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머리말

1992년 8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총

회(UNCSGN)에서 한국과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

되고 있는 일본해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동해의 정당성

과 함께 동해 표기 또는 동해/일본해로 병기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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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2년 8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지명표준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본해 지명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는 19세기 서구에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므

로 일본해 이외에 다른 명칭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한일 간에 동해와 일본해를 둘러싼 논쟁과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한일 대학생들의 동해/일본해 지명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해 지명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표준 지명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동해를 선호하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동해/일본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한일 대학생

들은 공통적으로 한일 정부의 논의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주요어 : 한국과 일본, 동해와 일본해, 대학생, 지명의 인식, 국제사회, 문제해결

Abstract :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 held
in New York in August 1992,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aised the justification of the name of the East
Sea while raising the injustice of the name of the Sea of   Japan, which is commonly u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nied names other than
the Sea of   Japan because it is the only name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in the West. In the meantime, debates
and disputes over the East Sea and the Sea of   Japan have continu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on the names of the East Sea and the Sea of   Japan 
as part of the problem-solving process. As a result,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found to have negative images
and emotions about the Sea of Japan. Also, as a standard geographical na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n university students prefer the East Sea,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refer the East Sea/Sea of   Japan.
In addition,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both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responded the most to the discussion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Key Words : East Sea and Sea of Japan, Korea and Jap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geographical names,

International community,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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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다. 이 주장에 일본은 일본해가 20세기 이전부터 서

구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므로 일본해 이외에 다

른 지명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다(일본 외무성 홈페

이지, 2020.06.30. 열람). 이후 한일 간에는 현재까지 동해

와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에서

는 동해와 일본해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로컬과 글로벌 

스케일에서 다양한 지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지명 논쟁과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

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지리학, 역사학, 해양학, 정치

학, 경제학, 국제법, 국제관계학 등 관련 학자들이 동해와 

일본해 지명 사용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각의 지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심정보, 2013). 미시

적으로 동해 표기 관련 주제는 주로 고지도와 고문헌, 지명

연구, 교과서연구, 정치지리와 지정학, 해양학, 국제기구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김걸, 2015). 게다가 문제 진

전을 위해 인간 관점의 도입(Choo, 2014), 두 지명 사용의 

가능성(Choo, 2018),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Choi, 2016) 

등도 나왔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

제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초·기본이라 할 수 있

는 동해와 일본해 지명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분석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명칭으로 한국인들은 동해(East Sea)보

다 한국해(Sea of Korea)를 더 선호한다는 설문 조사의 결

과가 언론,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된 적은 있다

(한병관, 2015; Park, 2019). 이들 설문 조사의 결과는 한국 

정부의 동해 표기 정책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학술 

논문으로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 조사 대상으로 일본인이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바다의 국제명칭 표기에 대한 

선호도만 다루었다는 점 등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설문 조사와 내용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되는 동해와 일본

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 및 

분석되어야 한다. 왜 오랫동안 한일 정부와 민간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논쟁과 분쟁을 지속하는가? 또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등이 중점적으로 해명되어

야 한다. 여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요소는 동해와 일본해 

지명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미지 또는 감정을 조사

설 문 지

(       )과  (  )학년  남·녀 

※ 이 설문 조사는 한일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대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문지 답변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로 표시 또는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1. 나는 지금까지 동해라는 바다 명칭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있는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학교, 언론, 교사, 기타), 어떻게 최초로 알게 되었는가?

2. 동해라는 명칭의 기억이나 생각, 이미지(표상)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3. 나는 지금까지 일본해라는 명칭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최초로 알게 되었는가?

4. 일본해라는 명칭의 기억이나 생각, 이미지(표상)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5.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는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

6. 나는 종이 지도에서 (동해, 일본해, 동해/일본해), 그리고 온라인 지도에서 (동해, 일본해, 동해/일본해)로 바다 명칭을 표기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해당 부분을 모두 ○로 표시

7. 내가 만약 종이 지도와 온라인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이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것을 본다면, 기분이 (좋다, 매우 좋다, 

아무렇지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그리고 나쁘다면 왜 그러한가? 

8. 나는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논쟁(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없다).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며, 언제부터인가?

9. 여러분은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의 해당 부분에 

○로 표시(복수 가능)하고, 그 외에 기타 명칭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동해, 일본해, 동해/일본해, 한국해, 한국동해, 한국해/일본해, 기타 (       ) 

   · 이유 : 

10.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에서 ○로 표시(복수 가능)하고, 기타 방안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부)의 논의, UN과 국제수로기구(IHO) 등의 권고,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 해외 홍보 활동 

   · 기타 :

11. 내가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라면, 수업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다음에서 ○로 표시(복수 

가능)하고, 기타 방안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동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 동해 지명의 정당성,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논쟁점, 동해 지명의 홍보 

   · 기타 : 

그림 1. 설문 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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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다. 이미지가 감정적으

로 발전하면 호감 또는 혐오의 감정을 갖는 편견이 되며,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행동으로 표현되는 차별로도 이

어지기 때문이다(中川喜代子, 2006). 실제로 한일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이미지의 형

성으로 과격한 행동이 표출되기도 한다(심정보,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해와 일본해를 둘러싸고 각

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한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형성된 동해와 일본해 표기의 인식 및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동해 표기 정책을 성찰하

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의 대

학생들 가운데 사회과 예비 교사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미래에 그들이 학교 현장에서 한일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독도주권과 함께 동해/일본해 표기 교육을 담

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한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12

월~2020년 1월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 관련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의 경우 중부지방의 ○○도에 

소재한 ○○대학교 사범대학 3학년 58명(사회교육과 20

명, 역사교육과 20명, 지리교육과 18명), 그리고 일본은 긴

키(近畿) 지방의 ○○교육대학 사회계 코스 2~3학년 44명

(2학년 25명, 3학년 19명)이다. 이들 대학은 동해/일본해

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내륙의 중급 도시, 학력 수준, 사

회과 예비 교사 등의 공통점이 있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개방형 문

항이 대부분이며, 회수율은 100%였다. 설문 조사에 사용

된 한국 대학생들의 설문지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일본 대학생들에게는 동일한 설문 내용에서 동해를 일본

해로, 일본해를 동해로 기재하여 제시하였다.

II. 동해와 일본해의 상반된 이미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과 관련하여 동해와 일본해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들 지명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

명의 논쟁 및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기초·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조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접하는 동일 해역을 자국과 상대국에서 사용하는 지

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자국 사용 지명의 이해

한국의 대학생들은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8명 모두 동

해라는 지명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 동해

를 접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지명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수업 또는 사회, 지리, 역사 등의 교과서 및 부도를 통

해 39.7%(23명), 학교나 가정에 비치된 지도와 지구본을 

통해 17.2%(10명), TV의 뉴스와 일기예보 등 언론을 통해 

15.5%(9명), 애국가와 독도 관련 노래 가사를 통해 5.2%(3

명), 기타 일상생활, 외가 방문, 여행 등을 통해 10.3%(6

명), 무응답 12.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동해라는 지명을 초등학교 시절에 처

음 만나고, 주로 학교의 수업, 교과서 및 부도, 지도와 지구

본,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동일한 설문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응답자 42명 모두 일

본해라는 지명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본해를 알게 되어 친근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해 지

명을 습득한 계기는 학교 수업이나 사회 교과서 및 부도를 

통해 71.4%(30명), TV의 뉴스와 일기예보 등 언론을 통해 

14.3%(6명), 학교나 가정에 비치된 지도와 지구본을 통해 

9.5%(4명), 여행을 통해 4.8%(2명) 등이다. 일본의 대학생

들도 한국의 대학생들과 유사하게 자국에서 사용하는 바

다 명칭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되었고, 주요 계기는 사

회과 수업이며, 그 비중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편

이다. 그리고 지도와 언론의 역할도 일본해를 이해하는 과

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요소로 밝혀졌다. 

2. 자국 사용 지명의 이미지

현재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를 한국은 동해로, 

일본은 일본해로 호칭한다. 동일한 바다를 두고, 대학생

들이 각각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이미지는 동일하지 

않다.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동해는 심정

적·주관적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일본의 대학생들

에게 일본해는 객관적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지배적이

다(그림 2). 구체적인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동해의 이미지

와 관련하여, 설문 조사에서 56명이 총 90개(1인당 1.6)를 

자유롭게 기술했다. 동해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동해는 깊고 푸른 바다, 넓고 깨끗한 

바다 등 바다의 규모와 색으로 조합된 것이 25.6%(23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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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추억의 장소로서 여행지 및 해수욕

장 18.9%(17개), 우리나라 바다 17.8%(16개), 독도 13.3%(12

개), 한반도의 동쪽 바다 8.9%(8개), 지명 문제 6.7%(6개), 

오징어와 생선 등 풍부한 해산물 5.5%(5개), 기타(애국가, 

러일전쟁 등) 3.3%(3개) 등이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동해

를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는 주관적·심정적 의미로 애

국가 가사의 첫 구절에 나오는 동해2)처럼 깊고 넓은 푸른 

바다이며, 그 다음은 일본을 염두에 두고 독도, 영토·영

해 의식이 반영된 우리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친근한 일본해의 이미

지와 관련하여, 설문 조사에서 44명이 55개(1인당 1.3)를 

자유롭게 기술했다. 일본해 이미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일본해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바

다 등 날씨와 관련된 것이 34.5%(1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혼슈(本州)의 북쪽에 위치하는 바다 27.3%(15개), 

맛있는 생선과 풍부한 해산물 10.9%(6개), 일본의 바다 

9.1%(5개), 지명 문제 9.1%(5개), 특별히 없다 5.5%(3개), 

러일전쟁 1.8%(1개), 기타 1.8%(1개) 등이다. 이처럼 일본

인에게 일본해는 날씨나 위치와 관련된 객관적 공간이라

는 이미지가 과반을 차지하며, 최근 한일 관계가 반영되어 

영해나 명칭 문제도 일본해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

러나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일본해 명칭이 정착하는데 결

정적 계기가 되었던 러일전쟁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는 

젊은 세대이기에 한국과 동일하게 매우 적게 나왔다.

3. 상대국 사용 지명의 이미지

동일한 해역을 한국은 동해로, 일본은 일본해로 호칭하

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본해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며,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동해는 부정적 이

미지가 그다지 형성되지 않은 편이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상대국이 사용하는 일본해에 대해 

어떤 인식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8명 가운데 84.5%(49명)이 동해의 다른 명칭으로 일본해

를 들은 적이 있고, 대부분 중학교 시절에 이 명칭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일본해를 기억하게 된 계기는 학교의 

수업 46.9%(23명), 언론보도와 인터넷 34.7%(17명), 세계

지도 및 지구본 10.2%(5명), 기타 8.2%(4명)으로 나타났

다. 과반에 이르는 학생들이 일본해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학교의 사회과 지리 및 역사 수업이

며,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알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동

해 표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과목에서 

다루도록 기술되어 있다.3) 그럼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중

학교 시절에 일본해 지명을 알게 된 것은 사회과 지리 및 

역사 시간의 독도 수업에서 독도와 함께 일본해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해라는 명칭을 어떻

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설문 조사에서 대학생의 

91.4%(53명)가 반응을 보였다. 주목할 사항은 응답자들의 

답변에 긍정적 내용은 보이지 않고, 모두 부정적 이미지라

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본해가 표기된 지도는 

일본의 영해, 영토 야욕과 침략, 제국주의의 상징과 부활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본

해 표기로 독도는 일본의 것이 되어 버리고, 한국의 영토

와 영해는 좁아지고, 잘못된 명칭 표기로 불안과 불편을 

그림 2.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이미지

자료 : 설문조사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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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일본해는 억지 주장, 편향

적, 일본 중심이므로 일본해에 맞서 한국해로 표기하거나 

최소한 동해와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한

국인에게 일본해라는 명칭은 반일을 상징하는 하나의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국에서 이 바다를 호칭하는 

동해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44명 가운데 65.9%(29명)이 동해라는 명

칭을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사회과 수업 및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들이 응답한 동해는 

93.1%(27명)이 일본의 도카이도(東海道)와 도카이(東

海)4) 지방(그림 3) 관련 내용이며, 한국의 동해로 이미지

를 기술한 대학생은 6.9%(2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

인들은 이 바다의 명칭으로 일본해 이외에 한국에서 호칭

하는 동해는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사용하는 동해라는 명

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에 

느낌이나 이미지를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다. 설문 조사

에서 대학생 44명 가운데 81.8%(36명)이 반응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72.2%(26명)은 대부분 일본의 도카이(東海) 

지방 관련 이미지를 언급했고, 소수는 모른다거나 특별히 

없다고 기술했다. 나머지 27.8%(10명)은 한국에서 사용하

는 동해에 대한 이미지를 기술했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해

를 한국 측이 부르는 방식, 한국이 부여한 명칭, 한국에서 

보아 동쪽 바다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단순한 이미지이며, 

부정적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다.

III. 분쟁 지명과 해결 방안의 인식

양국의 대학생들은 자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각

종 지도에 이 해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고, 분쟁 지명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

결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한일 대학생들이 제안

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표준 지명,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

할, 학교 교육 등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에 유용한 시

사점이 될 것이다.

1. 자국 이외의 지도에서 지명 인식

자국에서 간행된 지리교과서, 지리부도, 지도 등에서 한

국의 대학생들은 이 바다를 동해로, 일본의 대학생들은 이 

바다를 일본해로 배웠기 때문에 각각의 명칭에 익숙하다. 

시야를 확대해서 양국의 대학생들이 자국 이외에 전 세계

의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는 지도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바다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

문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58명 가운데 79.3%(46명)이 설문에 

반응했다. 다른 나라에 표기된 지명은 동해/일본해(East 

Sea/Sea of Japan)가 41.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일본해(Sea of Japan) 26.1%(12명), 동해(East Sea) 

21.7%(10명), 한국해(Sea of Korea) 4.3%(2명), 기타 6.5%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에서 간행되는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생들

은 동해/일본해 표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며, 게다가 외

국의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한국해를 언급한 것은 특이하

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44명 가운데 모르겠

다(10명)와 미응답자(9명)을 제외한 56.8%(25명)이 반응

을 보여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응답률이 낮았다. 일본의 대

학생들은 자국 이외의 지도에 표기된 바다 명칭은 일본해

(Sea of Japan)가 4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해(East Sea) 36%(9명), 일본해/동해(Sea of Japan/East 

Sea) 16%(4명), 기타 동해/중국해 4%(1명) 등으로 답변했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본해(Sea of Japan)가 60~70%, 

일본해/동해 병기가 30~40%인 점을 감안할 때에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제사

회에서의 바다 명칭은 일본해, 일본해/동해는 실제보다 

낮게, 그리고 동해는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

그림 3. 일본의 도카이(東海) 지방

자료 : 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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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잠재력으로 지명의 이미지

지구상의 수많은 지명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

해 부여된다. 지명의 주요 기능은 특정 지역의 위치 인식

과 다양한 정보를 보존 및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

은 각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의 역사와 정체성이 내포된 상징이 된다(심정보, 2019). 그

렇지만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및 국가에서 사용하

는 고유지명이 다른 지명으로 바뀌면 지역 주민이나 국민

들에 의해 지명 회복 운동 및 지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일 간의 동해와 일본해 논쟁은 로컬과 글로벌 스케일

에서 행위로서 지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상대국이 사용하는 지명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한일 대학생들이 지도에서 본 적이 있는 한반도

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의 종류, 상대국에서 사용하

는 동해와 일본해 지명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

지에는 국내외에서 제작된 종이 지도(낱장 지도, 지도첩)

와 온라인 지도에서 동해, 일본해, 동해/일본해 표기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94.8%(55

명), 일본의 대학생들은 70.5%(31명)이 응답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학생 55명은 종이 지도에서 동해 100%(55명), 

일본해 25.5%(14명), 동해/일본해 27.3%(15명), 그리고 

온라인 지도에서 동해 63.6%(35명), 일본해 40.0%(22명), 

동해/일본해 43.6%(24명)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필

자의 예상대로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종이 지도에서 동

해 표기를 본 적이 있고, 온라인 지도에서는 종이 지도보다 

일본해, 동해/일본해 표기를 본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일본의 대학생 31명은 종이 지도에서 일본해 100%(31

명), 동해 0%(0명), 일본해/동해 9.7%(3명), 그리고 온라인 

지도에서 일본해 100%(31명), 동해 0%(0명), 일본해/동해 

16.1%(5명)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대학생들

은 모두 종이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를 본 적이 있지만, 동

해 표기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흥미로

운 사실은 종이 지도와 온라인 지도에서 일본해/동해 병기

를 본 적이 있는 비율은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낮았다.

다음은 상대국에서 사용하는 바다 명칭에 대한 이미지 

조사의 결과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해라는 지명에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대학생들은 동해에 대

해 나쁜 감정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만약 종이 및 온라인 지도에

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에 일본해(Sea of Japan)

가 표기된 것을 본다면, 기분이 어떠한지 5가지(좋다, 매우 

좋다, 아무렇지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도록 했다. 이 설문에 대

한 응답은 89.7%(52명)으로 일본해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쁘다 53.8%(28명), 나쁘다 40.4%(21명), 아무렇지 않다 

5.8%(3명)으로 나왔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일본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90% 이상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학생

들은 대부분 우리의 바다 및 영해라는 생각, 내 것을 빼앗

긴 느낌, 독도가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수의 응답으로 아무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특별

한 이유 없이, 그냥, 나의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반대로 일본의 대학생들에게는 만약 여러분이 종이 지

도 및 온라인 지도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에 

그림 4. 대학생들의 동해와 일본해 이미지

자료 : 설문조사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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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사용하는 동해(East Sea)가 표기된 것을 본다면, 

기분이 어떠한지 5가지(좋다, 매우 좋다, 아무렇지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도록 했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은 97.7%(43

명)으로 동해에 대한 이미지는 아무렇지 않다 90.7%(39

명), 좋지 않다 7.0%(3명), 매우 좋지 않다 2.3%(1명)으로 

나왔다. 이것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

과 달리 종이 지도 및 온라인 지도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

가 표기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

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기분이 좋

지 않다는 응답자는 이 해역을 일본해로 생각하기 때문이

며, 아무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유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호칭하는 동해의 이미지

로 아무렇지 않다는 다수의 응답과 관련하여 효고(兵庫)

교육대학 교육학부 후쿠다 요시히코(福田喜彦) 교수는 

그 이유를 두 가지 들었다(2020.08.14, 이메일 답변).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본해라는 이미지는 한국에서 동

해와 일본해 호칭 문제가 정치적, 교육적으로 다양한 장면

에서 거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생들

은 한일 간에 지명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일본해 이외

의 명칭을 배울 기회도 거의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

한다. 둘째,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호칭하는 동해

에 대해 나쁜 이미지가 없다기 보다는 애당초 그 호칭을 잘 

모르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에서 호칭하는 동해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고, 일

본해 이외에는 이미지가 없으므로 좋은가 나쁜가를 모른

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개

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에 무관심한 일본인

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3.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국제 표준 지명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대국이 사용하는 지명의 부정적 

이미지는 지명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세대로서 한일 대학생들은 

한일 간의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

으며, 국제적인 표준 명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한일 간의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논쟁의 이

해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응답자 89.7%(52명)이, 일본

의 대학생들은 응답자 25%(11명)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한일 간의 지명 논쟁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계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학교 수업 53.8%(28명)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언론 32.7%(17명), 학교 수업과 언론 

9.6%(5명), 인터넷 3.8%(2명)으로 나왔다. 반면 일본의 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아닌, 모두 미디어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과 달리 이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

의 학교 수업에서 동해/일본해 표기 교육을 금기시6)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언론에서 한일 간의 지명 문제를 한국만

큼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으로 이전에도 일부 학자

와 정치가들은 제3의 바다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다.7) 설문 

조사에서 여러분은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각국의 지도에

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는가? 사례로 동해, 일본해, 동해/일본해, 한

국해, 한국동해, 한국해/일본해, 기타 등을 제시하여 복수 

선택 가능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이 

설문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98.3%(57명), 일본의 대학생들

은 97.7%(43명)이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으로 총 62개

(1인당 1.08)의 방안을 제시했다. 총 9가지 유형으로 비율

이 높은 것은 동해(53.2%), 동해/일본해(11.3%), 한국해/

일본해(11.3%), 한국해(8.1%), 한국동해(6.5%) 등이다. 

동해가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학

생들은 그 이유를 주로 동해 지명의 오랜 역사성 및 정당

성, 고유지명, 동해는 동해라는 당연함 등을 들었다. 병기 

지명으로 동해/일본해는 현재 동해 혹은 일본해가 많이 통

용되기 때문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병

기가 바람직하고, 한국해/일본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므로 국가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소수의 의견으로 동해/서해도 한국 기준의 동해와 일본 기

준의 서해를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병기 지명

의 공통된 사고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갈등을 완

화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한국해, 한국동해는 동해가 방위 지명으로 지나치게 추상

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국의 바다라는 사고에서 나왔다. 

동일한 맥락에서 소수의 독도해도 영해의식이 반영된 명

칭이다.

같은 설문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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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44개(1인당 1.0)의 방안을 제시했다. 총 8가지 유

형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해/동해(38.6%), 일본해

(31.8%), 한국해/일본해(11.4%), 동해(6.8%) 등이다.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해/동해이며, 여기에 

한국해/일본해를 합치면 병기가 과반을 차지한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일본해/동해라는 병기를 제안한 이유는 양국

의 주장, 특히 한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절충안을 선택하면 

마찰과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해/일본해 병기도 유사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일본해 단독 표기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는데, 일본

의 대학생들이 이 명칭을 제안한 이유는 옛날부터 현재까

지 오랫동안 사용하여 익숙하고 친근감이 있기 때문이라

고 언급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국

에서 사용하는 동해 표기를 제안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

륙의 동쪽 바다, 국가의 명칭을 붙이면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해와 무관하게 느껴지는 동해를 생각하게 되었

다고 부언했다. 그 외에 중립적 방안으로 위치와 관계 등

을 고려하여 동아시아해, 유라시아해, 사륙해(한, 중, 일, 

러 4개국이 접하는 바다) 등이 나왔다.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한 고수 입장

을 감안하면, 일본의 대학생들이 제안한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으로 일본해가 낮게 나온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는 감히 충격적인 결과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완강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치

성을 떠나 젊은 대학생들의 사고는 유연하고 상대국에 대

한 배려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동

해 표기 정책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제안한 국제

사회의 표준 명칭으로 한국해, 한국동해 등 한국 관련 명칭

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8) 

게다가 동해/일본해, 한국해/일본해, 동해/서해 등의 병

기 지명과 중립적인 한일내해, 동아시아해 등이 나왔다는 

것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결과는 중등학교의 독도주권 및 동해표기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4. 문제 해결의 방안

1)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

한일 간에 동해와 일본해 지명 분쟁이 로컬에서 글로벌 

스케일에 걸쳐 다중적으로 발생하고, 양국의 정치적, 외교

적 관계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

와 민간단체의 활동, 학교 교육 등은 향후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세대로서 한일 대학생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해결 방안을 4가지 항목에서 복수 선택

할 수 있고, 그 외에 기타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93.1%(54명), 일본의 대학생

표 1. 한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

No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 한국 대학생(%, 명) 일본 대학생(%, 명)

1 동해 53.2(33)   6.8(3)

2 일본해 - 31.8(14)

3 한국해   8.1(6) -

4 한국동해   6.5(4) -

5 동해/일본해  11.3(7) 38.6(17)

6 한국해/일본해  11.3(7)  11.4(5)

7 한일내해   1.6(1) -

8 동해/서해   1.6(1) -

9 독도해   3.0(2) -

10 동아시아해   1.6(1)   2.3(1)

11 유라시아해 -   2.3(1)

12 사륙해 -   2.3(1)

13 기타 -   4.5(2)

자료 :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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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90.9%(40명)이 반응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총 68개(1인당 

1.25)의 방안을 제시했다. 해결 방안에서 한국의 대학생들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

교부)의 논의이며, 그 다음은 해외 홍보 활동, UN과 국제

수로기구 등의 권고,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 등의 순

이다. 한국의 대학생들 답변 가운데, 일본의 대학생들보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

사하다고 판단되는 UN과 국제수로기구 등의 권고, 해외 

홍보 활동이다.

UN과 국제수로기구 등의 권고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관

련 국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

형물의 명칭 표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도

에는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도록 권고

하는 기술결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심정보, 

2019). 해외 홍보 활동은 한국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장 

많이 노력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외교부, 동북아역사재

단,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홍보문화원 등 정부의 유관기관과 반크 등 민간단체

가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 계획으로 해외 홍보 활동을 추

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국제사회의 지도에서 동해가 병

기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9)

동일한 설문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총 

43개(1인당 1.08)의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

부)의 논의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UN과 국제

수로기구 등의 권고,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 해외 

홍보 활동 등의 순이다.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부)의 논

의,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가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

해 2배 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해외 홍보 활동은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대학생들의 경우 일본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게 일본해 표

기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간에 독도주권은 일본

이, 동해표기는 한국이 홍보나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 왜

냐하면 독도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일본해는 국제사

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었기 때문이 일본이 굳이 앞장서

서 문제시하고 홍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 해결 방안은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부)의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당시 별도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安

倍晉三) 총리에게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 어떠

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즉석

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한 이래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심정보, 2019). 그리고 최근 국제수로기구는 국

제표준 지침서에 해당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개정을 

앞두고, 한국이 요구한 동해/일본해 병기에 대해 일본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한국과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 지침

서에서 일본해(Japan Sea)를 빼겠다고 했다(読売新聞, 

2019.01.18). 그럼에도 이 문제는 현재까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 

분야는 일본보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해

외 홍보 활동, 그리고 한국보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에서의 교육

설문에 응한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은 사회과 예비 교

사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사회과 수업에서 

동해/일본해 표기를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

표 2. 한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의 해결 방안

No 해결 방안 한국 대학생(%, 명) 일본 대학생(%, 명)

1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부)의 논의 30.8%(21) 60.5(26)

2 UN과 국제수로기구 등의 권고  22.1(15) 16.3(7)

3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    7.4(5) 14.0(6)

4 해외 홍보 활동 25.0(17)  2.3(1)

5 기타 14.7(10)  7.0(3)

자료 :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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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에

서 독도주권과 함께 동해 표기를 다루도록 기술되어 있지

만, 중학교 시절부터 사회과 독도 수업에서 동해 표기 문

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한국해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반

면 일본의 학교에서는 동해/일본해 표기 수업을 금기시하

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예비 교사들은 미래의 사회과 수업에

서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서 양국 예비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사회과 교사라면 수업

에서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했다. 질문지에는 4개의 항

목에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기타는 자유롭게 기술하도

록 했다. 결과는 표 3과 같이 유사점도 보이지만,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96.6%(56명)이 응답하여 62개(1인

당 1.1)의 주제를 제시했다. 사회과 예비 교사들이 수업에

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동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 

동해 지명의 정당성, 동해/일본해 지명의 논쟁점, 기타, 동

해 지명의 홍보 등의 순이다. 반면 일본의 대학생들은 

90.9%(40명)이 응답하여 42개(1인당 1.1)의 주제를 제시

했다. 이들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일본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 일본해/동해 지명의 논쟁점, 일본

해 지명의 정당성, 일본해 지명의 홍보, 기타 순이다.

한일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는 동해/일본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이다. 여기에서 중

요한 것은 어느 지명이 더 오래되었는가 보다는 어떤 과정

을 거쳐 한국에서는 한때 동해 지명이 사라지고, 일본 및 

한국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역

사성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에서 동해가 일본해라는 지명보다 일찍 발생했고, 오래되

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고대 중심의 역사성에서 벗어

나야 한다. 즉 근대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된 독도와 같이 

동해와 일본해 표기 수업은 근대의 역사성에 중점이 두어

져야 한다(심정보, 2018).

한편 수업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지명의 정당성에, 일

본의 대학생들은 동해/일본해 지명의 논쟁점을 상대국보

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생각하

는 동해 지명의 정당성도 수업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필자

는 일본의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해/일본해 지

명의 논쟁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라고 본다. 학생

들에게 자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중립적

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해석, 판단

하는 비판적 사고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IV. 맺음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로서 동해와 일본해 지명 논쟁은 

1992년 이래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해묵은 과제이다. 때로

는 민간에서 이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표출되어 로컬과 

글로벌 스케일에서 지명 분쟁이 다중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지명 논쟁이 발생한 이래 동해와 일본해 지명에 대

한 연구는 고문헌, 고지도,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지명의 논쟁과 분쟁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

로 양국 국민들은 각각의 지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한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형

성된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인식 및 이미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내

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표 3. 한일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동해와 일본해 표기 수업의 주제

No 수업의 주제 한국 대학생(%, 명) 일본 대학생(%, 명)

1 동해/일본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 40.3%(25명) 52.4%(22명)

2 동해/일본해 지명의 정당성 30.6%(19명) 11.9%(5명)

3 동해/일본해 지명의 논쟁점 17.7%(11명) 28.6%(12명)

4 동해/일본해 지명의 홍보 1.6%(1명) 4.8%(2명)

5 기타 9.7%(6명) 2.4%(1명)

자료 :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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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은 각각 자국에서 사용하는 

동해와 일본해를 초등학교 시절에 알게 되었고, 계기는 학

교의 수업, 교과서 및 부도, 지도와 지구본, 언론 등을 통해

서 습득하였다.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이미지와 관련

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은 동해를 깊고 넓은 푸른 바다, 일

본의 대학생들은 일본해를 춥고 강설량이 많은 바다라는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에게 동해의 이미지는 

주관적·심정적 장소로, 일본인에게 일본해는 객관적 공

간이라는 의미가 형성되어 대조적이다.

둘째, 분쟁 지명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일본해, 일본 대

학생들의 동해에 대한 이미지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국

의 대학생들은 일본해에 대해서 90% 이상 나쁜 감정을 갖

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이 일본해 지명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

긴 것 같다는 영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대학생들은 동해에 대해서 90% 이상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쁘다는 감정은 소수였다. 대다수 일본인

들이 한국에서 호칭하는 동해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은 

이 명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한일 간의 지명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지명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표준 명칭 

제안도 다양성이 보인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제 명칭으

로 동해를 가장 선호하고, 일본해는 전무하며, 동해/일본

해 또는 한국해/일본해 등 병기 지명도 적지 않았다. 그러

나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본해/동해, 일본해/한국해 등 병

기 지명을 가장 선호하고, 소수는 동해 지명도 제시했다. 

우려와 달리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한국해의 비율이 높

지 않고, 일본의 대학생들에게는 일본해의 비율이 생각보

다 높지 않은 것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와 한일 관계에 

긍정적 신호이다.

넷째, 장기적인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 해결의 방안으

로 한일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

부)의 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는 현재의 시점

에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그 외에 한국의 대학생들

은 해외 홍보 활동을,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에서는 공통적으로 동해/일본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며, 그 다음은 동해와 일본해 지

명의 논쟁점을 들었다. 아울러 자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업은 지양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

실에 근거한 사고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향후에도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제

외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임이 분명하다. 양국 정부 사이

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한

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 해외 홍보 활동이 중요하며, 

내부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유래와 

역사성,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논쟁점 등의 주제를 중심으

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중립적, 비판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註

1) 예컨대 한국의 박물관 전시에서 일본해가 표기된 

작품의 철거 소동, 이케아 코리아의 일본해 표기 논

란, 방송국이나 기업의 홍보 지도에 표기된 일본해 

논란 등이다. 일본에서는 돗토리현 한일우호교류비

문의 동해(東海) 지명 분쇄 사건, 주류 회사 산토리

의 홈페이지에 동해 표기 논란과 삭제, 동해가 표기

된 �한국철도여행� 가이드북 회수 사건,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일본해가 표기된 제품의 불매운동, 그

리고 독일 베를린 성벽 박물관에 게시된 세계지도

에서 한일 관광객들에 의한 동해와 일본해가 반복

적으로 지워졌다가 쓰여진 낙서 사건 등 다양하다

(심정보, 2019).

2) 현재 애국가 작사자는 무명으로 되어 있지만, 김연

갑(1998), 신동립(2015) 등의 애국가 작사자 연구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1907년 윤치호로 

보고 있다. 애국가 첫 구절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

두산”이라는 상징적 명칭은 윤치호가 을사늑약 이

후 학생과 국민 모두에게 국민의식 형성의 일환으

로 충군애국하는 마음이 동해 바다처럼 깊고, 백두

산과 같이 높아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다

(심정보, 2019).

3) 2015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에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라는 

영역에 학습 요소로서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은 “세계 속에서 우

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

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라

고 기술되어 있다(교육부, 2015). 이는 종래 교육과

정의 독도 주권에서 최근의 이슈 및 쟁점으로 부각

된 동해 표기가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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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혼슈(本州) 중앙부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마주하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도카이(東海) 지방

은 추부(中部) 지방 가운데 아이치현(愛知県), 기후

현(岐阜県), 미에현(三重県), 시즈오카현(静岡県) 4

현을 가리킨다. 이 지방 최대의 도시는 나고야(名古

屋)이다. 지명의 기원은 8세기 무렵 당시 수도였던 

교토(京都)에서 동쪽 해안을 따라 있는 도로를 도

카이도(東海道), 그 연선을 도카이(東海) 지방이라 

부른 것에 유래한다.

5) 필자는 일본에서 동해와 일본해가 들어간 주제로 

단행본을 간행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 편

집위원회는 책의 제목에 한국인이 호칭하는 동해

(東海)는 일본인이 거의 모르며, 또한 일본에서 호

칭하는 도카이(東海) 지방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6) 2014년 10월, 일본의 도쿄도 무사시노시(武蔵野市)

의 시립 중학교의 수업에서 일본해를 일본해(동해)

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한 프린트가 사회과 교재로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이에 도교육위원회는 전

례가 없고,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시교

육위원회는 학습지도요령의 취지를 벗어난 교재이

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에 정정을 지도하

여 교재는 교체되었다. 그리고 당시 교사는 내가 무

심코 사용했다고 해명했다(産經新聞, 2014.10.09.). 

학교 수업에서 일본해(동해)로 병기된 내용이나 교

재로 가르치는 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일본

해 홍보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7) 그동안 일부 학자와 정치가들은 동해와 일본해 명

칭에서 한발 물러서서 청해, 녹해, 근해, 극동해, 

동양해, 평화의 바다, 공해(共海), 협해(協海), 창

해, 한국동해, 동한국해 등 제3의 바다 명칭을 제안

한 적이 있다. 이들 가운데 청해와 평화의 바다가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심정보, 2019).

8) 한병관(2015), Park(2019) 등의 설문 조사에 따르

면, 한국인들은 국제사회의 명칭으로 동해 대신 한

국해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관(2015)

은 우리 국민들은 대외적으로 한국해와 한국동해에 

대한 선호도가 89%로 높기 때문에 국제명칭으로 

동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표준 명칭으

로 한국해(Sea of Korea)나 한국동해(East Sea of 

Korea)로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Park 

(2019)도 한국인들은 제3의 명칭으로 한국해(Sea 

of Korea)를 선호한다고 구두로 발표했다.

9) 국제사회에서 2000년(일본조사)에는 2.8%만이 동

해/일본해를 병기하였으나, 2005년(일본조사)에는 

10.8%가 병기(상용지도의 경우 18.8%)하였으며, 

2007년(한국조사)에는 23.8%, 2009년(한국조사)

에는 28.07%가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외교부 홈페이지, 2020.06.30. 열람).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

들은 동해/일본해의 병기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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