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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보실분은 위 주소로 보세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영향력 있

는 인사’들은 독도 문제가 불거질

수록 ‘분쟁지역화’를 기도하는 일

본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조용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외교

는 “조용히 하는 것”이상책(上策)

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뻔뻔스러

운 무식(無識)을 그대로 들어내며 “한국식으로(?)” 조

용히 해온 외교가 얼마나 ‘떠들썩한 파국”을 가져왔는

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사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나?

문화재청장이 그만 둔다고 숭례문이 그냥 복원이 되는

것인가? 우리국민의 혈세로 복원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

독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질 확실히 명시된 주체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다.

파국 당시에 대통령은 과거에 불리하게

만든 대통령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 할지 모르고 또

한 독도를 일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

변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 책임

지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위 글은 려해연구소 김영구 소장님이 쓴글을 축소하
고 좀 고친 것입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소식지 32호를 내면서

후원금 주신 분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ㅇ 틀리면 x답을 생각하고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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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누가 책임지나?

道, 독도 실효적 지배 ‘뒷짐만’ 

▲ 독도주민숙소가 해풍과 염분 때문에 낡아 리모델
링이 시급하다./김두한기자

<지면 관계상 3면으로 이동 합니다.>

독도상징 주민숙소 리모델링 6개월 넘어 설계도 조차 없어 ‘관리기관 일원화’ 목소리도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등록일 2018.06.12  게재일 2018.06.13

2018년 일본 외교청서 표지
2018년 일본 외교청서 중 한국과
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 부분.

일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한국 때리기 종합판
등록 :2018-05-15 17:02수정 :2018-05-15 21:05

“한국은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일본해가 국제법적 유일 호칭” 
대중 관계 개선은 강조해 대조적
정부, “미래지향적 관계에 도움 안돼”

독도 이상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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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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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 안녕하세요. 독도사수연합회
경기도지회장 한 채훈입니다.
바로 어제 5월26일 강남역에서
경기도 대학생들이 모여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독도소식지를 함께 나눠
읽었습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
고 소식지를 보내주시는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회장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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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상훈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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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역 ‘바다 사막화’로 신음

日14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일본땅

‘우리 땅’ 독도에 해마다 국민 
20만명 이상 찾아 …명예주민 4만명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입력:2018.06.03.12:49:01수정 : 2018.06.03 21:57:31

→ 1면에서 계속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지은 기자 garden@hani.co.kr

지난 9일 오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에서 특수학
교 홀트학교 학생들이 ‘독도사랑 음악회’를 열었다./연
합뉴스[경기도교육청 제공]

암반지역 해조류 사라져…‘갯녹음’ 면적 3년 새 50% 증가 

독도소식지32호_9x_독도소식지31호  2018. 9. 6.  오후 2:29  페이지 3



패럴림픽 공동입장 무산… 
北 “한반도기 독도 표시” 南 “정치적 표현 금지”

독도 빠진 한반도기, 남북 따로 코리아 하우스.‘뜻대로 안 되네’ 

https://www.facebook.com/groups/dokdomk/
독도사수연합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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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ds5ean@naver.com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자카르타=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북측은 독도 표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측은 ‘정치적 표현 금지’ 조

항을 들어 반대했다.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시하지 않

는 것은 한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이라

며 “일본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 반드

시 독도를 넣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출처] 국민일보 

이렇게 독도 개발 하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지난달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동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입력:2018-03-0821:44/수정:2018-03-08 21:46 

흰 테이프로 가려진 한반도
서경덕교수 페이스북)Posted : 2018-08-28 17:30 

중략

YTN PLUS 문지영기자(지면상요약함)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
단이 한반도기를 든 남측 여자농구 남북단일팀 주장 임영희, 북측
남자 축구 주경철을 선두로 공동 입장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등록: 2018.08.18 22:42 수정: 2018.08.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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