle Tom's Cabin"(Harriet

지음 년 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인Beecher Stowe , 1851 ) , ,

권향상의 측면세서 큰 영향을 준바 있다 그러나 독도 인 더 헤그 는 문학. ” ”

작품으로서는 흥미를 찾을 수 도 있겠지만 독도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타협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만큼 한국 측에는 본의 아니게 부정적 영향“ ”

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음으로 약간의 언급이 불가피 할 것 같다.

전기 세미나에서 동 소설이 일본의 분쟁수역화 작전 에 말려들지 않도록“ ”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못 하게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29)은 매우 타당한 것으

로 본다 동 소설이 가공의 진실이라곤 하지만 중요한 독도문제 접근에 있. ‘ ’

어서 한국 측에 부정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실효적 관할1. , , ,

상의 지위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위치를 간과한 것.

독도문제 는 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 이 아니라2. “ ” (legal dispute)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 중 독도 불법침탈 역사문제 부각 미흡“ ” “ ” .

유엔 안보리의 제소권고는 강제규정은 아닌데 의 예3. ICJ (Turkey 30) 강)

강조되고 법정변론에서 스카핀 호 로 독도, ICJ , 677 (1946.1.29) ‘ ’

등이 일본주권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일본총리부령 제 호24

가 그대로 수용한 것과 일본의(1951.6.6) 太政類典「 」

상 독도 등 일본판도에서 제외 를 명문화한 것을 거론(1877.3.29) “ ”

안 한 것은 유감.

일본을 이유 없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승격시켜 플랕4. (plot)

전개하면서 일본함정 척이 독도포위한 것은 침략행위임을 간과, 9 ‘ ’ .

국제법상 영해 해리 접속수역 해리 해리 내 함대 무단 진12 + 12 =24

입은 침약행위 물리적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 할 것. “ .”31)

29) 이장희 동 세미나 발표문 년에 출판된 독도관련 모 소설은 일본해상자위대 독도침탈 국, pp. 62-63: "2011 -

제분쟁수역화 해결 권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분쟁수역화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극적 대- ICJ

응을 못 하게 했다 그 때문에 한국이 독도의 적극적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는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 UN

의한 일방적 권고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제소 제안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 이다... ICJ .”

30) 김영석 유엔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영토문제해결 사례 연구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 시도에 대한 국제법적, (

검토 주관 서울국제법연구원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유엔 안보리가 희랍 터키 간 에게해 도, : , 2012.11.24 ),p. 5: /

서분규사건에 관하여 제소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터키 가 불응하였음ICJ (1976.8.25) (Turkey) .

31)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 담화 생방송의 발췌문 미디어 다음 보도 육군소장“ ”(2006.4.25 ) : (20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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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의 위법 조치 국회동의없이 꼼쁘라미 비준 상정 유감5. ( ) .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일본이 인정하되 주변해역과 지하자원 공동6. “ ,

개발 이란 일본제의를 수락한 것은 기존 우리정부 정책과 배치”

되고 배타적 우리 독도영토주권 에 대한 타협 안 배태우려, ‘ ’ “ ”( ) .

한국해군 탐지능력 저평가 우려 대형 일본함정 척 독도침투 탐지 실패7. ( 9 ).

한국공군 기가 일본구축함에 일본의 카미가제 식 자폭 보다는8. F-15 “ ”

미사일로 격침 시킨 후 연료부족으로 기지귀환 실패가 어떨지...

결론IV.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울릉도의 속도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 ),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말할 것.

도 없고 스카핀 호 등 국제특별법령에서 뿐만 아, (SCAPIN) 677 (1946.1.29)

니라 일본의 공문서 등 와 법령 제 등 에서도 명( ) ( 24 )太政類典 日本總理 府令

문으로 확인된다 독도가 한국 땅이란 이러한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 ‘ ’

고 오늘날 까지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땅 소위 다케시마 라고 주장‘ ’ “ ”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기미 독립선언서 중 한 귀절 아 문화민족, < > “... ( )我

을 토매인우 하야 한갓 정복자의 캐 를 탐할 뿐 이오 를 연상( ) , ( ) ”土昧人遇 快

케 된 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오늘 날 우리의 행동이 혹시라도 일.

본 측에 어떻게 비취었기에 이런 불법 부당한 독도영토주권 시비가 오늘날,

까지 계속케 되었는지 자성의 필요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32) 소위 독. “

도문제 란 과거 일본의 한반도침략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독도가 우선 탈” ‘ ’

취당한 역사적 문제 이며 새삼스럽게 영유에 관한 법적(a historical issue) ,

허평환 독도수호전략 조기확보 주장 보도발췌문 특히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울릉도와 동해( ) > ( ): "...「 」

연안 등에 해양감시 수단과 미사일 고성능 어뢰 등 지 해 공 해저 복합타격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한다면, , , ,

유사시 함정과 항공기가 독도부근 까지 출동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32) 국내일간지 년 월말 보도들은 명의 일본의 양식 있는 인사들이 독도 센카쿠 영토문제들은 일1. 2012 9 930 ,

본의 과거 침략에 기인한 것을 일본이 인정해야한다는 호소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동 호소.

문의 서론이고 그 본론은 주권은 양분할 수 없으니 관계국이 공동 개발하여 수익배분이 유일한 해결방안,

(“Joint development and use of the resources in the areas of "territory" now under dispute is

the only way forward. While sovereignty can not be divided, it is possible to jointly develop,

manage and distribute resources in the area including fishing resources. Rather than clashing
over sovereignty, the countries involved should pursue dialogue and consultation to come to an

이며 결론은 이의 토의를 위한 관계국 비정부인사understanding over resources and share interests.) ,

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음 동 본론과 결론 부분을 누락 보도한 우리언론의 행태가 유감. .

인터넽 조선 정치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독도발언 논란 독도영유권 문제로 한일이 첨예하2. [ ] , (2012.8.23), “ : ․
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원장이 독도주변의 해양해저 자원을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사실상의 주권 공유론이 아니냐 는 비판이 나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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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가 아니다 독도에 관한 소위 영토분규 란 존재할 수 없(legal dispute) . “ ”

는 것이다 도대체 역사적 지리적 및 국제법적으로 명문으로 한국 땅으로. ,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인 일본 총리부령 제 호 등에24 (1951.6.6)

도 명문으로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섬

이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된 예가 있는지 자문해 본다 이런 국제법적으로.

도 역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확립된 우리의 독도영토주권이 있는데도( )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란 단서가 있지만 우리도 제소에 대비할 필“ ” , "ICJ"

요가 있을 것이란 기우가 왜 우리사회일각에서 근간에 와서 거론되는지 이

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실효적 관리 하에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은 특색을 가.

진 독도 같은 섬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영토주권에 관한 확신을 못 가질 때‘ ’

끈질긴 일본정부의 소위 독도영토분규화 시도 로 인하여 일시적이라도 현“ ”

혹 될까 우려가 된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 대두되고 있는 전에 없던. ,

부득이한 경우 에 대비하여 우리도 응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운운의“ ” “ICJ"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 가 의구심이 든다 혹시라도 독도에서.

한 일간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안보리가 개입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고 해도 한국은 그리 우려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안보리는 일본이 전.

기 자국 총리부령에서 명문으로 독도를 자국 땅이 아니라 고 규정하였을‘ ’

뿐만 아니라 국제특벽법령적 성격의 스카핀 호 샌, (SCAIN) 677 (1946.1.29),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조 및 유엔헌장 제 조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19 (d) 107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도리어 일본정부에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독도는 한국영토란 국제법적 명문근거 역사적 근. ‘ ’ (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들은 부득이 한 경우 를 조건으로 라도 제소대비 운“ ” “ICJ"

운은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일본의 소위 독도문, “

제 해결을 위하여 에 합의제소 하자는 터무니없는 그 제의에 힘을 실어ICJ ”

줄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아서 이런 논의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마땅할 것이

다 우리가 소위 독도문제 를 앞으로도 심도 있고 끈질기게 연구조사 코자. “ ”

하는 목적이 어디 까지나 불법 부당한 일본정부의 독도 국제분규화 시도를, “ ”

규탄하고 국내외에 그 저의를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저지하

려는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 이다.

정부는 독도영토주권 영유국가로서 당당하게 그 고유권리를 기탄없이 발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독도방파제 같은 독도관리에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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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구축사업도 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토주권수호의 중요성에 관한 독일민법 학자 예링, 19c

의 교훈(Rudolf Von Jhering) 33)을 소개하며 이 졸고를 줄인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평방 마일의 토지를 아무 저항을. 1

하지 못 하고 탈취당한 민족은 종국에는 자기 토지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모두 없어지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할 때 까지 나머지 토지를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은 그 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

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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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mentary On the Preparation Issue for A Probability

of ICJ Decisio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Hong-ju Nah (Ex-Chairman, Dokdo Research

and Studies Society)

The Dokdo Islets belong to the Republic of Korea in historical

and geographical lights of view as well as b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practical jurisdiction of Dokdo at present. Not only Korean

public records and official publications issued by governments but

also Japanese government papers verify the fact that Dokdo has been

Korean territory.

According to Korean History of Three Kingdoms by Kim

Boo_Shik published by Korea Dynasty in 1145, Dokdo has been

Korean territory since A.D. 512 in Shilla Dynasty. Japanese

government gazette of Da-Jo Kan( )dated 29 March 1877太政類典

verifies the fact that territorial dispute on both Ullung Island and

Usando(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started in the year 1693

and lasted to 1699 when both the States reached to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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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both the islands belonged to Korea. Afrer WWII,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issued the directive SCAPIN

677(29 January 1946) by which "Dokdo etc." were excluded from

Japanese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Potsdam Declaration(8) and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Allied Powers fro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3 November

1945).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complied the Directive by

providing that "Dokdo etc." were not Japanese land in the Japanese

Prime Ministerial Ordinance No. 24. dated 6 June 1951. The validity

of the Directive SCAPIN 677 has been fell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19(d) of Peace Treaty with Japan since 28 April 1952.

However,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has distorted Dokdo as

so-called Japanese "Takeshima" on all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despite Korean government's strong protest against it.

Korean President Lee Myung Bak visited to Dokdo on 10 August

2012, demonstrating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complained about to President Lee's visit to

Dokdo, calling for taking the Dokdo issue to ICJ decision on the title

of the Dokdo, only to be immediately refused by Korean government.

Japanese government's endless appeal for the ICJ decision, however,

seemed to resulted in some influence to a part of Korean society as

to leading to have a seminar to study the issue.

On this occasion, the author made a extensive study of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and finds that it is

crystal clear that Dokdo belongs to Korea by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historical, geographical (as a subordinate islet to Mother

island 'Ullung-do'), and Korean practical jurisdiction over the Dokdo

at the present. The author is with the opinion that we have to make

continuous and intensive studies about the issue of Dokdo in order to

preserve and prot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Dokdo against any

challenge from Japanese greed of it, and Korea has nothing to do

with the so-called "an issue of preparation for ICJ" in regar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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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Key Words: Dokdo, Dokdo issue, Japanese claim to Dokdo,

Preparation issue for ICJ decision on Dokdo ti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