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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獨島와 그 周邊水域에 對한 韓國의 主權行使*

1)

李 相 冕
**

요 약
  이승만 통령이 선포한 평화선(Peace Line, Rhee Line)은 해수(海水, water- 

column)의 상하와 해붕(海棚, 大陸棚)의 상하를 포함하는 인 해양에 한 주권  

권리를 포 으로 선언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배타  경제수역과 그 개념이 거의 

같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어업 정을 체결하여 일본 어민에 하여 평화선

을 사실상 폐기하 다. 그러나 김  정권은 1999년 신한일어업 정을 체결하여 

독도를 아무런 표시도 없이 간수역에 넣고 그 안에서 기국주의에 기하여 한일어

업공동 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양국이 국내법을 만들어 각 어민에 실시하도록 함

으로써 공동 리  요소를 가미하 다. 이것은 ․일간 분쟁도서인 센카쿠( 角) 

열도 내지 디아 (釣魚)도 주변수역에 하여 일본이 국이나 만과 잠정수역이

나 간수역과 같은 공동 리  수역을 만들지 않고 온 하게 주권  권리를 행사

해온 것과 크게 조되어, 미국 지명 원회(BGN)는 2008. 7 한 때 독도에 하여 

한국 정부의 주권  권리 행사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면서 ‘주권미지정지역’으로 결정

했던 일이 있다. 노무  정권은 2005년 일본 시마네 이 ‘다 시마의 날’을 제정하

고 2006년에는 독도 근해에서 해  측량을 시도하는 등 공세 인 입장으로 나오자, 

김  정권 이래 독도 암석론에 기하여 독도기 을 무시하고 일본 유화정책을 

펴온 정책을 고, 독도 유인도론에 의해 경계획정 시 독도가 기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일본의 공세정책은 독도가 무인도로서 해만을 

갖고 그 주변수역은 독도와 무 하다는 김  정부의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수역의 해 에 한 권리를 효과 으로 주장하기 해서는 

독도가 유인도로서 배타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는 곧 경계획정문제로 귀착하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독도와 일본의 옹키(隱岐)섬 

간의 간선까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공평한 해결을 하여 일본과 

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 다. 그러나, 공평한 경계획정을 해서는 망망 해

에 치한 조그만 섬인 독도를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히 축소하여 해양경계선

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 평화선, 륙붕, 배타 경제수역, 메탄 하이드 이트, 센카쿠, 디아오

, 한일어업 정, 신한일어업 정, 간수역

* 이 論文을 위하여 서울大學校 法學發展財團 出捐 法學硏究所 基金의 2008學年度 學術
硏究費 支援이 있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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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平和線’은 페루 등 中南美 국가들이 200해리 수역을 주장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한국 정부가 선도 으로 선포한 <隣接海洋에 對한 大統領의 主權宣言>으로, 

그 개념이 오늘날의 排他的經濟水域과 거의 같다.1) 신생 한민국이 한반도 인

해양에 해 해양 토  에서 포 으로 주권  권리를 주장하고 獨島

를 그 안에 포함하여 獨島에 한 領有權과 그 周邊水域에서의 주권  권리 행

사를 명백히 한 것이었다. ‘平和線’은 그 후 우리나라 역  정권이 이를 당연히 

유지 발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5년 韓日漁業協定에서 일본에 해 어

업에 하여 사실상 이를 폐기했고, 기야 1999년 新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가 그 주변수역에서의 권리를 일본과 均沾하게 되었다. 2008년 7

월 하순에 한 때 미국 國立地理院 地名委員會(Board of Geographical Names: 

BGN)는 獨島에 한 한국의 主權的 權利行使에 整合性이 不足하다고 평가를 하

여, 獨島를 ‘主權未指定地域(Sovereignty Undesignated)’으로 여기게 된 원인을 제

공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하에서 한국의 역  정권이 獨島와 그 주변

수역 한 주권  권리를 행사해온 과정과 문제 을 지 하고, 그 주권  권리 

행사 강화를 한 提言을 하고자 한다. 

Ⅰ. 李承晩 大統領의 獨島를 포함한 平和線 宣 의 意義

(1) 平和線 宣布의 意義

‘平和線(Peace Line, Rhee Line)’은 1951년 9월 7일에 채택된 샌 란시스코 對

日講和條約이 1952년 에 발효되어 일본 열도 주변에 설치한 맥아더 라인

(MacArthur Line)이 철폐되면, 일본 어민들이 거 韓海를 침범할 우려가 상되

어, 1952년 1월 18일 大統領令인 <隣接海洋에 한 大統領의 主權宣言>으로 선

포한 것으로, 흔히 ‘海洋主權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平和線’은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이 200해리 수역을 선언한 것을 참조하여 한반도 인  해역의 水面 水中 

海底에 한 主權的 權利를 포 으로 宣言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排他的經濟水

1) 隣接海洋에 대한 大統領의 主權宣言, 國務院 告示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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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EEZ)과 그 개념이 거의 같다. 후 신생 한민국이 인 해양의 자원에 한 

포 인 주권  권리를 先導的으로 宣言한 것은 획기 인 일이었다. 戰勝國 간

에 샌 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의 강이 논의되던 1951년 부터 한국 외무부는 

李承晩 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편으로는 맥아더 라인이 샌 란시스코 對日講和

條約에서 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맥아더 라인이 駐

日 聯合國司令部의 할해역을 표시하기 한 것이면서도, 실제로는 일본 어민의 

륙 침노를 막는데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맥아더 라인이 對日講和條約 發效 時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海洋主權線 宣布에 즈음하여 미

국의 조를 요청했다.2) 한국의 商工部 水産局 정책입안자들은 맥아더 라인에 

버 가는 선을 선포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朝鮮總督府가 1929년에 한반도 주변

에 설치한 바 있었던 ‘트롤漁業禁止區域’을 약간 확장하여 濟州道, 鬱陵島 등 주

요 도서를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하여 ‘漁業管轄

水域’을 선포하는 案을 기안했다.3) 외무부는 이 ‘漁業管轄水域’案에서 獨島가 포

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獨島를 포함하여 原案보다 다소 확장된 ‘漁業保護水

域’을 성안하여 샌 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 체결 당일인 1951년 9월 7일 臨時首

都 釜山 國務會議에서 가결되었다.4) 서울 景武臺에서 상근하며 쟁을 지휘하고 

있던 李承晩 통령은 이를 재가하지 아니하고, 隣接 海洋을 領土的 槪念으로 인

식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財富에 한 主權的 權利를 宣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다시 입안할 것을 지시하 다. 미국의 하버드 학과 린스톤 학에서 국제법

을 공하여 박사학 를 취득하고 특유의 법  사고력을 갖춘 李承晩 통령이 

國務會議까지 통과한 ‘漁業管轄水域案’을 질책하고 隣接海洋에 한 포 인 主

權宣言을 성안할 것을 명한 것은 획기 인 일이었다.5) 품의안이 외무부와 경무

를 여러 차례 오가는 과정을 거쳐서 ‘平和線(Peace Line, Rhee Line)’이 탄생하

게 되었다. 그 문구의 상당 부분은 李 통령이 직  지시한 사항이 반 된 것이

2) 한국 외무부 문건: 次官이 駐美大使에게 보내는 文書, <對日講和 후의 韓日 간 漁業에 
관하여 美國의 諒解 要請에 관한 件> 外政 제302호 (1951.4.18)에 첨부된 外務部 政務
局 第2課 <맥아더 라인에 관한 資料> (1951.4.15) in 平和線 宣布와 關聯된 問題 II 
(1953-1955)참조. 

3) 한국 외무부 문건: 李承晩 대통령이 당시 金容植 駐日公使에게 보낸 指示文, 大秘指 가 
제10호 (1951.4), in 平和線 宣布와 關聯된 問題 II (1953-1955) 참조. 또 池鐵根, 平和
線(1979), pp. 88, 117-119 참조. 

4) 이를 속칭 卞榮泰 追加案이라고도 한다. Id. 123.
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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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이를 ‘李承晩 라인’ 는 ‘리라인(Rhee Line)’이라고 칭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한 것이었다.6) 

‘平和線’宣言에서 李承晩 통령은 隣接海洋에 한 主權的 權利를 로마법상의 

임페리움(imperium)의 속성인 管轄權과 도미니움(dominium)의 속성인 支配權으로 

악하고, 연안국의 토권에 기한 인 해양에 한 할권 확장을 방어해야할 

해양 토  개념으로 근했다. ‘平和線’宣言에서 그 主權的 權利의 상을 大

陸棚(continental shelf)과 海水(water column)로 양분하여 그 경계선 안에서 이미 

발견되었거나 앞으로 발견될 일체의 자원으로 한 것은 선도 이었다.7) 그리하여 

大陸棚에 해서는 “國家의 領土인 韓半島  島嶼의 海岸에 隣接한 海棚의 上

下”라고 정의하 고, 海水(water column)에 해서도 역시 “國家의 領土인 韓半

島  島嶼의 海岸에 隣接한 海洋의 上下”라고 정의하여, 인 해양을 토  권

리의 發揚으로 보고 방어해야할 상으로 삼았다.8) 그 경계선은 ‘平和線’宣言에 

표명된 로 “장래에 규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는 권익의 출 에 인하여 발

생하는 新情勢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하여 시 으로 그은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향후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최 한의 外緣을 확보하는 

새로운 外的 境界를 劃定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9) 

그후 平和線 즉, <隣接海洋에 한 大統領의 主權宣言>의 취지는 1953년 12월 

12일에 제정된 ‘漁業資源保護法’에 의하여 어업자원에 한 주권  권리와 그 권

리 행사의 틀이 平和線과 같은 ‘漁業資源 保護水域’에서 행사되도록 했다.10) 이 

‘漁業資源 保護水域’은 保護水域 는 管理水域이라고 호칭되었고, 그 안에 入漁

하고자 하는 어민은 許可를 받도록 규정하 으며, 違反 時 罰則까지 규정하 다. 

이 ‘漁業資源 保護水域’이 사실상 平和線과 같은 것이므로, 그 안에 존재하는 獨

島와 그 周邊水域이 主權的 管轄과 實效的 支配의 징표가 되게 하 다.11) 平和線

6) 인터뷰, 당시 外務部 政務課에서 기안을 담당했던, 金永周 사무관의 증언(2004.4.5). 金
永周는 후에 주독일 대사, 외무차관을 지냈다.

7) 제1문단에서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海棚의 상하에 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
견될 모든 自然資源鑛物 및 水産物을 國家에 가장 이롭게 保護 保存 및 利用하기 위하
여 그 深度 如何를 不問하고 隣接海棚 에 대한 國家의 主權을 保存하며 또 行使한다.”

8) 平和線宣言에서는 海水 대신에 海洋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 隣接海洋에 대한 大統領의 主權宣言, op. cit, 참조.

10) 漁業資源保護法 1953.12.12 법률 제298호,
11) Id. 일부개정 1966.4.23 법률 제1783호,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漁業資源保

護法 施行令, 제정 1970.1.21 대통령령 제5217호, 일부개정 1991.2.18 대통령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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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言은 海棚, 즉 大陸棚에 해서는 당시에 개발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主權的 

管轄이나 실효  지배의 상이 되기에는 미흡했으므로 선언 인 것에 그치고 

있었으나, 海水(water column)에 해서는 漁業資源保護法에 의하여 “漁業資源 

保護水域”이 선포되어 그에 한 할권과 지배권이 구 되게 된 것이었다. 

(2) 獨島는 奄然한 韓國의 領土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平和線’이 단순한 ‘漁業資源 保護水域’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海水의 上下’와 ‘海棚의 上下’를 포함하는 인 해양 자원에 한 포

인 주권  권리를 해양 토  에서 방어할 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러

한 방어  개념의 해양 토 선언은 1905년 러일 쟁의 와 에 엄연한 한국의 

토인 독도를 無主地라며 일본 토로 편입시킨 것이 제국 일본의 곧 이은 륙

침략의 신호탄이었다는 역사  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  후, 聯

合國司令部에서 독도를 이미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에서 일본이 1895년 이래 “폭력(violence)과 탐욕(greed)으로” 탈취해간 섬으로 

간주하고, 일본 토로부터 분리하여 1946년 미군정 치하의 한국 할 역에 

포함시키게 되어 50년 에 신호탄으로 빼앗겼던 독도를 되찾은 것이었기 때문에, 

신생 한국에게 독도는 특별히 방어해야 할 강역이었다. 對日講和條約의 체결과 

발효로 말미암아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에 비하기 하여 水産局에서 기안

한 ‘漁業資源 保護水域’에서 빠졌던 獨島를 포함시키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 

그 遠因이 있지만, 직 인 原因은 1951년 여름 샌 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의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는 1910년 한일합방 이 인 1905년에 이미 일본 토

로 편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할 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對日講和條約을 주도하는 미국이 일시 혼동한 에피소드로 한국이 일본의 야욕을 

간 했던 데 있었던 것이었다.12)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獨島가 포함된 인 해양

의 海水 上下와 海底 上下를 해양 토의 방어  에서 適時에 해양주권선을 

13308호(水産業法施行令), 일부개정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12) 1951년 여름 샌프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을 교섭하는 과정에 聯合國 代表들은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역에 소속한다는 것을 명기한 바 있었으나, 
집요한 일본의 로비에 의하여 제6차 초안에서 일본 소속으로 잘못 기재된 에피소드가 
있었으나, 한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 연합국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여 그 다음 초안
부터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채 그냥 두어, 한국령으로 유지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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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하게 된 것이었다. 

獨島는 청명한 날에 鬱陵島에서 바라다 보이는 附屬島嶼로서 이미 1900년 10

월 25일 大韓帝國 勅令 제41호에서 “鬱陵島 全島와 竹島 石島”라고 게재하여 한

국에서 부르는 石島, 즉 독도 내지 돌섬이 그 부속도서라는 것을 천명하 다.13) 

1903년 1월에 출간된 일본의 官撰 書籍인 ‘韓海通漁指針’에서도 獨島가 강원도 

소속인 鬱陵島의 附屬島嶼로서 양코(ヤンコ), 즉 리앙쿠르(Liancourt)라고 불리는 

섬이라고 상세히 記述하 다.14) 일본은 이처럼 獨島와 鬱陵島가 그들이 불러온 

바 松島(마쓰시마)와 竹島(다 시마)라는 한 의 섬으로 한국의 토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1905년에 이를 無主地라며 일본 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한 것은 실

로 어처구니없는 일종의 截取行爲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乙巳保護條約을 강박으로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  3

월 28일에 비로소 島根縣 지방 리를 시켜서 獨島의 日本 領土 編入 사실을 鬱

陵島에 가서 구두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의 앙

정부가 이미 1699년과 1877년에 “동해 앙에 두 섬은 조선의 토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宣言을 했고,15) 1905년 이 에 나온 일본의 모든 찬 서 들

과 지도들에서 단 하나 외도 없이 모두 獨島가 한국의 토라고 기술하고 표

기하 다. 양차에 걸친 일본 中央政府의 國家行爲와 그 이후의 行蹟은 ‘禁反言

(estoppel)의 原則’상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다.16) 일본의 獨島에 한 領有權 주

13) 제1조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여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여 官制 
中에 編入하고,” 제2조에서 “郡廳의 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島 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 할 事.” 大韓帝國 勅令 제41호 (1900.10.25), 官報 제1716호. 한국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同 官報에서 竹島는 鬱陵島에 근접해 있는 竹島를 말하고 石島는 
獨島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筆者의 생각으로는 鬱陵島에 근접해 있는 아주 조
그만 섬인 竹島는 따로 떼어내어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竹島 石島”는 “竹島 즉 
石島”로 “일본인들이 부르는 竹島 즉 한국에서 부르는 石島”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 이유는 당시에 鬱陵島와 獨島는 特殊 疆域이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漁業協定
에서 慶尙道 江原道 등 道의 領海 3浬 이내에서 日本 漁民의 어로를 허용하였는데, 
막상 일본인들이 출어하고 싶어 하는 鬱陵島와 獨島는 아무 道에도 소속하지 않아 일
본인들이 이를 어느 道에 소속하게 해달라고 하여 혼동이 없도록 확실하게 표기하고
자 양국 어민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4) 葛生修吉, 韓海通漁指針 (1903), pp. 120-124.
15) 日本 太政官編,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公文錄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 內

務省之部 1, 元祿年間 附屬文書 제4호 및 明治10年(1877年) 3月 16日 條 參照.
16) 常設國際司法裁判所는 1933년 동부그린랜드 法的地位事件(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에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구두로 “노르웨이 정
부는 덴마크의 그린랜드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 미치는 것으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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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민간 차원에서 잘못 제작한 자료들에 기 하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증

거로서의 가치가 없다.17) 

제2차 세계  후에, 聯合國司令部가 독도에 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 

유권을 확실하게 응고시켰다. 1946년 聯合軍司令部에서는 카이로宣言과 포츠담

宣言에 의하여 “일본이 1895년 이래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해간 모든 토로부터 

일본은 축출”시키는 과정에서 指令(SCAPIN) 제677호를 발하여, 獨島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聯合國 統治하의 韓國領으로 귀속되기에 이르 다.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獨島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하나인 헌법상에 

규정된 한국의 토로 재차 확인 되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51년 샌 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이 논의되던 당시

에 일본측에서는 獨島가 명기된 한국 련 조항에 트집을 잡아 결국 濟州道 鬱

陵島 巨濟島는 한반도의 주요 도서는 명기하면서 獨島는 명기하지 아니한 채 對

日講和條約이 9월 7일 채택된 바 있으나, 聯合國은 이미 1946년에 취한 獨島의 

한국 귀속 조치에 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이 그 로 유지하도록 했다.18) 1952

년 4월 28일 對日講和條約이 발효되어 聯合國司令部가 해체되었어도, 聯合國이 

獨島에 해 취한 조치는 그 로 응고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그 로 확정되어 일

본이 항의할 것이 아니었고, 항의할 상 방도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일본은 유

엔헌장 제107조 舊敵國 條項에 의하여 聯合國司令部가 결정한 여하한 사항에 

하여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19)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2년 對日講和條約 發效로 주권을 회복하게 되자, 한국의 平和線 宣布에 항의

하면서, 獨島에 한 領有權을 주장하기 시작하 다.20) 일본은 상기 聯合國司令

는 것에 대하여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영유권을 새삼스레 주장하는 것은 ‘禁反言의 原則’에 위반된다면서, 덴마크 영유권을 
선언했다.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 (Denmark v. Norway) (1933) 
P.C.I.J., Ser. A/B, No. 53.

17) 李相冕, “獨島 領有權의 證明,” 서울 학교 法學, 제42권 제4호 (2001), pp.215-241.
18)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 제2조 (a)항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1초안부터 제5초안까지는 獨

島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일본측의 집요한 로비로 제6차 초안에서 獨島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는 에피소드가 발생하였다. 영국, 호주 등 주요 戰勝國이 聯合國司令部가 결정
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미국이 獨島를 잘못 표기한 것을 撤回함으
로써 제2조 (a)항은 鬱陵島와 濟州道, 巨濟島가 대표적인 섬으로 표기되고 獨島가 표
기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

19) Simma, Bruno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002), pp. 1330-1340.
20) 日本側 口述書, 1952.1.28 日字 等, 外務部, 獨島關係資料集 (I): 往復外交文書(19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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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指令(SCAPIN) 제667호에서 토  문제에 하여 최종  결정을 한 것은 아

니라는 토를 달았던 을 들어 재론하고자 한 것이나, 聯合國司令部의 同 決定은 

그 司令部 자신이 달리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 로 유효한 상태로 응고되어 재

론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聯合國司令部의 決定

에 한 挑戰은 유엔 헌장 제107조 舊敵國 條項의 違反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태가 악화되어 국제평화에 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39조에 규정된 바 

‘平和에 한 威脅’으로 낙인  유엔의 강제조치 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21)

II. 韓日 業協定에서 獨島 및 平和線 處理 方式

1. 韓日 業協定상 平和線의 地位

1965년에 체결된 韓日漁業協定에서는 오늘날 領海에 해당하는 12해리 專管水

域을 연안에 설치하고, 그 以遠에 하여서는 公海 漁業資源의 保存 차원에서 旗

國主義에 기 하여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共同規制水域’을 설치하 는데, 서해와 

남해에서는 平和線 보다 약간 후퇴하여 그 外緣을 획정하고, 동해에서는 함경북

도 牛巖嶺에서 鬱陵島 동쪽 12해리 해상의 일 을 통과하여 大韓海峽을 지나도

록 설치하 다.22) 이 ‘共同規制水域’에는 鬱陵島와 濟州道 등 한국의 모든 島嶼

가 포함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獨島 하나만 제외되어 그 주변수역에서는 일본 

어민에 하여 하등의 규제를 하지 않게 되었다. 獨島가 제외된 것은 이른바 金

種泌/오히라(大平正芳) 메모에 기 하여, 獨島問題를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對日 

請求權 등 그간 수년간 끌어온 韓日會談의 일련의 쟁 사항들을 일  타결하기

로 하 기 때문이었다.23) 그리하여, ‘平和線’은 어업에 하여 제3국에 하여서

는 효력이 있지만, 일본에 하여서는 사실상 이를 廢棄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

(1977.7.15), p. 1 et seq.
21) 유엔헌장 제7장 제39-42조 참조, 
22)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漁業에 관한 協定, 條約 제166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외무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제 조약 및 협정 (1965), 참조.
23) 金鍾泌/오히라(大平正芳) 메모는 그야말로 두 사람 간에 한국측이 요구해온 請求權 주

장에 대하여 일본측이 無償 3억불 有償 3억불을 供與하는 선에서 一括妥結 방식을 취
하였고, 獨島는 “폭파시키는 심정으로” 없는 것으로 여기며 양국 간에 기본조약을 체
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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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平和線이 일본 어민에 하여 사실상 폐기된 것에 

한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共同規制水域’ 밖에 ‘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치하

기로 일본측과 합의하여, 獨島는 아무런 언 이 없는 가운데 그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共同資源調査水域’은 韓日漁業協定에서는 그 外的 限界

조차 명시가 되지 아니하 지만, 그 범 와 동 수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어업자원

의 조사에 하여는 韓日漁業共同委員會가 행하는 勸告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하 다. 결국 ‘共同資源調査水域’은 平和線처럼 두만강 어귀에서 출발하여 獨島 

以遠을 돌아 大韓海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 한 

것이 되어버렸다.

韓日漁業協定 발효로 인하여 平和線은 비록 어업에 하여 일본에 하여 사

실상 廢棄한 것이었으나, 제3국 어민에 하여서는 여 히 효력이 있는 것이었으

므로, 漁業資源保護法에 의하여 ‘漁業資源 保護水域’으로 유지되었다.24) 일본에게

는 平和線이 어업에 하여 사실상 廢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 어

민은 한국 연안 12해리 밖  수역에서 公海漁業自由의 原則에 따라 韓日漁業委

員會에서 정하는 미미한 조건 하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살

핀 바와 같이, 일본 어민은 ‘共同規制水域’ 밖에 설치한 ‘共同資源調査水域’에서

는 하등의 규제도 받지 않고 어로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獨島 領海 밖에

서는 여느 公海처럼 자유롭게 어로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獨島問題와 韓日 業協定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일본은 韓日漁業協定 체결을 한 交涉 시 유리한 고지

를 하기 하여 책략 으로 상의 걸림돌이 되는 獨島 문제를 제거해 보고자 

“獨島를 폭 하는 심정으로” 교섭에 임하자고 제안하여, 1962년 11월 12일 한일

회담을 포 으로 타결하기로 합의한 金種泌/오히라(大平正芳) 메모에서도 그러

한 풍자 인 표 을 사용했다.25) 이러한 표 은 獨島와 平和線을 지렛 로 삼아 

24) 현재는 排他的經濟水域法과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外國人漁業 등에 대한 主權的 權利
의 行使에 관한 法律 및 그 施行令과 함께 제3국에 대해서는 平和線에 기한 主權的 
權利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排他的經濟水域法, 제정 1996.8.8 법률 제5151호;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外國人漁業 등에 대한 主權的 權利의 行使에 관한 法律, 일부 
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外國人漁業 등에 대한 主權的 權
利의 行使에 관한 法律 施行令, 제정 1997.8.6 대통령령 제5449호 참조. 

2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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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강력한 자세로 임하는 한국에 하여, ‘公海상 漁業의 自由’라는 미명하

에 有償 3억불, 無償 3억불이라는 請求權 자 을 공여하는 가로 獨島問題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것이었지만, “獨島를 폭 하는 심정으로” 한일회담을 타결

하자는 말속에는 ‘獨島와 平和線’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인 해양에 한 토  

근 방식에 기 한 주권  권리 행사를 차단하자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일본은 

당시에 매년 獨島 문제에 하여 領有權을 주장하는 각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

겠다고 말했고, 한국측에서 이에 해서 꾸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獨島문제는 

안으로 남기면서, 韓日會談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어업에 해서만 회

담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金鍾泌/오히라(大平正芳) 메모에서 “獨島를 폭 하는 심정으로” 독도문제

를 비켜간 채 請求權 問題를 일본에 하여 어업상의 평화선을 무력화시키는 차

원에서 일  타결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그 선에서 상을 진행하여 1965년 6

월 22일 韓日基本條約이 韓日漁業協定 등 4개의 부속 정과 함께 격 으로 타

결되었다.26) 韓日漁業協定의 발효로 인하여 獨島는 한국의 섬 가운데 ‘共同規制

水域’ 밖에 치하여 12해리 專管水域이 없는 유일한 섬이 되어버렸다. 

III. 新 韓日 業協定에서 獨島의 中間水域 揷入 

1. 獨島의 中間水域 揷入

(1) 200해리 시 를 맞이하여 새로운 韓日漁業協定의 摸索

1965년 韓日漁業協定 체결 후에 한 동안 일본 어민의 韓海 출어가 격증하

다. 상 으로 취약한 한국 어민들은 일본 해역에 출어할 형편이 못되었다. 

1970년 에 들어서면서 경제발 과 함께 한국 어민들도 일본 연안에 출어하기 

26)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조약 제163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漁業에 관한 協定, 조약 제166호, (1965.6. 
22 서명, 1965.12.18 발효);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
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 조약 제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참조. 
그 외 체결된 2개의 협정으로,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 
國民의 法的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 조약 제164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
효);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 조약 제181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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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1970년  후반에는 특히 홋카이도(北海道) 연안에 차 출어가 격증하

게 되어 지 일본 어민들과 마찰이 생기자, 일본 정부는 韓日漁業協定이 더 이

상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80년 에 들어서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연안의 12해리 이원의 일정한 해역에 한 한국 어민의 

제한  조업을 강력히 요구하여, 그 주변 해역에 한 어업 합의가 별도로 이루

어졌다.

1982년에 유엔 海洋法協約이 체결되어 한일양국은 그 발효를 기다려 韓日漁業

協定을 200해리 시 에 맞추어서 개정해야 될 것에 비하 으나, 동 약은 무

려 12년이 지난 1994년 11월 16일에 와서야 비로소 발효를 하게 되었다. 한일양

국은 일년여의 비 기간을 거쳐 1996년 엽부터 유엔 海洋法協約을 비  공포

하고 排他的經濟水域法을 제정하는 등 국내법을 정비해나갔다. 1996년 2월 일본

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독도를 기 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

려지자, 金泳三 정부는 독도에 안시설을 하고 투기를 동원하여 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독도 수호 캠페인이 한일 계에 악 향을 끼친다는 여

론이 비등하자 金泳三 정부는 얼마 안가서 곧 宥和政策으로 바꿨다.27)

金泳三 정부는 그해 6월에 일본과 EEZ회담을 시작했다. 11월에는 독도를 무

시하며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좋다는 소극정책으로 선회했고,28) 1997년 7월에

는, 일본이 독도를 200해리 기 으로 주장하여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경계로 삼

자는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무시하고 울릉도와 일본의 옹키(隱岐)섬 

사이의 간선을 경계로 하자고 제안하며 경계획정을 서둘 다. 일본은 이에 응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경계획정이 안 될 바에야 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하여 의하자며 한국정부를 설득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종 의 韓日漁業協

定상 專管水域을 두 배로 확장하는 24해리 안을 제시했고, 일본은 50해리 안을 

제시하면서 상을 벌 다. 양측은 한때 鬱陵島, 獨島  일본의 옹키(隱岐)섬을 

27) 朴椿浩 교수는 “獨島는 어른들 싸움의 눈깔사탕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며 獨島를 漁
業問題와 분리하여 무시할 것을 주장했다. 朴椿浩, “獨島와 海洋法, 왜 混同하는가,” 
중앙일보, 1996.2.12, 6면. 朴椿浩 교수는 한국이 먼저 독도를 무시해주어야 일본도 제
주도 남쪽수역에서 단죠(男女)군도 등 소도를 무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 것이
었으나, 일본은 그 후 지금까지 그런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수천리 떨어진 태평양 상
의 더블 베드만한 산호초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도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며 독자적으
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기며 남한 면적과 맞먹는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을 
선포해 놓고 외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28) 尹炳世 審議官의 발언, 外交通商部, 新韓日漁業協定 說明會, 199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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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공동수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측이 제안한 안을 가지고 상

을 벌이기도 했다. 1997년 가을에 양측은 새로운 韓日漁業協定의 강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가게된 經緯 

그러나, 1997년 말에 한국이 IMF 리상태에 들어가고, 통령 선거에서 金大

中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바 게 되자, 일본의 생각이 달라졌다. 새해가 되자 

일본은 그간 金泳三 정권하에서 거의 타결단계에 이르 던 새로운 韓日漁業協定

에 한 합의를 뒤엎어 버리고, 1월 23일에는 기존의 韓日漁業協定을 기하겠다

고 통고했다. 일본은 기통고 후 1년이 되어 無協定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피차

간에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고 했다. 1998년 2월 金大中 정권이 들어선지 

한달이 되는 3월 21일에 韓日外務長官會談에서 어업 정의 교섭을 재개하자는데 

합의했다. 곧 이어서, 한국 정부는 싱가폴에 근무하는 尹炳世 參事官을 불러들여 

亞太局 審議官에 임명하고 新 韓日漁業協定 교섭의 수석 표로 삼았다. 그의 일

본측 상 는 그보다 십여년 연상의 차 보  심의 으로 경륜에 있어서 상 

트 로 버거운 상 다. 4월 22일 아셈(ASEM) 회의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서도 양측은 곧 어업 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에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4월 29일과 30일 양일 간에 도쿄에서 제1차 漁業實務者會談을 갖

고 어업문제를 조속히 끝낸다는데 합의했다.29) 이때 이미 中間水域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보아 독도는 그 會談 이 에 이미 中間水域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30) 그 후 7월 2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양측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2-6차례 會談을 거친 끝에 9월 24일 7차 會談에서 강의 타결을 보고 그 이튿

날 이 사실을 합의의 기본 골격과 함께 발표했다. 그리하여 新韓日漁業協定은 5

개월 동안 서둘러 상을 진행하여 타결에 이른 결과 정했던 로 10월 7일에 

金大中 통령 방일시에 가서명을 하 다.31) 양측은 그후 약간의 조정을 거친 끝

29) “한일어업문제 조속해결 합의,” 한계레신문 인터넷판 1998.4.30 입력.
30)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 尹炳世 심의관은 1999년 2월초에 있었던 KBS 심야토론에서 필

자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협상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가
는 결정이 나 있었다고 실토했다.

31) 협상을 서두른 이유는 金大中 대통령의 10월초 일본 방문에 맞추어 서둘러 협상을 진
행하자는 일본측의 술책에 말려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협
상에 임하지 말라.”는 협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일본측 요구에 이끌려 협상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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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1월 28일 가고시마(鹿兒島)에서 金鍾泌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

리가 참석하는 각료간담회에서 동 정에 조인을 했다.

新韓日漁業協定에서 가장 국민  반발을 래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獨

島를 아무런 표시도 언 도 없이 中間水域에 넣은 것이었다. 한국 표단은 일

감치 상부의 지시에 따라 獨島를 中間水域에 넣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면

서도,32) 이를 철 히 비 에 붙이며 상을 진행하다가, 상이 강 타결을 보

면서 9월 25일부터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간 것에 

해 국민  반 가 심각해지자,33) 정부에서는 朴椿浩 교수가 獨島를 中間水域에 

넣어도 領有權 문제와 아무런 계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게 한 것이었다

고 공언했다.34) 그 후 10월 21일 서울 스센터에서 열린 독도연구보 회 

세미나에서 필자는 愼鏞廈, 金榮球 교수와 함께 新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가 中間

水域에 들어간 것을 비 했다. 반 로 10월 23일 서울 라자 호텔에서 열린 韓

國海路硏究會 세미나에서 朴椿浩 교수와 白珍鉉 교수는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

가 있어도 토 인 문제와 어업 정은 무 하다는 것을 정 제15조에 “이 

정은 어업에 한 사항 이외에 상 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비

추어 볼 때, 新韓日漁業協定은 어업만 다룬 정이므로 토문제에는 아무런 문

제가 없다고 정부측 입장을 옹호했다.35)

그러나, “이 정은 어업에 한 사항 이외에 상 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

다.”는 이른바 排除條項 文言상으로 通常的인 解釋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업에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해서 상 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업에 

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동 정의 제1조에

서 이미 “이 정은 한일양국의 排他的經濟水域에 용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

로, 어업에 한 것 외에도, 일정한 해양 역을 排他的經濟水域의 경계로 “看做

두른 결과 여러 가지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측에서는 협상대표단이 40
여명의 자문단의 협조를 얻어 이 보조를 하였는데도, 한국측에서는 자문단이라는 것이 
없었다. 

32)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 尹炳世 심의관의 증언. op. cit.
33) 이상면, “韓日漁業協定, 너무 많이 잃었다,” 한국일보, 1998.9.29, 7면 참조.
34) 인터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성균관대학교 金泰東 교수가 통일외교

안보 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林東源씨에게 문의한 결과 청와대에서는 朴椿浩 교수
의 자문을 받고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다. 1998년 10월 1일.

35) 안기석, “신한일어업협정: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新東亞 1998년 12월호,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2/nd98120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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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표 을 사용한 것 등 부분 인 경계획정도 시도하 다. 더구나, 이 정

의 “어업에 한 사항 이외에 상 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領土問

題에 한 상 방의 입장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獨島問題에 하여 일본도 일정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한국이 간 으로 인정

한 듯한 인상을 다.

한국이 종래에 독도의 분쟁상태를 부인해왔었는데도, 일본에 하여 일정한 입

장이 있다는 것을 간 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독도에 하여 

권원이 별로 없는 일본이 한국과 마치 등한 치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

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에게는 매우 

잘 된 정으로 여겨져서, 일본의 참의원과 의원은 新韓日漁業協定이 서명된 

지 수일만인 12월 에 만장일치로 비 동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에서는 이와는 반

로 국민 인 반 가 있었다. 국회 비 동의안도 1999년 1월 6일 국회 본회의

장에서 단 한번의 토론도 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날치기

로 통과시켰다.36) 그리하여 新韓日漁業協定은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2. “獨島와 業이 分離”되었다는 陷穽

(1) “領土問題와 漁業問題가 別個”라는 假定

“땅이 바다를 령한다(Land dominates the sea.).”라는 法諺과 같이 해양에 

한 할권은 토 할권에서 생하는 권리이다. 바다에 한 권리는 토로부

터 나오며 토가 없으면 해양에 한 권리도 없다. “領土와 漁業을 別個”라는 

말은 바로 “獨島와 漁業을 別個”로 하자는 말이며, 獨島를 領有하는 한국이 獨島

에서 주변 해양에 發揚하는 토  가치를 0으로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37) 다시 말하면, 일본측이 한국측에게 “領土와 漁業을 別個”로 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한국이 獨島를 領有하고 있어도 그로부터 發揚하는 해양으로의 主權

的 權利를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 상에 임하자는 것과 동일하다. 한국이 유하

고 있는 獨島의 主權的 權利 發揚性을 0으로 하게 되면, 그로부터 생기는 반사  

이익은 獨島에 權原이 없는 일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領土와 漁業을 別

36) 당시에 녹화된 MBC 뉴스 비디오테이프에서도 이의 있다는 야당의원들이 손을 들고 
외치는 모습이 고함소리와 함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37) 李相冕, “新韓日漁業協定상, 獨島와 그 周邊水域의 法的 問題,” 서울 학교 법학 

(1999.12), 제40권 제3호, pp. 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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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로 하자는 속셈에는 朴椿浩 교수가 주장한 로 獨島가 인간 거주가 불가능

한 암석(rock)에 불과하여 12해리 해만을 가질 뿐이므로, 그 以遠은 독도와 하

등의 련이 없는 해역이 될 것이며, 거기서 여하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公海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되고 만다.38) 

獨島는 서울의 남산처럼 높은 어엿한 섬이며, 그 주변 사십여 개의 巖嶼를 포

함하면 그 도는 서울의 옛 장안만하다. 유엔海洋法協約 제121조 3항에서 “인간

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 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巖石(rock)은 排他的經濟

水域이나 大陸棚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제한 으로 규정한 것은, 재의 시 까

지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가능했는가 하는 完了的 槪念이 아니라, 재

의 시 에서 보아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潛在的 可能性

에 한 評價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재 어떠한 자원을 사용하여 독자  경

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그 자원을 사용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 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

면 排他的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평가기 에 비추어 보면, 

獨島는 그 주변수역에 풍부한 어업자원이 있고, 그 주변海底에 막 한 물자원

이 매장되어 있을뿐더러, 東島와 西島 사이를 매립하여 조성될 수 있는 미식축구

장만한 지가 조성될 수 있어 매년 어도 십여만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등 제반 환경  여건이 排他的經濟水域을 갖기에 충분하다.39)

(2) 領土와 漁業 無關係說이 主權行使의 整合性 不足을 招來

200해리 시 를 맞이하여 한일양국이 새로운 어업 정을 의하던 당시에, 일

본이 獨島가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라고 주장하며 排他的

經濟水域의 起點으로 사용하여 獨島와 울릉도 사이를 경계로 하자고 주장해왔는

데도, 한국 스스로 獨島를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 할 여건이 되지 않

38) 朴椿浩 교수는 우리가 먼저 獨島를 무시해주어야 일본이 태평양 상의 암초인 오키노
도리시마(沖鳥島)에 대한 200해리 주장을 철회할 것이고,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규슈 
연안의 단죠군토(男女群島)를 무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
성이 없는 것이었고, 일본은 더블 침대만한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에 대해서 조차 
200해리를 선포하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등 그 주장을 강화해나갔다. 

39) 巖石(rock)이 排他的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Charney, Jonathan I., 
“Central East Asian Maritime Boundaries and the Law of the S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1995), pp. 724, 734-7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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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貶下했던 것은, 유엔 海洋法協約 제121조 제3항이 가능성을 뜻하는 재

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소치로 보인다. 더구나, 일본이 獨島를 基點으로 하여 

해양 경계선을 주장하는 등 공세 으로 나오는데도, 이처럼 한국 정부가 스스로 

獨島의 가치를 암석이라고 貶下하여 新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를 中間水域에 넣

고 그 안에서 旗國主義에 기하여 어업에 하여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 자원을 

균첨하자고 합의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이 디아오 (尖角)도 즉 센카쿠(尖角) 열도에 해서 섬으로서의 온 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기 으로 하여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을 선포하고, 국

과의 어업 정에서 이를 中間水域에 넣지 아니하고 그 수역에 침범하는 외국 선

박을 나포하는 등 완벽하게 주권  권리를 행사해 온 것과 무나도 조 이다. 

한국 정부의 獨島 周邊水域에 한 소극 인 주권  권리 행사는 결국 미국의 

國立地理院 地名委員會(BGN)으로 하여  한국의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한 주

권  권리 행사의 整合性 不足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여, 2008년 7월 하순에 한 

때 獨島가 主權未指定地域(Sovereignty Undesignated)’이라는 단을 래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비록 이러한 미국 地名委員會의 단이 2008년 8월  한

국을 방문하는 부시 통령의 정치  결단에 의해서 原狀回復되었다고는 하나, 

同 地名委員會가 그러한 단을 하게 된 사정이 변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재론

할 가능성을 밝힌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3. 日本의 “領土問題와 業問題 別個說”에 대한 矛盾的 行爲 

(1) 센카쿠(尖角) 열도, 즉, 디아오 (釣魚)도에 한 일본의 穩全한 主權行使

타이완 동북부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일본명 센카쿠(尖角)열도 내지 국명 

디아오 (釣魚)도는, 제2차 세계  후에 미국이 오키나와와 함께 할하다가 

이를 일본에 이양한 이래 일본의 할하에 있지만, 국은 만과 함께 무수한 

역사  증거를 며 領有權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40) 일본과 국은 新韓日漁

業協定을 체결하기 얼마 에 中日漁業協定을 체결하면서, 오키나와(沖繩) 열도와 

상하이(上海) 연안 사이의 동 국해 앙부에 남한 면 에 상당하는 거 한 편 

모양의 ‘暫定水域’을 설치하는데 합의하 다. 이 문제의 ‘暫定水域’은 제주도 남

쪽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西南部와 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40) 井上 淸, 角列島(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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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국 정부에 제 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暫定水域’에서는 

中日漁業共同委員會가 決定하는 사항에 하여 양국은 국내법을 제정하여 旗國

主義에 의하여 각기 자국의 어선을 단속하게 되어있다. 

특기할 일은, 일본은 분쟁도서가 없는 東中國海 앙부에는 ‘暫定水域’을 설치

하여 공동 리 하기로 하면서도, 그보다 남쪽에 치한 센카쿠(尖角) 열도 내지 

디아오 (釣魚)섬 주변수역에 하여서는 국과 ‘暫定水域’이나 ‘中間水域’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아니하 다는 이다. 中日漁業協定에서는 이 ‘暫定水域’ 남쪽에 

이른바 북  27도 이남에 센카쿠(尖角) 열도, 만 등을 포함하여 南中國海쪽으

로 이어지는 불확정 수역에서는 中日漁業共同委員會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양국이 같은 내용의 국내법 규범을 정하여 어족자원의 보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

에 하여 각기 자국 어민을 규제하도록 합의하 다가, 1999년 10월 필자가 베

이징(北京) 中國海洋法學會 講演會에서 그 험성을 지 한 후, 양국 간에 합의

서한을 교환하여 이러한 국내규범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기로 하 다.41) 이른바 

이 ‘북  27도 이남의 수역’에 해서는 양국이 어업자원 보존 등에 하여 의

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법규를 정하여 공동으로 리하는 내용은 하지 않기로 했

으므로, 무슨 규범 인 것이 공동으로 시행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水域 

아닌 水域’을 설정한 이유는 어업자원을 보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노린 서로 다른 모종의 정치  상징성을 찾기 하여 시도하 던 것으로 보인

다.42) 양국이 언 한 력 계라는 것도 항행  조업 안 의 확보, 해상에서의 

41)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각기 자국 국민에 대하여 해당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中日漁業協定을 초안하
던 당시에는 이 ‘북위 27도 이남 수역’에 관하여 중일 양국이 어업에 관하여 모종의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성안하였으나, 이는 台灣을 中國의 一部로 
보는 中國이 台灣을 포함하는 동 해역에 대하여 일본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中國과 
台灣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하다는 필자의 1999년 中國海洋國際
法學會 講演을 듣고, 중국 정부가 태도를 변경하여 양국이 이 수역에서 일체의 국내법
규를 만들어 집행하는 계획을 포기하기로 하는 交換公文에 합의하기에 이른 것은 혹
기적인 일이었다. 漁業에 관한 日本國과 中華人民共和國 간의 協定 제6조 (b)의 수역
에 관한 서한> 참조.

42) 일본은 아마도 이러한 ‘이름 없는 수역 아닌 수역’에 타이완(台灣)을 넣음으로써 과거 
50년 동안 통치한 타이완이 일종의 느슨한 공동수역에 있게 하고 싶었고, 중국은 자
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디아오위(釣魚)도 내지 센카쿠(尖角) 열도가 이러한 수
역에 들어와 그 주변수역에 대해 共同開發을 할 수 있는 機緣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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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인 조업 질서의 유지와 해상에서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해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해난  긴 사태시에 가능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고 통지한다는 것이며, 그 이외에 양국이 어업에 한 과학  연구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해서 력한다는 등으로 력의 정도는 미미하다.43) 

이 정도의 합의는 公海상의 魚族資源 保存이나 海洋還境의 保全을 하여서나 

半閉鎖海의 沿岸國들이 공동의 이익을 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 양국은 합의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이 ‘북  27도 

이남의 수역’에 해서는 양국이 어업자원 보존 등에 하여 의는 할 수 있지

만, 그 의 내용을 여하한 공동의 규범으로 리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 ‘수역 아닌 수역’에서의 共同管理性은 全無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

본은 디아오 (釣魚) 내지 센카쿠(尖角) 열도에 하여 국과 共同管理性이 있는 

수역을 설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 열도를 기 으로 하여 200해리 排他的經濟水

域을 선포하고 이에 침범하는 타이완(台灣)과 국 어선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제3

국 어선까지 나포하는 등 주권  권리를 100% 행사하여 미국 地名委員會(BGN)

로부터 변함없이 일본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 南쿠릴 列島 

일본은 제2차 세계  종  이래 러시아가 령하여 할하고 있는 南쿠릴 

列島 4개 섬, 즉 에토로 , 구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에 하여, ‘北方領土’라고 

通稱하며 반환을 요구해왔다. 1956년 日蘇共同聲明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 섬

을 양국 간에 平和協定 체결 후에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平和協

定이 체결되지 않았고,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이들 네 개의 섬에 한 반환 의

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들 도서에 한 유권 주장을 하면서 그 주변 

해역에 해서도 할권을 주장해왔다. 2000년 12월 한국의 꽁치잡이 어선이 한

43) 한국 정부가 獨島를 포함한 東海 중앙 일원에 설치한 中間水域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東中國海 북부에 위치한 절편모양의 ‘暫定水域’을 예로 들지 않고 굳이 東中國
海 南部의 이른바 ‘북위 27도 이남의 수역’이 中間水域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
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東中國海의 절편모양의 수역과 獨島를 포함한 中間水域
을 모두 ‘暫定水域’이라고 부르고 있다.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전자는 中日漁業共同委
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共同規範을 만들어 양국이 각기 國內規範을 만들어 자국어민에
게 실시하고, 후자는 韓日漁業共同委員會가 勸告한 사항을 양국이 각기 國內規範을 만
들어 자국어민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決定과 勸告의 차이로 共同管理性
의 强弱이 있을 뿐이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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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러 간의 어업합의에 따라 이들 네 개의 분쟁도서 주변수역에 조업에 나서게 

되자, 南쿠릴 列島에 한 領有權을 주장하면서도 실 으로 그에 한 할권

이 없는 일본은 2001년 3월 4개 섬의 토권에서 발양하는 해양에 한 주권을 

무시하는 행 라며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44) 일본의 주장은 南쿠릴 

列島에 한 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수역에 해서도 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 토문제와 어업문제의 련성”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하여 1999년 新韓日漁業協定에서 “領土問題와 漁業問題를 

別個”로 하기로 한 를 들며 “領土問題와 漁業問題가 別個의 問題이므로 한국 

어선의 이들 분쟁도서 해역으로의 진출하는 것은 순 히 상업 인 문제일 뿐이

며 러일 간의 토문제와 하등의 계가 없고, 러ㆍ일 어느 일방의 주장을 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 으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

축하 다.45) 러시아는 한국 어선 조업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

했다. 결국 일본은 자국이 유하지도 않는 분쟁도서에 하여 그 주변수역의 

할권까지 주장을 하면서 제3국인 한국의 입어를 허용하지 말 것을 러시아 정부

에 요구하여, 토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법리

를 주장하 다. 이것은 불과 2년 에 일본이 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별개로 하자

면 독도를 포함한 中間水域에서 공동어로를 주장했던 이면에는, 토에 한 

할권은 행사하지 못해도 그 토가 발양하는 해양에 한 할권을 행사하겠다

는 속셈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金泳三 정부는 1996년 11월 이래 독도에 하여 토문제와 어업문제가 별개

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입장을 받아들여 어업문제만을 논의한다는 선에서 1997년

부터 어업에 한 상을 벌여 온 바 있었고, 金大中 정부에서는 1998년에 역시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하여 상한다는 기조 에서 독도를 간수역에 넣

어 그 주변수역에서 일본 어민과 한국 어민의 어로를 균첨하게 하는 어업 정을 

체결했다. 심지어 한국의 헌법재 소는 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하여 어업

정을 체결하여 어민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헌법소원에 하여 新韓日漁業協定은 

정부의 발표 로 어업만을 다룬 정이므로 토문제에 련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 어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46) 한국의 외교부도 헌법재 소도 ‘땅이 바다

44) “‘일, 한국 남쿠릴 열도 조업금지’ 파장,” 동아일보, 2001.10.2.
45) 김영진, “꽁치잡이 일본 대응 비현실적,” 동아일보, 2001.8.9.
46) 헌재 99헌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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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배한다(Land dominates the sea).’는 法諺을 경시하고 토문제와 어업문제

를 분리하여 상하자는 일본의 책략을 마치 法理인양 따른 것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센카쿠(尖角)열도 내지 국명 디아오

(釣魚)도에 해서도 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하여 국과 어업 정을 체결하

지 아니하 고, 무인도인 이들 섬에서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이 발양한다고 주

장하며 이 수역에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해왔다. 일본이 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남쿠릴 열도 연해에서조차 토문제와 어업문제가 서로 연결된 것

으로 보고 동 열도 주변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독도 주변수역에서 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나

도 조 이다. 이러한 일본의 공세 인 주장을 물론 러시아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2년 3월 1일을 기해 한국 어선의 조업이 재개되었다. 일본 정부의 이

러한 공세 인 주장에 하여 일 성이 결여된 행태라고 비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토에서 발양하는 주권  권리행사에 소극 인 태도를 취한 한국 정부

가 그 소극  태도로 말미암아 독도 유권에 기한 주권  권리를 제 로 행사

하지 못하여 독도 유권 행사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地名委員會(BGN)의 

평가를 받게 된 遠因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47) 

4. “領土問題와 業問題 別個說”이 낳은 共同管理狀態 

朴椿浩 교수 등이 島嶼에 한 實效的인 支配는 島嶼 그 자체에 국한된다며 

주변수역에서의 공동 리성 존재는 도서의 유에 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에서의 공동어로가 유권의 향배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멩키에 에크

호(Minquiers and Ecrehos) 事件에 한 國際司法裁判所의 결을 잘못 이해한 

소치다.48) 동 사건에서는 과거에 동 분쟁도서의 해 내 어업에 하여 공동어로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競爭的 請求(competing claims)’에서 양국의 실효  지배

의 정도를 평가할 때, 유권의 향배에 별반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47) 일본은 종종 이처럼 모순적 태도를 취한다. 독도에 관해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가서 
해결하자면서, 센카쿠(尖角) 내지 디아오위(釣魚)도에 관해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것
도 좋은 예다.

48) 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 v. U.K.) 1953 I.C.J. Report 47. 朴椿浩 교수는 
멩키에 에크레호 사건에서 영해 내 공동어로가 영유권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므로 獨島 주변수역에 中間水域을 설치하여 공동관리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獨島의 領有權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누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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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독도에 해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 리 인 요소를 독

도에 하여 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中間水域을 만들어 새삼스럽게 공동 리

 요소를 창설한 것은 對世的 權利인 領有權에서 發揚하는 海洋에 한 權利를 

제 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미국 地名委員會(BGN)는 한국이 독도

에 한 유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整合性이 不足하다 평가하여 2008년 7월에 

한 때 獨島를 ‘主權未指定地域(Sovereignty Undesignated)’이라고 표기했던 것이

다. 물론 도서분쟁시 인  해양에 한 유권 도 국의 주권행사가 분쟁도서에 

한 유권의 향배에 결정 인 향을 미친 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나, 

200해리 시 에 도서의 가치보다 주변해역에서의 자원의 가치가 히 높은 경

우에 그 자원에 한 유권 도 국의 주권행사가 일정한 權原을 형성하는 경우

에는, 그 도서의 유권 주장에 있어서 ‘경쟁  청구(competing claims)’시 일정

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과거 해가 3해리에 그치던 때에 분쟁도

서 주변해역에서의 어업문제가 종종 쟁 이 되었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V. 獨島와 그 周邊 水域에 대한 主權的 權利의 積極的 行使 

1. 主權的 權利의 積極的 行使의 當爲性

獨島에 하여 한국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이 比等하다면, 新韓日漁業協定상 中

間水域의 설정은 유엔 海洋法協約 第74條에서 권하고 있는 暫定的 約定의 하나

로 무방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獨島 領有權에 한 한국의 주장

이 옳고 일본의 주장이 그르다면, 新韓日漁業協定은 公平한 것이 아니다. 이 中

間水域의 妥當性 문제는 곧 독도에 한 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달려 있

다. 新韓日漁業協定 交涉 首席代表 尹炳世 심의 은 1998년 9월 30일 외교통상

부에서 열린 交涉經過 說明會에서, “한국과 일본이 獨島에 하여 역사 으로나 

국제법 으로 百分率로 보아 각기 어느 정도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

고 상에 임하 느냐?”는 필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과 일본은 獨島에 하여 

60%  40%정도 그 주장에 타당성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만일 독도의 한 한국의 유권 타당성 정도가 그 정도라

면 이 정은 체로 잘 된 것일 수 있을 것이나, 내가 연구한 바로는 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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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의 유권 타당성이 완벽한 반면에, 일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어업 정은 단히 잘못 된 것이다.”라고 비 을 했다. 그는 독도 유권 문

제를 자세히 연구하지 못했다며 반박을 하지 못했다.49) 

그 후 언론에서 新韓日漁業協定에 하여 찬반 논란이 거세게 개되었다. 

2002년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최고의 국제법 학자인 海洋法裁判所 裁判官 야마

모도 소우지(山本草二) 교수가 당시에 논란이 되던 新韓日漁業協定과 獨島 領有

權과의 계에 하여 한국에서 거센 논란이 있다면서 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李昌偉 교수의 질문을 받고, “일본은 사실은 獨島에 하여 별로 할 말

이 없었는데, 新韓日漁業協定 체결 후에 비로소 할 말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50) 이 말은 간명하면서도 한ㆍ일 간의 獨島에 한 法的 眞

面目을 정확하게 표 한 것이다. 일본측에서 들어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한국측

에서 들어도 역시 일리가 있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명언이었다. 그 취지는 朴椿浩 

교수나 한국 정부의 견해가 틀리고, 일본의 獨島 領有權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

로 그 주변수역에서도 역시 권원의 설정이 없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상 수석 표 尹炳世씨는 獨島의 領有權에 

하여 정확한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에 임하여, 그는 新韓日漁業協定 제15조

에서 “어업에 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한 상 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는데 동참하여, 獨島에 하여 일본도 일정

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간 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했다. 야마모도 소우지(山本

草二) 교수의 견해와 필자의 견해에 따라, 新韓日漁業協定은 일본은 獨島에 하

여 “별로 할 말이 없는데도” 獨島를 포함한 공동 리성이 있는 中間水域을 설치

49) 그 설명회에 新韓日漁業協定 체결을 자문했던 朴椿浩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후 獨島問題와 漁業問題가 별개의 문제라면서 新韓日漁業協定에 찬성하는 학자들을 
20여명이나 모아서 명단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1999년 1월초에 열린 大韓國際法學會 
총회장에서 배포했다.

50) 李昌偉 교수는 그 후 야마모도 소우지(山本草二) 교수의 발언을 수차 證言을 하였다. 
이를테면, 2005년 8월 8일 大韓辯護士協會 獨島特別委員會에서 주최한 <新韓日漁業協
定 關係 세미나: 獨島 領有權을 中心으로>에서 證言했다. 필자도 新韓日漁業協定 관련 
학술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를 여러 차례 구두로 발표하였다. 李相冕, “新韓日漁業協定
과 獨島의 效果的인 領土主權 强化方案,” 鄭夢準ㆍ鄭玉任, 新韓日漁業協定과 獨島의 
效果的인 領土主權 强化方案,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집, (2008.8.1), pp. 12-26, 15; 
_______, “韓國의 海洋領土 主權 强化 方案,”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국회의
원 세미나 자료집 (2008.9.3), pp. 1-17, 2-3; _______, “新韓日漁業協定의 矛盾과 그 
克服 方案,” id., pp. 18-35,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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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한국은 獨島 領有權이 穩全하다는 것을 제로 하여 

漁業協定을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主權的 權利의 積極的 行使를 위한 法理의 修正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金大中 정권은 獨島를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하나의 巖石(rock)이라는 제하에, 獨島를 12해리 해밖에 갖지 못하

는 섬으로 가치를 貶下하면서 獨島를 中間水域에 넣는 新韓日漁業協定을 체결하

여, 국민  항에 부딪혔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金大中 정부가 국

민 다수가 반 하는 정을 체결하고 그 비 을 강행하 다는 것은 아이러니

다. 新韓日漁業協定에 반 하는 어민단체 등 뜻있는 인사들은 특히 1999년 1

월 에 국회에서 新韓日漁業協定 批准同意案이 날치기로 통과된데 하여 國會

의 批准同意節次가 違憲이라고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제기했다. 憲法裁判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의 고함소리가 여기 기에서 들

리는 녹화테이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21일

에 기각결정을 내렸다.51) 이른바 날치기가 합법이라는 이 憲法裁判所의 기각 결

정에 실망한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는 인 서명운동을 벌 다. 2-3년에 

걸쳐서 국 으로 행해진 가두서명운동에서 850여만 명의 유권자들이 新韓日漁

業協定에 반 하는 서명을 했다.52) 몇 트럭분의 서명지가 제시되었다. 

2005년 3월 16일에 일본 시마네(島根)  의회가 소  ‘다 시마의 날’을 제정

하는 條例案을 통과시켜, 新韓日漁業協定을 비 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자, 

일본에 하여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종래의 정책을 기로 했다. 바로 그날 

兪弘濬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심이 고조되고 

있는 天然記念物 제336호 ‘獨島天然保護區域’을 문화재보존에 향이 없는 범  

내에서 개방해 나가기로 방침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53) 일거에 국민들이 환호

했다. 獨島 방문을 신청하는 국민의 수가 격증하 다. 그 후에도 일본은 독도에 

51) 99헌마139.
52) 朴燦種 前 國會議員이 領導하는 <新韓日漁業協定 破棄 再協商 促求 國民運動 本部>에

서 무려 550여만 장의 서명지를 모았다. 윤상현, 오윤길, 윤미경이 이끄는 獨島義兵隊
에서도 200여만 장의 서명지를 모았다. 그 외 시민단체에 모은 서명지를 합치면 도합 
850여만 장에 이른다. 이들 서명지는 정부 당국에 제시한 다음 지금은 獨島博物館 등
에 보존되어있다.

53) “정부, 일반인 獨島 출입 전면 허용,” 조선일보, 20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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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결 공세 인 정책을 폈다. 2006년 4월 19일에는 일본 海上保安廳 소속 測

量船이 獨島 周邊水域에서 측량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4월 24일에는 盧武鉉 

통령이 이에 강력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종래에 獨島에 해서 인

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섬이라고 평가를 하하며, 獨島와 그 

해를 잘 지키면 된다던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수역에서 해  측량을 하겠다는 일

본 측량선을 막기 해서는 평화선이나 한국의 排他的經濟水域法 같은 국내규범을 

들고 막연한 주장을 하기보다, 獨島가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의 가능성이 

있어서 排他的經濟水域을 발양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다.54) 5월 9

일 外交通商部 條約局에서는 문가 회의를 열고 獨島에 한 가치평가에 한 논

의를 했다.55) 필자를 포함한 참석자들 다수가 獨島가 인간 거주나 독자 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섬이라고 평가하며, 유엔海洋法協約 제121조 제

3항에 따라 排他的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는 섬(island)이라고 주장하 다.

한국 정부가 新韓日漁業協定 체결 시 獨島가 無人島로서 排他的經濟水域을 가

질 자격이 되지 못하고 領海만을 가지므로, 그 주변수역이 ‘公海的’이라고 설명

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필자가 주장해온 로 獨島가 發揚해내는 潛在的 排他

的經濟水域이라고 새로운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平和線’ 宣布시 

海水(water column) 上下와 海棚의 上下에서 주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선

언하 지만, ‘平和線’은 독도 동방 12해리 내의 일 에 그쳤던 데다가, 그 以遠의 

권리를 주장하기 해서는 새삼스  獨島 有人島論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有人島論을 주장하게 되면, 獨島에 하

54) 2006년 5월 10일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獨島 基點 問題를 논의하는 獨島特別委員會
가 개최되었는데 柳明桓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愼鏞廈 교수와 필자를 비
롯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발표했다. 5월 19일에는 李長熙 교수가 愼鏞廈 교수와 필
자와 함께 金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을 대면하고, 獨島가 인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으로 재평가하여 獨島를 境界劃定 交涉 時에 基點으로 주장하는 정책을 취
할 것을 건의했다. 그 후 金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은 盧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데 성
공하였다. 그 후 외교통상부 朴喜權 조약국장이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후 곧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6월 12-13일 도쿄에서 열리는 排他的經濟水域 境界劃定會談
에서 韓國측 基點을 獨島로 하기로 했다.

55) 당시 전문가 회의를 주재한 朴喜權 조약국장은 金泳三 정권 말기에 조약국 국제법규
과장으로 新韓日漁業協定 교섭의 준비작업을 담당했었던 만큼, 그는 金大中 정권 하에
서 체결된 新韓日漁業協定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외교통상부, 한일 
EEZ경계획정 문제, (2006.5.9),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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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과 그 주변의 潛在的 排他的經濟水域인 中間水域에

서 新韓日漁業協定의 제 규정에 따라 어업상의 이익을 균첨한다는 것이 되는 것

이므로, 中間水域에서 共同管理的 要素가 없다고 주장하던 종래의 논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후에도 中間水域이 ‘公海的’

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며 中間水域 내에서의 共同管理的 要素를 부인해왔다.56) 

3. 主權的 權利의 積極的 行使 方向

(1) 整合性 있는 主權的 權利 行使의 必要性

新韓日漁業協定에 하여 호의 이던 盧武鉉 통령의 를 이어 그에 비

인 입장을 취하던 한나라당 후보 李明博씨가 2008년 2월 25일 통령에 취임하

고 實用外交를 표방했다. 實用外交란 임 盧武鉉 통령이 민족주의 인 색채의 

외교를 한데 한 반작용으로 생긴 것으로 보 지만, 그 속에 무슨 특별한 사상

과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57) 실용외교란 무나 일반 인 용어(generic 

term)이다. 외교치고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외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獨島와 新韓

日漁業協定을 요한 實用外交 속에는 섣불리 일본과 결하여 손해를 보지도 

않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공평하게 체결되지 못한 同 協定을 개

정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2008년 7월 하순에 미국 國立地理院 地名委員會(Board of Geographical Names: 

BGN)의 獨島 ‘主權未指定地域(Sovereignty Undesignated)’ 表記 事件이 발생했다. 

필자가 7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발표한 “ 간수역에 빠진 독도”라는 時論을 보

고,58) 鄭夢準, 鄭玉任 의원이 심이 되어 8월 1일 오  7시에 긴  조찬회를 열

었다.59) 70여명의 의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朴熺太 한나라당 표와 

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地名委員會(BGN)에서 한국의 獨島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의 행사에 整合性이 不足하다고 판단하고 獨島를 ‘主權未指定地域(Sovereignty 
Undesignated)’으로 선언했던 것은, 바로 이 中間水域에서의 共同管理性을 관찰하고 領
有權 行使에 整合性이 不足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
이, 이러한 한국 정부의 主權的 權利 行使에서 整合性이 不足한 것으로 보인 것이 두
드러진 것은, 일본이 중국과의 어업협정에서 센카쿠(尖角) 열도 주변에 中間水域을 설
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주변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을 선포하여 그에 침범하는 외국 
어선을 모조리 나포하는 등 온전하게 100% 주권적 권리를 행사해온 것과 커다란 대
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57) 이상면, “ ‘실용주의’말고 뭐 없나,” 조선일보, 2008.8.2.
58) 이상면, “ ‘中間水域’에 빠져버린 獨島,” 조선일보,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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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진 의원들은 개회 벽두부터 地名委員會(BGN)가 獨島를 ‘主權未指定地域’

이라고 표기한 것은 新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갔기 때문이었

다고 성토하 다. 정부를 표하여 출석한 申珏秀 외교통상부 차 은 이에 해 

“新韓日漁業協定이 개정되거나 폐기되면 어떤 안이 있을 것인가 신 히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60) 

필자는 방  들어온 인터넷 기사에서 8월 7일 방한을 앞둔 부시 미국 통령

이 地名委員會에 원상회복을 지시하여 獨島가 다시 韓國領으로 표기되었다는 소

식을 하면서, 地名委員會 인사들 가운데 獨島의 ‘主權未指定地域(Sovereignty 

Undesignated)’ 표기는 원상회복 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독도에 한 주권  권리 

행사에 있어서 整合性이 不足했다고 언 한 것을 했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新

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가 中間水域에 삽입되어 그 주변수역이 공동 리와 비슷

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찰한 결과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독도를 간수역에 넣

는 결정은 한 것은 수석 표 尹炳世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윗선에서 이미 결정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당시 外交安保首席 林東源씨의 증언에 의하면 朴

椿浩 교수의 자문을 받아 그 게 처리하 다고 말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결정은 한 책임은 金大中  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金大中 정

권하에서 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무소속 朴智元 국회의원이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간 新韓日漁業協定을 비 한 것에 해 반박을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朴智

元 의원은, “新韓日漁業協定은 朴椿浩 교수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서 동 

어업 정과 독도 유권은 아무런 련이 없다.”고 말하여, 그 책임이 金大中  

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61) 그 후, 약 한달이 지난 9월 3일 오  7시 

다시 국회에서 鄭夢準, 鄭玉任, 朴振 의원이 주최한 조찬긴담회가 열렸다. 필자와 

朴椿浩교수를 신하여 나온 金燦圭 교수의 新韓日漁業協定에 한 상반된 발제

를 듣고 여야 3당 의원들이 열띤 찬반 토론을 벌 다.62) 한ㆍ일 간의 독도와 해

양 문제를 당 으로 풀어보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돋보 다. 

59) 정몽준ㆍ정옥임: 간담회 자료집: 新韓日漁業協定과 獨島의 效果的인 領土主權 强化方
案, 2008.8.1.

60) “신차관 ‘한일어업협정 개정, 폐기 신중해야,”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8.8.1.
61) 朴智元, “獨島, 韓日漁業協定과 無關 ... 없어질 5년 우려,”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8. 

8.1.
62) 李相冕, “韓國의 海洋領土 主權 强化 立法 方案,” 정몽준ㆍ박진ㆍ정옥임, 세미나 자료

집: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2008.9.3), pp. 1-17; 李相冕, “新韓日漁業協定의 矛盾
과 그 克服 方案,” id., pp.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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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島 周邊海底에 한 主權的 權利의 行使 方向

新韓日漁業協定 제1조에서 同 協定이 양국의 排他的經濟水域에 용된다고 규

정되어 있고, 그 이하에서 한일양국의 “排他的經濟水域으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의 어업에 한 사항을 규정하 으므로, 동 정은 漁業協定이면서도 사실상 境

界劃定에도 그 목 이 있었다고 보인다. “排他的經濟水域으로 간주하는 해역”에 

이르지 못한 中間水域도 其實은 韓日이 나 어야 할 潛在的 排他的經濟水域이다. 

排他的經濟水域(EEZ)은 유엔海洋法協約과 우리나라 排他的經濟水域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上部水域과 海底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는 것은 두 말할 나

가 없다. 新韓日漁業協定이 어업에 한 사항을 다루기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排他的經濟水域으로 간주하는 해역”이 향후 排他的經濟水域을 정식으로 劃定하

는 데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水面의 要素만 보고 체결한 漁業協定이 

해 물 자원에 해서도 그 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 동 어업 정을 체결하면서 해 에 하여 별반 고려를 아니 하고 

어업에 한 사항을 주안 으로 하여 “排他的經濟水域으로 간주하는 해역”을 분

할한 것이므로, 향후 해 에 한 요소를 반 하는데 지장을 래할까 우려된다. 

獨島 周邊의 海底에는 ‘메탄 하이드 이트(Methane Hydrate)’ 는 ‘메탄 가스 

水化物’이라고 불리는 고체 메탄가스가 천문학 인 숫자로 매장되어 있어서, 그 

개발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30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63) KAIST 생명공학과 이흔 교수 과 韓國地質資源硏究院이 공동으로 海底 

天然가스 水化物 層에 이산화탄소나 배기가스를 직  장하고 동시에 천연가스

63) 李相冕, “東海 에너지 資源과 新韓日漁業協定,” 한국에너지법연구소, 제17회 한국에너
지법회의, 에 지, 한반도 & 법, (2006.11.30), pp. 1-19. 유해수ㆍ현상민, 메탄하이드

이트 (2000). 가스 水化物은 시베리아와 같은 凍土地帶나 深海底 堆積層에 널리 분포
되어 결빙상태로 존재한다. 천연가스처럼 95% 이상이 메탄가스로 이루어져 보통 메탄 
水化物(methane hydrate)라고 칭하기도 하며, 간단히 하이드레이트(hydrate)라고 불리기
도 한다. 인화성이 강하고 열량이 우수하여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데 대비하는 대체연료로서 기대가 되는 바 적지 않다. 獨島 鬱陵島 隣近 
깊은 바다에 널리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그 개발과 이용에 주목되는 바 크다. 가스 
水化物이 각광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천연가스처
럼 적어 친환경적인데다가,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 현상
을 막는 성질이 있어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水化物을 채굴하여 소비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가스 水化物은 凍土地帶나 深
海底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기 중으로 분출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개발 및 이용
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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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수 있는 ‘맞교환 방식’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미국 科學院會報(PNAS) 

2006년 8월 15일자에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 다.64)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

스 水化物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수심 500미터 이하의 堆積層 海底가 있는 동해 

鬱陵島 獨島 남부 鬱陵盆地 일원이다.65) 이 해역은 일본이 함부로 명명을 하면서 

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이기도 하다. 일본이 獨島 領有權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獨島 그 자체의 요성보다도 獨島 隣近 海域에 막 한 양의 가스 水化

物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66) 

海底 堆積層에 산재해 있는 가스 水化物은 熱注入 方式이나 水素 내지 二酸化

炭素 注入에 의한 ‘맞교환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境界線에 걸쳐서 분포하

여 한 가스 水化物을 개발할 때에는 共通으로 분포된 海底 鑛物資源을 共同으로 

開發하는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海底 鑛物資源의 開發 가운데서도 석탄

이나 석과 같은 고체물에 한 개발은 공동개발구역을 획정하는데 비교  용

이하나, 流動性이 큰 석유나 가스의 개발의 경우에는 ‘單位化(unitization)’에 의하

여 기술 인 공동 력개발이 필요하다. 가스 水化物은 부존상태가 얼음형태의 

고체로서 열을 가하거나 수소 내지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여 解離시키면 가스

형태로 변화하여 채굴하게 되는 것이므로, 境界線 부근에서는 력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海洋境界劃定 以前의 管轄權 行使 方向

獨島 주변수역에서 大陸棚에 한 한국의 주권  권리행사의 외  역의 한

계는 원칙 으로 新韓日漁業協定과 련이 없이 향후 海洋境界劃定에 의해서 규

정될 문제다. 海洋境界劃定은 海水의 上下에 한 劃定과 海棚의 上下에 한 劃

定으로 나 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리상 편의를 하여 거의 모든 경우에 

單一海洋境界線(single maritime boundary)을 선호한다.67) 이것은 곧 海底와 그 上

64) “온난화가스와 에너지가스 맞교환 원리 규명,” KAIST 홍보자료, 2006.8.17.
65) 獨島에는 바다 밑 2천미터 海底로부터 치솟아 올라 웅장하게 널려있는 獨島 자체의 

第1海山과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第2海山 및 다시 5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第3海
山이 있는데, 각기 수심이 60미터 내지 200미터에 불과한 화산암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 가스 水化物의 부존 가능성이 없다. 이들 3개의 海山은 5백만년 전에서 270만년 
전 사이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일본의 옹키(隱岐)섬의 생성 기원과 다르다.

66) “백만불 미스터리- 일본이 獨島의 領有權을 주장하는 이유,” SBS TV, 2005.3.21. 
67)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of the Gulf Maine 

(Canada/U.S.A.) 1984 I.C.J. Report 246. Rhee, Sang-Myon, “Equitable Solu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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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水域을 포함하는 排他的經濟水域의 경계를 의미한다. 獨島 자체의 排他的經濟

水域의 外的限界는 유엔 海洋法協約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獨島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바 섬으로 해 12해리밖에 갖지 못하는 것인지,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가능하여 排他的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 인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200해리까지 그 역의 외  한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기는 하나, 獨島내지 鬱陵島에서 발양해내는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과 일본의 

옹키(隱岐)섬의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이 복이 될 것이므로, 양국 간의 해양

경계선은 유엔 海洋法協約 제74조와 제83조에 규정된 排他的經濟水域 내지 大陸

棚의 경계획정에 한 규정에 따라 ‘公平한 解決策(equitable solution)’을 모색하

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獨島가 岩石에 지나지 않는다는 종래의 태도

를 변경하여 2005년 6월부터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가능하여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보고 獨島를 기 으로 海洋境界劃定을 

주장하고 있지만, 獨島가 鬱陵島와 일본의 옹키(隱岐)섬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

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직  교섭에서나 설사 제3자 해결에 의하는 경우

라도 그 가치는 게 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4월에 일본 海上保安廳 測量船 進入 試圖 事件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

가 新韓日漁業協定 체결 이래 수년간 견지했던 ‘獨島 巖石論’을 고 排他的經濟

水域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하여 獨島의 排他的經濟水域 發揚能力에 

하여 한ㆍ일 양국의 입장이 같게 되었더라도, 결국 獨島는 海洋境界劃定 交涉 시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價値平價 問題

로 귀결하게 된다. 한ㆍ일 간 海洋境界劃定 교섭에서 한국 정부가 주장할 수 있

는 최 의 外延이 獨島와 일본의 옹키(隱岐)섬과의 간선이 될 것이며, 그 최소

한은 獨島를 무시하고 鬱陵島와 옹키(隱岐)섬과의 간선이 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獨島가 그 간선에서 한국쪽에 들어와 치하게 되어 있어 국민  정

서에 부합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 中間線 以西로 그 주장하는 선을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獨島와 같은 조그만 섬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그 價値가 切下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존 반다이크(Jon van 

Dyke) 교수 등 많은 석학들이 독도의 가치를 무시하고 경계획정을 할 것을 권유

하고 있다.68) 

the U .S.-Canada M aritim e Boundary Dispute in the Gulf of M aine,” 7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1), pp. 5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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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論

獨島는 1946년 1월 29일 聯合國司令部가 指令(SCAPIN) 제677호를 통하여 일

본 토에서 분리하여,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美軍政當局에 할권을 넘겨주어,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토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平和線’을 선포하여 

그 주변수역에 한 온 한 주권  권리 행사를 해왔던 것인데, 1965년 체결된 

韓日漁業協定에 의하여 일본에 하여 어업에 하여 사실상 ‘平和線’을 철폐함

으로써 獨島가 公海상에 존재하는 섬으로 이른바 ‘共同規制水域’ 밖의 ‘共同資源

調査水域’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9년 金大中 정권하에서 체

결된 新韓日漁業協定에 의하여 獨島가 中間水域에 들어감으로써, 종래에 獨島에 

해 아무런 권원이 없던 일본이 마치 무슨 할 말이 생긴 것처럼 되었고, 獨島가 

발양하는 그 주변수역에서의 어업에 한 권리를 일본과 균첨하는 모순을 래

하 다. 盧武鉉 정권은 2005년 獨島에 하여 극  정책을 취하여 獨島를 민

간인이 방문할 수 있게 하 고, 2006년 獨島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인간 거주나 

독자  경제생활이 가능하여 排他的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과의 境界劃定 時 獨島를 基點으로 境界線을 劃定할 것을 주장하기

로 선언했다. 한국이 일본에 하여 주장할 수 있는 排他的經濟水域의 최 한은 

獨島와 일본의 옹키(隱岐)섬 간의 간선까지로 하기로 정책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것은 平和線宣言이나 그 취지를 담은 排他的經濟水域法에서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 최 한이라고 볼 수 있다. 李明博 정부는 新韓日漁業協定에 하여 비

인 입장을 취해온 한나라당에 의해 창출된 정권으로서, 新韓日漁業協定 개정 

가능성에 해서 연구하고 그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新韓日漁業協定을 改

正하여 獨島만 들어가 있는 中間水域 제도를 없애고, 그 주변수역에서 獨島가 發

揚해내는 해양의 이익에 한 주권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여, 독도에 

한 주권행사에 整合性 不足하다는 평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獨島

뿐만 아니라 鬱陵島와 日本의 옹키(隱岐)섬을 모두 포함하는 資源保存水域 같은 

것을 설치하여 공평한 해양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68) Dike, Jon van,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2007), pp. 157, 
198-205. 



2008. 12.]  獨島와 그 周邊水域에 한 韓國의 主權行使 279

투고일 2008. 11. 25   심사완료일 2008. 12. 11   게재확정일 2008. 12. 12



李 相 冕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249∼281280

<Abstract>

Korea’s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Dokdo
and its Marginal Seas

Sang-Myon Rhee
*

69)

The 1952 Korean Proclamation of the Rhee Line surrounding the Korean pen-

insula with several straight lines was similar to the regime of the EEZ, as it 

comprised the water-column and the seabed of the adjacent seas up to the 

possible maximum outer-limits. It was soon vehemently criticized by Japan, as it 

would drive out incoming Japanese fishermen from the declared seas. Japan also 

claimed the ownership of the islet of Dokdo or Takeshima, which was included 

in the Rhee Line, asserting that it used to be a Japanese territory before the 

1910 annexation. Protracted negotiations over a decade produced the 1965 Japan/ 

Korea Fisheries Agreement, wherein Korea allowed the Japanese fishermen to 

fish in the entire Korean waters beyond 12 mile exclusive zone. As a result, the 

Rhee Line was no longer to be applicable to the Japanese fishermen. Dokdo was 

left without any 12 mile exclusive zone in the hazy zone of joint fisheries 

resources survey outside of the zone of joint fisheries resources preservation. 

In the 1999 Japan/Korea Fisheries Agreement, Dokdo was to be located in the 

nameless zone of joint management of fisheries, influenced by the “provisional 

arrangement of a practical nature” as provided in Articles 74 of the UN Conven-

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was a vehement criticism over such an 

arrangement in Korea, because the rocky islet of Dokdo has not been regarded 

as a disputed one by Korea due to the solid evidential facts and the sound legal 

bases. South Korea had to accept such an arrangement ‘unwillingly’ while she 

was under IMF management when it needed Japan’s help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t had to persuade the angry Koreans saying that the nameless int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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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te zone has no character of joint management, since the rocky islet can 

generate only a 12 mile territorial sea without existence of any possibly sustain-

able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its own. 

However, in May 2006 when Japan attempted to conduct a scientific survey 

over the seabed around the disputed islet, Korea had to abandon the theory, 

newly asserting that it can generate 200 mile EEZ for it can sustain human ha-

bitation and economic life of its own, emphasizing upon the 'possible capacity 

standard’ provided in Article 121 (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ue to the change, Korea came to face a difficulty in denying any exis-

tence of a character of a joint management in the nameless zone, which would 

no longer be regarded as a zone with a character of the high seas, since it is 

consequently a potential EEZ generated from the disputed islet. 

In July 2008, the US Board of Geographical Names labelled the islet as 

‘sovereignty undesignated’ due to an appraisal that Korea is in lack of integrity 

in exercising its sovereign rights generating from the islet. The BGN had to 

restore the label of the Korean sovereignty as advised by President Bush who 

would otherwise face vehement protest during his coming visit to Seoul in early 

Augus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BGN has maintained the Japanese 

sovereignty over the disputed Senkaku islets due to the fact that Japan has 

exercised its full sovereign rights without making any provisional arrangement in 

the marginal seas off the islets with China or Taiwan. South Korea should learn 

such a wisdom from Japan in exercising full sovereign rights over Dokdo if it 

would persuade a third party like the BGN that it is exercising its sovereign 

rights over Dokdo and its marginal seas.

Key words: Rhee Line, Dokdo, Senkaku, Japan/Korea Fisheries Agreement, 

provisional arrangement, sovereign rights, Board of Geographical 

Na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