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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론 - 1) 영토문제의 중요성

왜 영토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영토문제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

1. 일제 강점기 때의 기억
2. 경제적 가치

3. 군사, 안보적 가치





A.서론 - 2)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역사적인 견해가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 어느쪽이
맞냐 틀리냐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역사는 파
고들수록 정보가 더욱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끝이 없

다. 

역사적인 견해가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
어느쪽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역사는 파고들수록 정보가 더욱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끝이 없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go.kr/kor/index.jsp

B.본론 - 1) 한국, 일본측의 입장



1조. 일본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이하 생략)

…5조. 다음에 일도(섬 하나)가 있는데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둘레는 약 30정인데 다케

시마와 동일항로에 있고 오키섬에서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

태정관문서 (1877)

B.본론 - 1) 한국, 일본측의 입장



B.본론 - 1) 한국, 일본측의 입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47년 초안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포함

1949년 개정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

1951년 일본영토 내용 삭제

+러스크 서한

미국의 당시 사정
: 공산주의 권에 대한 견제+
미국의 입장은 연합국 입장
과 다름

B.본론 - 1) 한국, 일본측의 입장



B.본론 - 1) 한국, 일본측의 입장



1. 主張 1. 일본의 주장

独島竹島に関する日本の歴史

다케시마 독도에 관한 일본 역사

•１７世紀半ば頃、漁業を通して独島竹島の領有権を確立。
•17세기반쯤, 어업을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확립.

•１７世紀末、鬱陵島への渡海を禁止する一方で、独島竹島への渡海は禁止せず。
•17세기말 울릉도로도항(渡航)을금지하는반면, 다케시마독도는해당사항없음.

•1905年に閣議決定により独島竹島を領有する意思の再確認。
•1905년, 각의결정을통해 다케시마독도영유의사를 재확인.

•独島竹島は在日米軍の爆撃訓練地域として指定。
•다케시마독도는 주일미군폭격훈련지역으로 설정되어있었음.



1. 主張 1. 일본의 주장

샌프란시스코평화(강화)조약에 관한 일본의 주장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만하는 지역을
‘제주도, 거문도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 이라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측에 다케시마독도를 해당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
나, 러스크서한에 의해 거절되었다.



1. 主張 1. 일본의 주장

“우산도=다케시마,독도”인것에대한주장

•한국은 옛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증동국여
지승람(新増東國輿地勝覧)’에 그려져있는 우산도는 현재 인식되고있는 다케
시마독도와는 그 위치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확인
됨.



1. 主張 1. 일본의 주장

신증동국여지승람



1. 主張 1. 일본의 주장

安龍福の事実に反する供述の引用
안용복의 거짓 진술인용

•

•현재 한국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이 다케시마,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근거로써 자주 인용되고있다. 허나, 일본의 역사적견해에 의하면, 한국
은(안용복의 진술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B.본론 - 2) 독도, 다케시마에 관한 교육 차이





B. 본론 –２) 독도, 다케시마에 관한 교육 차이

일본사 교과서 1페이지
(이건 교과서 끝자락에 적혀 있을 뿐이다)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
일본은 다케시마가 무주지(거주자가 없는
땅; 무인도)인 것을 확인하고, 1905년
각의(내각, 의원)결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또한, 중국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도 무주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1895년에 오키나와현에 편입을 각의결정했고, 
일본정부는 센가쿠열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다.





B. 본론 -2）독도, 다케시마에 관한 교육 차이

애초에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는다. 

↓
자신이 알아보지 않으면 안돼서, 다케시마의
역사 대해 알고있는 사람이 적다

＜교육현황＞



B.본론 - 3) 쌍방의 오해와 선입견

한국은 혐일과 반일을 잘 구별해서 쓰는 편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혐한과

반한을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와 일본인 전체를 구분하는 것

이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일본인 전체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오해1. 반일감정의 대상은 일본인 전체?

오해2. 일본은 반한감정으로 정치적 표몰이를 한다?

일본인은 보통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다. 오히려 야당(입헌민주당)이

자민당보다 투표율이 떨어져 있다. 자민당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

며, 단지 야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자민당을 뽑는다. 



。



C. 결론 - 우리의 느낀점

영토문제를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려나가자!





C. 결론 - 우리의 느낀점

~여러분, 달의 옆 모습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나라에 따라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의 옆 모습도, 장소에 따라 가지각색입니다.

이처럼, 유연한 마인드를 가진 여러 의견을
받아 들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