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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관계사 쟁점 분야에 대하여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설 및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 상호이해
를 심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발족했다.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한일정상 간 합의로 2002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
지 활동하였던 것에 이어, 제2기 위원회는 2007년 6월에 발족해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그동안 4개 분과로 나뉘어 양국이 합의한 24개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12~17차에 걸
친 합동회의와 5차례의 전체회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진
지한 역사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과별로 정리하여 논문집의 형태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
회의 공동연구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의 간행을 통해서 이제 한일양국의 학자들은 진지한 역사대화의 첫
장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과, 동시에 양국 연구자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는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동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논문 및 논평들은 역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려던 노력의 공통된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 노력에는 자라나는 후세들
에게 정확한 역사와 다양한 역사이해의 올바른 방법을 전해주고자 하는 공통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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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담겨진 연구성과가 결코 만족스럽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우선 기대한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의 연구성과들은 향후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적지 않은 보탬
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
로 하여 공동의 번영을 기약하는 미래의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 珖)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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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위원장 서문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선사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교류해온 국가였다. 이 교류의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역사에서 중첩되거나 공유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상호 역사에서 공유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해석의
다양성이 배태(胚胎)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역사학의 오랜 전통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해석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해석
에 앞서 사실에 대한 규명작업이 먼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접국의 역사에서는 비
록 전문적 연구자의 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혹 공유･중첩된 역사적 사실의 존재 자
체마저 부인되거나 왜곡 설명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되었다.
인접국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국제평화와 상호이해에 걸림돌이 되기
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유네스코는 이미 1947년부터 각국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국제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 상호 협
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의 학자
와 교육 전문가들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기꺼이 공동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1965년
이래 최근까지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차례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1983년 이후 한일문화교류기금과 일한문화교류기금 등에
서는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학
술적 연구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1982년 이후 한일 간에 역사문제가 상호 분쟁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어 나갔다.
이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여러 학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력
했고, 양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도 분쟁의 해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간에 전개된 이
와 같은 노력들은 양국 사이에 전개된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의 필요성
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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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건대, ‘역사분쟁’은 한일 양국의 우의와 상호관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부도 이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2001년도에 일본의 특정 출판사에서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역사분쟁은 더욱 심화되는 경
향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양국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2002년 한일역사공동
연구위원회가 공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양국의 역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상호간의 차이점 가운데 1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갔다. 이
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적 지원 아래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첫 번째의 연구
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2005년에 종료되어 연구결과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그쳐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동연구로서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정상들은 다시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지속에 합의
하게 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출범하여 2009년
말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그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간행
하게 되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 작업 과정에서도 한일 양국의 연구위원들
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분야에 관한 자신의 전문지
식을 충분히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양국의 역사학계에
서 축적해 온 연구 성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은 공동인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반적
으로 말하여, 역사대화는 결코 단시간의 작업에 그치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그 실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대화는 그 결과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현장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양국 국민 상호간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일조해
야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고 상대방의 연구성과를 경청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갖추어 질 때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대화,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등에서 충분히 확
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이 전개하고 있던 역사대화를 목도하면서, 특히 역사 앞에서
겸허하고자 하는 그들의 성숙된 자세에 탄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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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베트남과 프랑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와 영국 간의 역사대화
과정에서 그 역사가 가지고 있던 역동성에 대한 상호인정과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
한 진지한 반성의 장면에 감명 받은 바 있었다. 역사대화의 구체적 성과는 이미 현대사
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인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를 통해서 확인
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대화의 성과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공동 역사교과서의 간행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동 확인 및 확인된 사실에 대한 공
통의 해석과 평가가 주류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성실
한 역사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21세기는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역사대화의 시대이며, 그 대화의 구체
적 성과를 향유하며 상호이해와 우의를 다져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한 바 있다.
이제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자들도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역사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 냈다. 우리가
이룬 대화의 성과들은 이 공동보고서에 결집되어 공표되었다. 이 공동보고서가 역사연
구자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한일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소중히 여길 여
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다행스럽
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업은 한일 양국이 역사대화를 지속하는 데에 하
나의 밑돌을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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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위원장 서문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15일의 일한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역사사실과 역사인식에 관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것”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2년 5월 제1기 연구위원회(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2005년 3월의 제6회 전체회의로 일단 종료된 후, 그 연구성과로서 2005년 6월 1일 일한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가 공간(公刊)되었다. 그 사이인 2004년 12월
17일 일한 정상회담 때 양국 수뇌 간에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합의되었다.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상기의 합의에 의거해서 제1기 위원회의 공동연구
성과를 계승해 2007년 4월 27일 양국 위원장 회담, 같은 해 6월 23일의 제1회 전체회의
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2009년 11월 28일의 제5회 전체회의에서 가보고서를 교환, 양
국 지원위원회에 제출, 동 보고서의 공간(公刊)(2010년 3월 예정)으로 종료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역사공동연구를 지원해 주신 일한 양국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
한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제1분과(고대사), 제2분과(중세 근세사), 제3분과(근현
대사)에 새롭게 교과서 소그룹을 더해 3개 분과, 1개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 그
룹마다 합계 십 수 회에 이르는 연구회, 보고회를 통해서 양국의 위원, 연구협력자가 열
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전개했다. 그 성과는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보고서
에 집약되어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역사에 반드시 ‘유일한 올바른 이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역사사상(歷史事象)에 대해서 국가, 지역, 민족, 여러 집단, 그리고 개인 사이에도 다양한
이해, 해석, 평가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사사상
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과 정확한 역사사실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 해
석,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까닭을 곰곰
이 검토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고 혹은 역사를 재검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 자신, 197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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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그러한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제
국(諸國), 중국, 동남아시아 제국(諸國) 등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때로
는 스스로 상식이라고 이해했었던 역사의식을 크게 바꾸는 새로운 역사이해에 눈을 뜬
경험도 있다.
특히, 21세기 초에 본, 얄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열린 유럽 현대사 교육회의에 참
석했을 때, 1990년대의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많은 귀중한 1차 사료가
발견･공개되어 역사사실이 잇달아 밝혀지고 동시에 동유럽과 구소련 내의 제국(諸國)에
서 근현대사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역사에는 서로 다른 다
양한 관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치문제, 외교문제와 연결되어 예상 밖의 대
립, 알력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정 역사관에 입각하여
‘유일한 올바른 역사’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가능한 다각적으로 역
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에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상호작용(interplay of views)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본자세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나
로서는 감명 깊은 경험이었다.
이후, 일한역사공동연구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역사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가 한층 유효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나 자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일국사, 일민족사를 넘는 넓은 관점에서 국제관계(교류)사, 지역사, 비
교사 등을 대담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국가사, 민족사 입장에 선 역사연구,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역사연구, 역사교육에 있어서
배외주의적 경향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구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야도 결
코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국제관계를 취할 경우에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에 더하여 사회, 문화,
생활과 그 교류 등이라는 ‘역사의 인간적 측면’에도 충분히 눈을 돌려야만 할 것이다.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관계사의 전부가
아닌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 국제적인 역사공동연구는 이른바, 다원적 중층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양국 정부사이의 합의에 의한 일한역사공동연구가 큰 의의를 가졌다는 것은 설
명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양국 역사연구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의 학문
적 연구성과를 흡수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요즘, 일본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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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판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40종류 이상이 되고, 그 집필자는 적어도 200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권력이 특정의 역사관을 교과서 집필자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다양한 역사이해를 인식하
는 의미에서도 본 공동연구와 동시 병행적으로 민간 수준에서 역사가, 역사교육가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한 양국이 가능한 한 폭넓게 역사사료를 공개하고 자유로운 상호이용,
열람이 가능한 조건을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
(사회과의 역사적 분야)의 근현대사 대외관계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한국어, 영어, 중국
어 역(譯)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역사교육에서 국제적인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번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의 성과가 이후 일한 양국민, 특히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2009년 11월 28일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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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 명단

한 국 측

연구위원
주 진 오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류 승 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하 종 문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지역학과 교수

이 석 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는 한국측 제3분과 간사)

공동연구자(논문게재 순)
조 성 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정 태 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

정 혜 경

국무총리소속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허 영 란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이 성 환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부교수

양 현 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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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측

연구위원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縣立廣島大學 人間文化學部 敎授 ★

아리마 마나부(有馬學)

九州大學 名譽敎授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神戸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敎授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東洋英和女學院大學 國際社會學部 專任講師

(★는 일본측 제3분과 간사)

연구협력자(논문게재 순)
쓰키아시 다쓰히코(月脚達彦)

東京大學 大學院 總合文化硏究科 准敎授

오카모토 마키코(岡本眞希子)

臺灣國立成功大學 人文社會科學中心 専案助理硏究員

야마다 간토(山田寬人)

廣島大學 非常勤講師

요시오카 히데미(吉岡英美)

熊本大學 法學部 經濟學그룹 准敎授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東京大學 大學院 總合文化硏究科 准敎授

야마나카 지에(山中千惠)

仁愛大學 人間學部 커뮤니케이션學科 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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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간행사 1

한국측 간행사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보고서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햇빛을 보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여기까지의 거쳐야 했던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지도 모른다.
사실 근현대사를 포괄하고 있는 3분과는 역사의 굴곡이 많았던 만큼 한일 간에 쟁점
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 대단히 많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과들처럼 하나의 주
제를 가지고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한일 간에
공동연구주제를 정하는 것 조차 긴 시간을 필요로 할 만큼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대단
히 넓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합의된 10개의 주제를 4부로 나누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1-3부는
근현대사를 세 시대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제 4부는 시대를 뛰어넘은 주제로 배정하였
다. 그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는 각 위원들이 각 부를 하나씩 담당하기로 하고 위원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6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를 위촉하였다. 그동안 모든 발표는
합동분과회의를 통해 양국의 위원들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제1기 위
원회부터 계획했던 자료집을 이번에 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기 위원회에
서는 새로운 성과로서 근대 이후 한일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을 추려 자료집으로 간행했
다. 1기에서부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기에 매우 다행스런 결과라고 생각한다.
처음 임명되어 1년 반을 일본 측 위원들이 결정되어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다
리는 동안 한국 측 위원들은 매달 모여 생산적인 2기 활동을 위하여 주제를 모색하고
공동의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2년 반이 소요되었지만 실제로 한
국 측 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모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 일정과 연구활동에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모두 감수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자부할 수 있다.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양국의 공동연구보
고서 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을 같이해 왔다고 생각된다.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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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양
국의 역사학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보고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들을 도와 준 일본측 사무국의
아이카 마리코 선생과 한국측 사무국의 은정태 선생에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이
기회를 통해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한일 간의 역사대화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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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간행사

이 책은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3분과의 보고서로서 간행하는 것이다.
제3분과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담당했다. 같은 근대사･현대사라고 해도 일본과 한국에
서는 시대구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19세기 중반부터 현대까지를 3시기
로 구분하고, 제1기는 19세기 중반부터 1910년까지, 제2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제3기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1기를 제1부, 제2기를 제2
부, 제3기를 제3부라고 하였고, 시대구분과 상관없는 주제를 다루는 제4부를 두어, 전체
를 4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의 주제는 ‘일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 과정과 상호관계’, 제2부는 ‘식민지기에
있어서의 일본과 조선의 사회변동’, 제3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한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4부는 ‘사람의 이동과 여성’이다.
주제 설정에 있어서는 일한 쌍방이 합의한 2007년 9월 2일의 ‘공동연구의 기본취지’
에 입각하여, 현재적이고 의욕적인 주제를 선정했다. 참고로 ‘공동연구의 기본취지’는
다음의 3가지이다.
1) 실증적․학문적 입장에 서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2)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종합적이며 상호적으로 다루어 연구를 진행한다.
3) 문화와 여성으로도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1)은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공동연구가 일한 양국의 상호 이해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실증적․학문적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
인할 필요가 있다.
2)는 이번 우리의 공동연구에 있어서 특히 유의한 것 중 하나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자
국의 역사에 관심이 치우치기 쉬운데, 이번에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의 역사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일한 양국의 역사를 동
일한 시야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는 더욱 긴밀해지는
일한 양국의 현황을 세계적 시점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익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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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이제까지의 일한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빈약했던 ‘문화’와 ‘여성’에 눈을 돌리고
자 한 것이다.
이 결과 위원에 여성 1명(일본), 집필자에 총 7명(일본 4명, 한국 3명)이 참가할 수 있
었고, 각 집필자로부터 역작을 기고 받았다. 주제에 있어서도 여성에 관한 것을 다룰 수
있었다.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의 아카데미즘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대중문
화를 다룰 수 있었다. 우리의 의욕적인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가성과로 일본과 한국간의 조약집을 자료집으로 실을 수 있었다. 제1기 위
원회 이래 일본측은 자료집을 보고서에 넣을 것을 제기해왔는데 이번에 실현되어 기쁘
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본측 위원 가운데 핫토리 다미오(服部民夫)씨와 후임인 요코타 노부코
(橫田伸子)씨는 몸이 좋지 않아 도중에 퇴임하고 최종적으로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씨
로 교체된 것을 언급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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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2007년
제1차 합동분과회의（東京･뉴오타니호텔, 제1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6월 23일

한국측 연구위원 : 주진오, 류승렬, 하종문, 이석우
일본측 연구위원 : 原田環, 服部民夫, 有馬學, 大西裕
9월 1일~2일 제2차 합동분과회의(서울･코리아나호텔)
10월 6일~7일 제3차 합동분과회의(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회의실)
11월 24일

제4차 합동분과회의(서울･롯데호텔, 제2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2008년
2월 16일~17일 제5차 합동분과회의（鹿兒島･鹿兒島도큐호텔)
공동연구주제 확정
4월 1일

服部民夫 위원 사임, 横田伸子 위원 취임

4월 26일~27일 제6차 합동분과회의 (인천･인하대학교)
(발표자)
이석우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6월 7일

제7차 합동분과회의 (東京･빌라폰테뉴 汐留, 제3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발표자)
山中千惠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팝 컬처의 블랙박스화를 넘어서

有馬學

전시기의 의미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의 ‘조선인’－

8월 8일~9일

제8차 합동분과회의 (札幌 ･北海道大學）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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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脚達彦

동아시아 내셔널리즘 비교연구 서설
－‘불평등조약’을 중심으로－

岡本眞希子 식민지시기 조선의 정치사를 둘러싼 시각에 대하여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미발표)

류승렬

日帝强占期 植民地朝鮮 파시즘 勢力의 支配이데올로기
操作과 强制 (미발표)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미발표)

8월 31일

横田伸子 위원 사임

9월 24일

春木育美 위원 취임

11월 29일

제9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4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12월 19일

심포지엄 개최 (東京･뉴오타니호텔)

2009년
2월 16일~17일 제10차 합동분과회의 (서울･프레이져 플레이스)
(발표자)
류승렬

일제하 朝鮮統治 勢力의 支配이데올로기 操作과 强制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징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 국외노무동
원의 성격

허영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재편과 탈식민화－‘구법령’ 정
리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4월 24일~25일 제11차 합동분과회의 (오키나와･沖縄都호텔)
(발표자)

7월 4일

山田寛人

‘지배를 위한 조선어 학습’을 생각한다

吉岡英美

일한경제관계－국교정상화 이후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木宮正史

전후에서의 일한의 외교관계(가제)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제12차 합동분과회의 (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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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大西裕

어중간한 제국－주민 관리와 외국인관리

春木育美

良妻賢母 사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가제)

塚本孝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竹島／독도문제를 중심으로 (미
발표)

8월 22일

제13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마포)
(발표자)
조성윤

일본 하나부사 공사 일행 조난비와 민중의 대일본 인식

原田環

근대 동아시아 국가의 존재 양태－大韓國國制와 대외 조
약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
화와 ‘관습’문제

9월 20일

제14차 합동분과회의 (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회의실）
(발표자)
山田寛人

식민지 조선에서 언어와 근대화 (재발표)

木宮正史

한국에서 바라 본 대일 자금 도입의 최대화･최적화 : 일
한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재론
(재발표)

塚本孝

전후의 일본 외교와 영토문제 (미발표)

11월 15일

간사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마포)

11월 28일

제15회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5차 전체회의 동시개최)
(발표자)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
과 반일의식 (재발표)

* 위 발표제목은 발표문에 의거했다.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1장 경제
허영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정리와 탈식민화－‘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요시오카 히데미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2장 외교
이석우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기미야 다다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청구권 문제 재고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3장 대중문화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집필자 답변

야마나카 지에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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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정리와 탈식민화
－‘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허 영 란

Ⅰ. 머리말
Ⅱ. ‘구법령’의 정리

Ⅲ. 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단절과 연속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국민의 법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
에 의해 형성되는데, 한국에서는 일제 통치 하에 이루어진 식민지 경험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도입된 근대법은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
이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강권통치의 수단이었을 뿐이며 식민 권력의 편의를 보장하고
한국인의 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식민지 시기의 법률에 대한 지배
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또 식민 권력의 강압적 지배 아래에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인
저항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법률의 위반이나 무시를 일종의 반식민지적 저항으
로 보는 경향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일제시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체계는 해방 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집권한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부 역시 식
민 권력이 그랬던 것처럼 강권 통치의 수단으로서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했다. 그렇기 때
문에 법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식민지 시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었
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1) 이러한 총론적 인식은 식민지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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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법률과 그것이 규율하는 현실, 그런 상황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이라는 사실적 측면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 식민지 시기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규율하
던 구체적인 법률, 특히 정치적 압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다양한 법률이 당대에
어떠한 일상의 질서를 형성했는지, 또한 그것이 해방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개편되거나
폐지되었는가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2)
한편 법사학계는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정과 기본법령의 제정 등에 대해서 광범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제시기 법률의 통제성 및 억압성에 대한 논의 역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역시 식민지 법령의 부정적 유산과 그 극복을 주장하는
총론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3)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법사학계에서도 식민지 시기에 형
성된 법체계의 성격이나 해방 이후의 재편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나
오고 있다.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시기 법령의 효력 유무, 식민지에서 근대법이 가진 현실적 질서 형성력
의 내용, 지금까지도 일부 유효한 일본민법의 의용문제 등 세부적이면서도 이론적인 논
점을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4)
이 글은 일제의 강권적 식민통치에 대한 원론적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그것과는 구별
되는 층위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법률적 질서를 규정하는 현실적 前史로서 식민지 시기
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 흔히 식민지 유제에 대해 전면적으
1) 문인구, 1985 ≪한국법의 실상과 허상≫ (삼지원) 21~22 ; 유진식, 2005 <한국의 근대법 수용의
단면－근대법의 수용과 식민지시대의 법> ≪법사학연구≫ 32, 80~82
2) 최근 일제시기 경제법령의 식민지성과 그 유산에 대한 연구가 2008 <특집 : 일제시기 경제법령의
식민지성과 그 유산 Ⅰ> ≪한국사학보≫ 32와 2009 <일제시기 경제법령의 식민지성과 그 유산
Ⅱ> ≪한국사학보≫ 34를 통해 발표되었다. 일제시기의 법령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식민지 경
제의 실상을 파악하며, 나아가 해방 이후 해당 법령의 변모 과정을 통해 식민지배의 유산을 살펴
보겠다는 의도 아래, 일제시기에 제정된 금융조합, 신탁업, 관세법, 식량관리법령, 시장 관계 법령,
조선은행법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법률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경제 질서와 그것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법률의 개편 과정에서 보이는 해방 전후의 단절과 연속의 문제 또한, 김명수,
<해방 후 한국 신탁업의 동향과 신탁법규의 정비> 및 이송순, <식민지기 조선의 식량관리제도
와 해방 후 양곡관리제도의 비교>(이상 2008 ≪한국사학보≫ 32)와 허영란, 2009 <생활시장 관
계 법령의 식민지성과 탈식민화> ≪한국사학보≫ 34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3) 김창록･한인섭･윤철홍, 1995 <‘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유산의 극복> ≪법사학연구≫ 16 ; 박
병호, 1995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8
4) 이철우, 2000 <일제시대 법제의 구조와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1 ; 김창록, 2002 <制令
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6 ; 유진식, <앞 글> ; 명순구, 2008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
선민사령’－‘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저스티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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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식민잔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단호한
의지만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잔여범주를 가리키는 이러한 표현형식과는 달리, 식
민지의 경험과 제도는 일거에 도려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회의 운영체계와 시스템, 문
화와 의식 안에 내재해 있다. 일본어 법률과 일본식 법률 용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나 폐지의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의함에도 불구하고,5) “그것이 법령 용어이기 때문에 아
무나가 임의로 (한글용어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왜냐하면 ‘식민잔재’라
는 이유로 일제시기에 형성된 법률적 질서를 일거에 ‘청산’해 버린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6) 결국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현실적 요구가 식민지 법률 체계를 일거에 개편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
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서 탈식민지 문제는 단순히 식민잔재의 인적･물적 청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는 사안이다. 그로 인해 해방 이후 두 세대 이상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이에도 ‘식민청
산’이라는 문제는 뜨거운 현안으로서 재생산되어왔다. 해방 후에도 근대화는 신생 대한
민국의 당면 과제였기에 식민지 시기에 주입･형성된 근대성 또한 간단히 부정하기는 어
려웠다. 논리적으로는 식민성의 핵심에 근대성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식민화 즉
식민성의 극복은 바로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층위 또한 포함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러한
근대성은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성취하고 완성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했으므로, 탈식
민화라는 과제의 내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단순한 과거의 청산이나 절연만으로 완성하기
곤란한 복합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내재된 식민성/근대성 문제의 일단을 살펴보려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일제시기에 제정･시행된 법률이 해방 이후에 어떤 과정에 의해 어떤 내
용으로 개편되었는가를 직접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초에 이루어진 ‘구법령’ 정리 사업을 통해 식민지 법률과 그것이 규정하는 현실적 질서
에 대한 개편이 해방 이후 십여 년 간 지체된 이유와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7) 식민
지 시기의 법률 체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
5) 이창석, 1959.12 <구법령의 효력> ≪법제월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6) 남만성, 1958.5 <법령의 한글전용 문제를 계기하여서> ≪법제월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
색).
7) ‘구법령’이란 대한민국 헌법 공포 당시에 시행되던 이른바 ‘현행법령’을 가리킨다. ‘현행법령’은
1910년 이전 대한제국의 법령, 일제 식민지 시기의 법령, 해방 후 제정된 미군정 법령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이동호, 1959.2 <현행법령의 효력> ≪법제월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 이창
석, <앞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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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960년대 초까지 다수의 ‘구법령’이 한국 법률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
었다. 또한 그러한 지속과는 대조적으로 5･16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모든 식민지 법률에
대한 개편이 일괄적으로 단행되었다. 이러한 극단적 현상을 통해 식민지 법률의 탈식민
화 과정과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표면상 전격적으로 진행된 ‘구법령’ 정리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법률 질서
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연구 사이의 단절이 두드러지
고, 또한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부족하나마 시장 관계 법
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법률 질서의 탈식민화 문제,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식민성/근대성
극복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구법령’의 정리
1. 해방 이후의 법률 상황과 기본법전 제정
해방 후 남한에 들어선 미군정청은 법률 영역에서는 실체법상의 개혁보다는 사법조직
및 사법제도의 운영조직을 개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8) 미군정은 실용주의적 관점에 입
각해서 법무국과 사법조직의 기간요원을 한국인으로 대체해 나가는데 주력했다. 또한
미비한 수준이었지만 미군정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 치
하에서 한국인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데 사용된 법률과 억압적인 형사절차법을 폐지
했다.
1945년 10월 9일자 <군정법령 제11호>에 의거,9) 북위 38도 이남에서 시행되던 종래
의 일제법령 중에서 <정치범처벌법>(1919.4.15.), <예비검속법>(1925.5.8.), <치안유지
법>(1925.4.22), <출판법>(1910.2.), <정치범보호관찰령>(1936.12.), <神社法>(1919.7.)
등의 법령을 폐지시키고, 경찰의 사법권에 관한 규정(경찰의 범죄즉결례)을 폐지시켰다.
이 밖에 적용 사례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
8) 미군정기 사법기구의 재편 과정과 사법기구의 한국인화 과정,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국운, 2005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편 과정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29.
9) 정식 명칭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지만 일반적으로 ‘군정법령’으로 줄여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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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 시키는 법령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었다.10)
또한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를 공포하여 일제시기에 적용
되던 법령 중에서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군정청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에 있어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明治43년 제
령 제1호)을 근거로 계속 시행된 일부 대한제국기의 법령, 일제시기에 적용되던 조선총
독부법령의 상당수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
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헌법 부칙에 의하여 지속되었다.11)
식민지 시기의 법률언어였던 일본어로 된 법령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자, 그러한 상황
에 대한 국민감정상의 저항과 현실적인 법률 적용상의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법령의 제
정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헌법 부칙에서 효력의 유지를 인정한 법령이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했고12),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미군정기에 각각 다른 주체에 의
해 공포된 다양한 형태의 법령이 동시에 시행되는데 따른 법령 체계의 혼란, 일문과 영
문 등 외국문자로 된 법령을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 등이 나타났다.13)
이에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제도의 마련이 불가결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한국(인)의 법률 정비가 추진되었다.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기본법제의 편찬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조직되었다.
<표 1> 기본법전 편찬 기구

명칭
법전편찬부
(법률기초국)

설치 시기

비

고

미군정 법무국 산하. 뒤에 법무국이 사법부로 바뀌면서 ‘법률기초국’으로
1945.10.9.
명칭 변경.

법전기초위원회

1947.6.30.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산하.

법전편찬위원회

<법전편찬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4호)
1948.9.15. 민사 형사 상사의 기초법전과 소송 행형 등 사법법규의 자료 수집 조사,
초안 기초 심의.

10) 심희기, 1997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317~324
11)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제자료’ 참조(http://contents.archives.go.kr, 2008년 5월 2일 검
색).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구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12) 헌법 공포 당시의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그 효력 및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이동호,
1959.2 <앞 글> ; 이창석, 1959.11 <구법령의 위헌심사권> ≪법제월보≫ ; 이창석, 1959.12
<앞 글>(이상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13) 김용진, 1995 <구법령정리 사업의 추진> ≪법제연구≫ 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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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1961.5.

대법원 주도로 운영. 김병로 대법원장이 위원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로서 설치.

남조선과도정부에 의해 조직된 법전기초위원회는 ‘조선말로 된 법전’이라도 만들기
위해 기본법전의 요강과 골격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일본법전을 번역하더라도 하루
빨리 한국법전을 갖자는 ‘速行主義’에 입각하여, 1948년 4월 20일까지 기본법전의 기초
요강이 일단 마련되었다.1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사법에 관한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
로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했다(<법전편찬위원회 직제> 제1조). 이 위원회는 “민사, 상
사 및 형사의 기초법전과 기타 소송, 행형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그 초안
을 기초, 심의”(동 제2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15) 그리하여 1953년에 형법(1953년
10월 3일 시행), 1957년에 민법(1960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되었으며 5･16 직후인 1962
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상법(1963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
되었다.16)

2. ‘구법령’ 정리 사업
해방 이후 왜색법률을 일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지만 제한된 인적 자원
과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일제시기 법령의 일소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17) 정부는 1951
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499호로 <법령정리간행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헌법 제정 이전 법령의 유효 무

14) 최종고, 1991 <해방 후 한국기본법제의 정비>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446
15) 1951년에는 이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구법령’ 정리를 위해서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법령
정리간행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5･16 이후 공포된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법전편찬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소관사무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의 후신이라 할 법령정리위원회
로 인계되었다.
16) 최종고, <앞 글> 448~455. 형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형국, 1995 <현대 한국형법에 대한 법사학
적 소고> ≪법학연구≫ 5. 민법 제정에 대해서는 김증한, 1985 <한국민법의 역사적 발전> ≪법
사학연구≫ 8과 김상용, 1988 <한국민법의 사적발전> ≪법사학연구≫ 9 참조.
17) 해방 당시 한국인 법률가 집단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사법기구의 부속인원에 불과했으며, 법률 관
련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일본 혹은 한국에서 일본식 법률교육을 받고 실무에 종
사하는 법 실무가 내지 법학자로 그 숫자도 매우 적었다(이국운, <앞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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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조사 심의하여 그것을 대신할 신법령의 기초를 준비하고 법령집의 편찬 간행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법령정리간행위원회 규정> 제1조). 기초법전
편찬을 맡은 ‘법전편찬위원회’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
으로 되어 있는 법령을 제외한 법령을 정리하도록 소관업무가 설정되었다.18) 그러나 전
쟁 중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다가, 1956년 7월 19일 <법령
정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69호)으로의 개정을 통해 구법령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법령의 정리는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1961년 이전까지
폐지된 법령은 총 136건, 제정된 법률은 총 94건에 불과했다.19)
따라서 해방 후 십여 년이 흐르도록 많은 구법령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몇 가지 기본법을 비롯해 조직법이나 재정 및 조세에 관한 것은 모두 새로운 법률로 대
체되었지만, 정부의 행정작용이나 민사, 상사, 형사에 관한 법규에는 새로운 법률보다
구법령이 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더욱이 헌법 제100조는 구법령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
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을 뿐으로 구법령의 위헌여부를 결정한 기관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법령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구법령 정리 사업이 일단락된 후 법제처는 그처럼 구법령 정리가 부진했던 이유를 설
명하면서, ‘혁명정부’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 이전 정부와 국회의 무능을 유난히 강조
하는 한편 권위주의적 사회체제의 지속이 식민지 시기 이래의 위압적인 법률을 유지시
킨 사회적 배경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20) 법령의 정비가 요청되는 한편으로 통제적 법
률의 존속을 선호하는 시대상황이야말로 구법령 정리를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이다. 또한 식민잔재의 청산도 중요한 과제였지만 현실의 법적 안정성 문
제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현실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
는 것 역시 필요했다.21) 따라서 구법령을 일거에 정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5･16 이후
‘혁명정부’의 등장과 같은 특단의 정치정세에서만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사회구성원 사이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18)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신설한 결정적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과 김병로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라
는 설명도 있다(명순구, <앞 글> 222~223).
19) 서원우, 1996 ≪한국법의 이해≫ (두성사) 26
20) 법제처, 1962.1 <구법령정리 사업의 현황(1962년 1월 31일 현재)> ≪법제월보≫ (법제처 홈페이
지에서 검색)
21) 이창석, <앞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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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구법령 정리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무엇보
다 구법령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고, 4개의 정치주체(대한제국, 일
본제국주의, 미군정, 대한민국)가 제정한 수많은 형태의 법령이 한꺼번에 시행될 뿐 아
니라,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가 네 가지나 되어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에도 적지 않은 문
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2)
5･16 이후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악을 일소하고 구법령 정리 사업을 최단시
일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과감한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23)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법률 제 659호, 1961.7.15.)을 제정 공포하고 구법령 정리를 본격화했다. 이 법률
에 따르면 ‘구법령’이란 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법령으로서 헌법 제100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제1조), 이러한 구법령은 1961년 12
월 31일까지 정리하여 이를 헌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 또는 명령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제2조), 또한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자로 폐지한 것으로 간
주(제3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구법령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내각수반 소속으로 ‘법
령정리위원회’를 설치했다(제4조). 해방 이후 구법령의 정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기구
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구법령’ 정리 기구

명칭
법제처
법령정리간행위원회

설치 시기

비 고

미군정청 사법부 산하 법률기초국 및 법률조사국, 서무부 도서관
1948.7.17.
인수
1951.5.12. <법령정리간행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499호)

법령정리위원회

1956.7.19. <법령정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69호)

법령정리위원회

1961.7.15.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59호)

사업의 결과 1962년 1월 20일까지 제반 법률을 정리 공포하고 동 3월 상순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각령을 전부 제정 공포했다. ‘혁명정부’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결과 총 613
건의 구법령을 폐지하고 533건의 법령을 새로 제정했다고 한다.24) 당시에 정비된 법령
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법제처의 이사관을 역임한 김용진은 사업이 완
22) 김용진, 1988.1 <구법령정리 사업에 관한 소고> ≪법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23) 이영근, 1962.1 <법령정리 사업의 낙수> ≪법제월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24)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한국군사혁명사≫ 842(김용진, 1995 <앞
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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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종료된 뒤인 1963년의 자료라는 점에서 위의 수치를 채택하고 있다.25)
구법령 정리 사업이 완결되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담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감정을 충분히 배려하여 전통과 발전 간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룩하
도록 법제정을 통하여 노력하였다”라고 강조했다.26) ‘혁명정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구
법령 정리라는 대의를 내세워 밀어붙이기는 했지만,27) 단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
업은 기본적으로 ‘졸속’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서 현실에
맞도록 신중하게 법령을 개편했다기 보다는 구법령의 단순한 번역, 심지어 일본법령의
모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입법권을 행사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서 많은 법령을 무더기로 정리한 이 사업은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회 통과가 불필
요한 상황, 달리 말하면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배제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 역시 근본적
인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28)
군사정권이 구법령 정리를 추진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해방
후 16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통치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따른 국민정서상의 문제,
②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법령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필
요성 발생, ③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삼권이 통합됨으로써 민주성 확보에
는 문제가 있었지만 능률적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것, ④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민
법, 형법 등 이미 기본법령이 정비되어 있었다는 점, ⑤종전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군
사정권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기 위해 이 사업을 활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29)
더욱이 구법령 정리의 필요성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민간정부에
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이미 법령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필요한
예산 역시 5･16 이전에 확보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법령 정리 사업에 대한 ‘혁명정부’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1956년에 개편된 법령정리위원회의 조직을 이어받았고
25) 자료에 따라 정리한 법령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수치도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한 김용진도 법제처에 심의가 의뢰된 법령안 중에서 구법령 정리의 내용이
있는 것은 법령정리위원회가 기초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구법령정리 사업의 실적으로 정리했다
는 점 등을 들어 ‘혁명정부’의 자료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용진,
1995 <앞 글> 136~137).
26) ≪동아일보≫ 1962년 1월 20일, <舊法 整理를 完結 朴議長, 國民의 權益保護 强調>
27) ≪동아일보≫ 1962년 1월 18일, <舊法令 20日까지 整理完了－18日現在 남은 것은 20件 程度.
總五五九件･旣公布 一九三件>
28) 김용진, 1995 <앞 글> 138~141 ; 한인섭, 1995 <식민지 형사법제의 구조와 유산, 그 청산의
문제> ≪법사학연구≫ 16, 9
29) 김용진, 1995 <앞 글>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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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역시 별도 추가 없이 이미 배정되어 있던 예산만을 사용했다는 면에서 인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전의 법령정리 노력과 단절시켜 파악하기 어렵다.30) 또한 구법령 정리
사업을 위한 계획 역시 5･16 이전에 수립되어 있었다.31)
‘구법령’ 정리 사업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권의 차별성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격 추진되었다. 이 조치를 통해 군사정권은 식민지 질서와의 단
절을 강조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기저에 깔고 졸속으로
추진된 ‘구법령’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있었
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장 관계 법령 등 일부 경제 법령의 개편 과정을 통해 ‘구법
령’ 정리사업의 실상에 한발 더 다가가 보겠다.

Ⅲ. 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단절과 연속
1. 1961년 <시장법> 제정
일제시기에 제정된 많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1914년에 공포된 조선총독부의 <시장규
칙>은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까지도 시장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계속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일제시기에 <시장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도시
의 식료품도매시장과 장시에 병설된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1950년대 전반에 <중앙도매
시장법>과 <가축보호법>을 각각 제정하여 <시장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림 1>은 ‘구법령’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1961년 8월 31일에 <시장법>이 제정되기
까지 시장 관계 법규가 개편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32)

30) 김용진, 1995 <앞 글> 135
31) 법제처, 1960.10 <법령정리 사업의 현황과 그 계획(1960년 10월 20일 현재)> ≪법제월보≫ (법
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32) <그림 1>은 허영란, 2009 <생활시장 관계 법령의 식민지성과 탈식민화> ≪한국사학보≫ 34,
193에서 인용한 것임. <시장규칙>의 폐지와 <시장법> 제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논
문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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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장 관계 법규의 정비 과정

1950년대 전반에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대도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을
공급하는 중앙도매시장과 소, 돼지 등을 거래하는 가축시장은 <시장규칙>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 단행된 ‘구법령’ 정리 사업 이전까지 소매를 위주로
하는 상설시장이나 농촌의 정기시장(장시)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생활
시장에 적용할 총체적인 법규가 따로 마련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규칙>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다만 새로 제정된 법령이 <시장규칙>에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시장규칙>의 해당 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간주했을 따름이다.
정부 수립 당시부터 원활한 물자 수급을 도모하는 한편 난립하는 무허가 시장을 감독
하고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당면한 현실은 사회적인 불안정과 무질서
가 가중되면서 생활시장에 대한 공안 및 치안 관련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
는 <시장규칙>의 존속을 오히려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령상
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개편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시장에 대한 관리 및 단속권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나 경찰조차 시장을 둘러싼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33) 시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을 통제하는 구

33) ≪조선중앙일보≫ 1949년 7월 23일, <尹潽善 상공부장관, 무허가시장문제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과 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발송>(≪자료대한민국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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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즉 <시장규칙>의 개편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시장규칙>은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구법령 정리 사업
과정에서 폐지되었으며, 1961년 8월 31일자로 제정된 <시장법>(법률 제704호)이 그것
을 대체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졸속으로 진행된 여타 ‘구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법> 역시 내용적으로는 <시장규칙>의 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34)
물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시장법> 제정으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중앙도매시장과 가축시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상설시
장이 광범하게 개설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다. 즉 <시장법>에서는 일정한 설비를
갖춘 ‘상설시장’(1호)과 별다른 설비 없이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2호)을 구분
하고 있다.35) 일반 생활시장의 대다수를 점하던 정기시장(장시) 외에 기존 시장의 상설
화나 새로운 상설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상설시장이 널리 개설되고 있는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시장규칙>에 담겨있던 장시 등 일반 생활시장
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단속･통제에 관한 내용이 <시장법>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생활 기반인 장시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장시
를 활용하여 민중의 일상생활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36) 그런데 식민
지 통치를 위해 설정했던 장시와 장시의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 규정은
<시장법>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법률 조항에서 제외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도 농촌 장시 등 일반 생활시장은 계속해서 국가에 의해 다양한 동원과 통제의 수단으
로 활용되었지만, <시장법>과 같은 법률에서 그것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벗어나
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규칙>에서 확립된 공설공영제와 허가주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장시의 개설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었으며 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특
34) 구법령 정리 사업에 의해 새로 제정된 상당수 법률이 구법령의 기조를 답습하거나 일본법령을 모
방하고 번역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1961년 12월 30일에 공포 시행된 한국신탁법(법률 제
900호) 역시 1920년대에 공포 시행된 일본의 신탁법과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이었으
며, 1961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한국신탁업법 역시 일부 기술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했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는 조선신탁업령(1931년 6월 9일 공포)의 법조항을 한글화하여 거의 그대로 사
용했다(김명수, <앞 글> 354~355).
35) <시장규칙>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조선인이 이용하는 일반 생활시장을 일괄
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보고 1호시장으로 분류했다.
36) 허영란, 2009 ≪일제시기 장시 연구≫ (역사비평사)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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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장시에 대한 시설허가 요건은 대폭 완화
되었고, 여타 시장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는 설비 조항에 대한 규제 조치 역시 해제
되었다.37)
이러한 변화는 농촌사회에서 의사소통 및 문화체험의 공간, 경제기구로서 장시가 갖
고 있던 비중이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간 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다.38)
일제시기에 비해 장시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희석되어 갔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동향과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시를 주시했다. 지
방의 경찰은 조선인 사회의 동향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역 안에서 열리는 장
시의 장날에 주막을 염탐했다.39) 장시는 조선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며 조선인
사회의 중추적인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민중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장시와 장시의 사람들을 주시했다.
3･1운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통치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저
지하기 위해서도 장시는 통제되어야 했다. 일제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의 진원지인 장
시를 폐쇄함으로써 운동의 열기가 번져가는 것을 봉쇄하고자 했다. 3월 1일에 서울 등지
에서 시작되어 이후 수개월 동안 만세운동의 소용돌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조선총
독부의 각 지방 경찰은 장날에 장시가 열리는 것을 막고 농민과 장꾼들이 모여드는 것
을 차단했다.40)
해방 이후에도 장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
았다. 그러나 정부 수립으로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장시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
는 바뀌었고, 그에 따라 장시를 매개로 이루어지던 당국의 통제 방식 역시 달라졌다. 그
러나 장시 자체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새로운 국가 수립이라는 정
치 상황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7) 김성훈 외, 1977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국립농촌경제연구소) 207
38)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81~82
39) 공주헌병대본부･충청남도경찰부, 1914 ≪주막담총≫ 3 ; 공주헌병대본부･충청남도경찰부, 1915
≪주막담총≫ 4(마쓰다 도시히코, 2006 <≪주막담총≫을 통해 본 1910년 조선의 사회 상황과 민
중>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 체제 형성≫ (혜안) 362에서 재인용).
40) 3･1운동 당시의 장시 폐쇄와 관련해서는 허영란, <위 책> 284~286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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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개편과 ‘장시 폐지론’의 지속
구법령 정리에 따라 법령은 개편되었지만, 특히 경제법령의 경우 그 내용이 일제시기
의 법률과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경
제법령을 관성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방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와
운용 방식이 일제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41)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장 관계 법령의 경우, 당국의 인식 역시 일제시기 식민 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
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강점 초기부터 장시를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낡은 유습으로 규정했
다. 장시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근대국가에서 사라진 정기시장으로서,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는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봉건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거듭된 시장 조사를 통해 장시의 현황과 그것의 사회경제적, 문화
적 비중과 의미를 파악하게 된 총독부는 장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장시가 조선 사회의 후진성을 증명하는 제도이자 농민의 노동력을 낭
비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제도로서, 장차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라는 인식
에는 변함이 없었다.42)
자본주의화의 미비, 조선시대의 수탈성과 낙후성, 노동력의 과잉, 상인의 취약성 등으
로 인해 장시는 계속 번성하지만, 그것은 결국 조선 사회의 낙후성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의 각종 선전･교화 활
동에 장시를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장시에 대한 식민
당국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장시의 폐해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존속시킬
필요성 또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의 조직과 주체가 만들어지면서 조선
총독부의 인식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장시는 다시 개선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농촌진흥
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장날을 줄이고 농민의 장시 출입은 억제하며, 장시 대신 마을의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장시를 폐지시키고자 했다.43) 그런데 장시는 농촌
금융, 농산물 유통, 나아가 문화적･오락적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 재생
산 구조를 유지시키는 구성요소로서 지방 사회 전체의 운영 구조와 견고하게 맞물려 있
41) 김명수, <앞 글> 356
42) 조선총독부의 장시에 대한 인식은 허영란, <위 책> 88~91을 볼 것.
43) 조선총독부의 장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허영란, 위의 책, 92~99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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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방적인 축소 시도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시 등 조선인의 생활시장을 포괄하여 1호시장으로 정의했던 <시장규칙>과는 달리
<시장법>은 상설시장을 1호시장으로, 장시를 2호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44) 그런데 도
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설시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까지도 장시는 농촌의 중요
한 교역기구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현상을 뒷받침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
체 농가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소농민의 광범한 존재였다.45) 그들은 시장 출하를 목표
로 하는 상업적 농업을 기피하는 대신, 자급자족적인 생계 농업에 머물면서 자가에서 소
비하고 남은 것을 장에 내다 파는 식의 소농경영을 유지하고 있었다.46) 따라서 소농들이
판매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장시는 소농경제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필수적인 존
재였다. 일제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의 아이콘으로서 환영받던 장시는, 해방 후
에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인식되어 계속 증설되
고 있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장시의 남발을 문제 삼아 1950년대 말에 ‘장시 폐지론’을 제기했
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새마을운동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판의 표적으로 삼
았다. 장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그랬던 것처럼 해방 뒤에도 농촌 근대화, 유통 근대
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유제로 낙인찍혔다.47) 특히 1970년대의 정책수립자들은 장시
를 폐지하고 상설시장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유통근대화로 인식했기 때문에 장시 폐지론
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했다.48)
그러나 장시를 요구하는 현실이 지속하는 한 그것을 임의로 재편할 수 없는 것은 일
제시기와 다를 바 없었다. “과거 이조시대부터 日帝를 걸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부 몰
지각한 사이비 정책수립자들은 마치 일거에 모든 정기시장을 폐지하여 상설시장으로 대
치하는 것이 유통 근대화인양 그리고 심지어는 새마을 운동의 첩경인양 툭하면 정기시

44) <시장규칙>과는 달리 경매시장(3호시장)과 거래소(4호시장)는 <시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45) 김성훈, 1974 <소농발전의 규제요인에 관한 경제적 평가> ≪농업경제연구≫ 16 (한국농업경제학
회) 96~97
46) 1970년대까지도 장시를 매개로 한 농가재생산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농가경영의 조건이 마련
되지 못한 상태였다(김성훈, 1974 <앞 논문> 103).
47) 박원선, 1985 <한국의 장시 : 상법사적 고찰> ≪동방학지≫ 46･47･48합집, 292 ; 박강수, 1977
≪한국재래시장연구≫ (범학도서) 90
48) 정부에서는 1975년부터 장시의 근대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1976년 9월 25일자로 장시의 개
량방침을 공포했다(박강수, ≪앞 책≫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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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장시는 “어느 누구의 강제에 의하여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장’을 설립시키는 그 시장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장’은 혹한 속의 보리 싹처럼 죽지 않고 계속 자라왔”던 것이다.49)
이처럼 해방 후 30년이 흐른 1970년대까지도 장시는 농민의 시장으로서 위세를 떨쳤
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
와 같다. 그러나 당국의 시장 인식은 조선총독부의 ‘장시 감축’ 내지 ‘장시 폐지론’을 거
의 그대로 계승했다. 현실의 구조와 현상을 직시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인식과 정책을 수
립한 것이 아니라, 농촌 근대화나 유통 근대화라는 목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데 급급
했던 것이다. 비록 대대적인 구법령 정리 사업으로 일제시기의 법률과 제도의 형식을 일
괄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도한 정부의 인식 자체는 식민 당국의 근대주의적
통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일제시기의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틀과 식민지근대의 방향성
아래 운영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자본주의적, 근대주의적 경제와 사회 운영의 기
제는 해방 후의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것은 약간의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
만 일제시기의 제도와 인식이 한국 경제의 운영원리와 제도, 인식으로서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50)
한국의 장시는 수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 절정에 이르렀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어
감소세로 바뀌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농촌 대중교통의
발달은 벽지에 소재한 장시를 결정적으로 위축시켰고, 급속한 유통산업의 발전이 장시
를 포함한 시장의 전반적인 위상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생산자인 농민의 직
접 판매와 농가경제 재생산 기반이라는 성격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지금도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지역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장시(5일장)가 다수 개설되고 있다. 지금 개
설되고 있는 도시의 장시를 농민 중심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지만, 장시라는 제도와 그것
이 응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관성은 지금까지도 강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의 <시장법> 폐지와 <도소매업진흥법> 제정,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을 거쳐, 2003년에는 법령에서 ‘정기시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도시와 농촌에서 현
재 개설되고 있는 장시는 적용할 법규가 없는 법외 시장이거나 임시 개설되는 특수시장
49) 김성훈, 1978 <市場施設 및 流通近代化의 方向> ≪도시문제≫ 13-11 (지방행정공제회) 17
50) 신탁법규의 개편을 다룬 김명수는 신탁업에 국한된 진술이기는 하지만 “식민지기 신탁관계법규가
그대로 해방 후 신탁업 재건의 기본법령으로 기능하여 단절보다는 연속의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
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명수, <앞 논문>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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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제 유통기구로서의 비중이 극히 미미해진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는 장시를 사회･문화적 자산으로 파악하고 그 위상과 의미를 재해석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주의적 ‘장시 폐지론’의 극복은 여전한 과제라
할 것이다.

3. 식민지 법률의 탈식민화와 그 한계
정부는 장시에 대해서는 근대주의적인 장시 폐지론을 견지했지만, 이른바 ‘신식시장’
즉 근대적 시장인 중앙도매시장, 그리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1950
년대 전반에 새로운 법규를 만들었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시장정책을 극복한 새로운
전환이라기보다는, 식민당국 역시 염두에 두었으나 민족적･계층적 차별 정책의 기조 아
래 미비하게 처리했던 제도적 결점을 완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보완적 개편이었다.
대도시 주민과 노동자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료품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앙도
매시장의 설치와 관련 법령의 제정 문제는 이미 1920년대부터 논의된 바 있었다. 그것
은 1923년 일본에서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러일전쟁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조선, 대만, 사
할린 등 새로 일본 ‘제국’의 권역으로 들어온 식민지 지역에 대해서 각각 총독부령 등에
의해 시장규칙이 공포되었다.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주로 서일본 지역의 어시장을 대
상으로 1市町村 1공설시장화를 강행하는 한편, 대도시의 식품시장 급증에 대처하기 위
한 시장규칙이 지역별로 다수 공포되었다. 소규모 식료품도매시장들을 집중적으로 정리
하여 회사나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재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아
래 일원화하고 정리 및 통제의 실효성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 시기에 일본
내 각 지방에서 추진된 시장정책의 기본 방침은 물리적 강제력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
질서를 창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시장정리 정책이 식민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51)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시장규칙>은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실질적
인 내용은 달랐다. 일본에서는 식료품을 취급하는 사설 자유시장을 ‘1지역 1시장’으로

51) 이 시기 일본 및 식민지의 시장정책과 그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中村勝, 1980 ≪市場の語る日本の
近代≫ (そしえて文庫) 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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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정리하는 것이 시장정책의 핵심이었다. 특히 1923년에는 부현 <시장규칙>만을
적용시키기 곤란한 대도시 도매시장의 정리를 위해 전국 6개 대도시 시장을 대상으로
<中央卸賣市場法>을 제정했다. 이것은 191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1市町
村 1공설시장 정리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도시 식료품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중개상인조

직의 합리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조선에서 시행된 <시장규칙>은 지
방별 통합 식료품시장이나 중앙도매시장의 설치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개설되는 일
반 생활시장인 장시의 관리와 통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주된 정책
대상이었던 식료품경매시장에 대해서는 사설회사의 경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오히려 사
적 특권을 허용했다.52)
1923년 일본에서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되자 조선에서도 경성을 중심으로 대도시
의 식료품도매시장에 적용할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27년에는 서울에 있는
3개 수산시장을 통합하여 공설 ‘경성부수산시장’이 설치됨으로써, 대도시 식료품도매시
장을 대상으로 한 ‘1도시 1시장주의’가 조선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53) 그러나 이러한
어시장은 기본적으로 조선 거주 일본인을 위한 공급시설이라는 한계가 있었고,54) 그로
인해 시장통합 논의의 범위 역시 제한적인 것이었다.55) 대부분의 도시에서 식료품도매
시장(<시장규칙>상의 3호시장)이 대부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본인 사설회사에 의해
특권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다지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다. 식료품 등 각종 생필품 유통제도가 조선인과 일본인 주민
을 대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민지에서는 식민 당국의 편의적인 제도 운영이 ‘근대적
인’ 시장제도의 정비와 그것을 위한 법령 제정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도매시장의 설립과 법령 제정으로 근대적 시장제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
다는 주장은 해방 직후부터 당면 과제로 제기되었다. 정부 수립 직후에 식료품 물가 통
제의 일환으로 1도시 1시장주의 내용을 담은 ‘중앙도매시장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핵심 내용은 농어촌에서 생산된 식료품의 수급 행위 일체를 중앙도매시장 한
52) 일본 각 부현과 조선총독부의 시장정책과 그 유사성 및 차이에 대해서는 허영란, 2009 <위 논
문> 182~185를 따름.
53) 허영란, 2000 <일제시기 서울의 ‘생활권적 상업’과 소비> ≪서울상업사≫ (태학사) 505~506
54) <앞 논문> 512~514
55) ≪大阪每日新聞≫(朝鮮版) 1934년 4월 1일, <卸市場の統制>. 이 기사에 따르면 경성부회의원 28
의원은 1934년 3월 29일 부회의 찬성을 얻어 경성부에서 卸市場의 통제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에
서 시행되는 중앙도매시장법과 같은 법령제정에 대해 경성부윤, 경기도지사, 우가키 총독 앞으로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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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도는 도매상업의 유통
망에서 퇴출당할 것을 우려한 중간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
다.56) 생산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을 지배하고 있던 많은 중간 상인들
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법령 보완이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조선총독부 <시장규칙>에 의해 일괄
관리되던 식료품 도매시장은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으로 전환의 계
기를 맞이했다. 중간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은 일단 국회에서 가결되
었다.57) 그러나 이 법 역시 1923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을 사실상 베
끼다시피 한 것으로, 일제시기에 거론되다가 무산된 법령 제정을 뒤늦게 실행에 옮긴 것
에 불과했다. 다만 일제가 물러간 상황에서 일본인 회사에 부여되었던 특권을 특정 상인
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한 셈이었다.58) 더욱이 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관련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그러다
가 5･16 직후인 1961년 말에야 강제 시행이 이루어져 주요 식료품 유통에 개입하던 시
장의 도매상들에 대한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59)
이처럼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은 일제시기 이래 이루어지지 못한 이른바 ‘신식시장’
체제의 뒤늦은 완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에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일본
의 관련 법령을 모방했을 뿐 아니라, 법령 제정 이후에도 시장의 운영 자체는 기존의
방식을 탈각하지 못했다.60)
1954년에 <가축보호법> 제정으로 <시장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시장에
대한 법령 역시 일제시기부터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축시장은 대개 장시에 병
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령 제정이 비교적 쉬운 조건이었지만 ‘가축시장법’ 제정으로까
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령이 축산조합의 이익을 주로 보장하는 반면 일반 농민의 가축
56) ≪경향신문≫ 1949년 7월 31일, <서울상인들, 중앙도매시장법안이 암거래를 조장한다며 반대진
정서를 제출>(≪자료대한민국사≫ 13) ; ≪서울신문≫ 1949년 9월 3일, <상공부, 중앙도매시장
법안을 기초 국회 산업노농위원회 심사에 회부>(≪자료대한민국사≫ 14)
57) ≪부산일보≫ 1951년 6월 4일, <국회, 중앙도매시장법안 제7조를 격론 끝에 삭제 결의>(≪자료
대한민국사≫ 21)
58) 김성훈 외, 1977 ≪위 책≫ 186~187
59) ≪동아일보≫ 1954년 7월 17일, <數十萬業者 失業狀態—旣存業者側서 中央都賣市場法 廢止呼
訴—> ; ≪동아일보≫ 1956년 8월 31일, <中央都賣市場 廢止案을 推進 金斗漢議員, 捺印工作>
; ≪동아일보≫ 1961년 12월 19일, <靑果水産 32個巨商에 閉鎖令>
60) <중앙도매시장법>의 상세한 제정 과정 및 변천에 대해서는 허영란, 2009 <위 논문> 186~189
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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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대한 자유과 권리를 속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61) 또한 현실
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가축 거래가 장시에 병설된 가축시장에서 군 축산조합의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축 매매의 일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는 했지
만 농가의 자유 거래까지 통제하는 것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해방 이후 農牛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축시장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
아졌다. 주된 내용은 가축의 밀매매를 방지하고 시장을 통한 매매･중개를 제도화하여
그 수입을 가축의 증산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62) 그리하여 1950년 3월 15일에 지방공
공단체가 개설한 가축시장에서만 소와 말을 매매･교환하도록 정한 <가축시장법>이 국
회에 회부되었다.63) 그러나 이 때에도 법률 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種畜을
확보하여 가축의 개량 증식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1954년 1월 23일에 제정된 <가축
보호법>에 가축시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에서는 허가 받은 지방자치단체만
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을 지정하여 시장 업무
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가축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가축의 매매나 교환이 금지되
었다.64) 이로써 가축 유통에 대한 유통합리화 정책 역시 법제화되었으며, 가축시장은
<시장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65)
일반적으로 가축시장은 장시의 일부로 인식되었지만, 거래 상품과 거래액 규모 등 여
타 상품과는 차별화되는 시장이었다. 장시에서 축산물 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시장법’을 제정할 필요성도 컸다.66) 따라서 중앙도매시장과 마찬
가지로 가축시장에 대한 법령 제정 역시 일제시기 이래의 과제를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1950년대 전반기 중앙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관계 법령의 제정은 식민지 시기 이래의
과제를 완성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민족적･계층적 차별 정책 속에서 완성할
수 없었던 제도와 법률의 완성이라는 탈식민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 자체는 조선총독부 역시 지향하고 있었던 근대적 제도를 완성시킨 것이기도 했다.

61) 長松直喜(전라남도 산업기수), ≪木浦新報≫ 1931년 11월 22일, 23일, 24일, 25일, <畜牛の耳標
制度(1)~(4) 家畜市場法制定の必要>
62) ≪서울신문≫ 1949년 9월 28일, <농림부, 牛籍法 등 畜牛 확보대책을 마련>
63) ≪동아일보≫ 1950년 3월 19일, <家畜市場法 國會에 回附>
64) <가축보호법>(제정 1954.1.23. 법률 306호)
65) 가축시장 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허영란, 2009 <위 논문> 189~192를 볼 것.
66) 일제시기 장시 거래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지역에서 전개된 우
시장 병설 운동에 대해서는 허영란, 2009 ≪위 책≫,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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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해방 이후 왜색법률 일소는 신생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였지만, 한정된 인적 자원과
제도적 어려움, 법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몇몇 기본법을
비롯해 조직법이나 재정 및 조세에 관한 것은 모두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었지만, 정부의
행정작용이나 민사, 상사, 형사에 관한 법규에는 새로운 법률보다 구법령이 더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방 후 십여 년이 흐르도록 많은 구법령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했
던 것이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혁명정부’는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과 군사정권의 능력을 과
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법령’ 정리 사업을 전격 추진했다.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법률 제 659호, 1961.7.15.)은, 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법령 가운데 헌
법 제100조에 의해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구법령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구법령을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여 법률 또는 명령으로 대치하며,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자로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법령 정리를 담당할 기관으로 내각수반 소속으로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했다. 6개월
여 동안 전격 추진된 사업의 결과, 혁명정부는 총 613건의 구법령을 폐지하고 533건의
법령을 새로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단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졸속’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당면한 현실에 맞도록 신중하게 법령을 개편했다기보다는 구법령의 단순한 번역, 심지
어 일본법령의 모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
서 입법권을 행사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많은 법령이 무더기로 정리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사정권은 식민지 질서와
의 단절을 강조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고자 했지만, 그런 목적 하에 졸속으로 추진된 구
법령 정리는 탈식민을 과시하는 정치적 이벤트이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법률
질서를 탈식민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시장규칙> 역시 여타의 ‘구법령’과 더불어 1961년이 되
어서야 폐기되었다. ‘혁명정부’의 강력한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시장
법>이 공포되었다. 1951년에 정식으로 공포된 <중앙도매시장법>, 그리고 1954년에 공
포된 <가축보호법>에 의해 도시 식료품도매시장과 가축시장은 법률적으로는 이미

3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시장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시장법>은 전적으로
일상의 생활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 <시장규칙>이 가진 식민지적 요소의 극복과 시장 관계 법령의 탈식민화
를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종국적으로는 근대적 시장 제도의 완성을 목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법령 정리 사업 과정에서 <시장규칙>을 대신하여 제정된
<시장법>의 내용과 인식이 조선총독부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았다. 장시에 대
한 인식은 조선총독부의 ‘장시 폐지론’을 지속하고 있었고 세부 내용 역시 기존 법령의
기조를 거의 답습하고 있었다.
한편 195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진 중앙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관계 법령의 제정은 식
민지 시기 이래의 근대화 과제를 완성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민족적･
계층적 차별 정책 속에서 완성할 수 없었던 제도와 법률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탈식민적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 자체는 조선총독부 역시 지향하고 있었던 근대
적 제도의 완성을 의미했다.
구법령 정리 사업과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 과
정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이식한 식민지적이면서 근대적인 제도의 불구성, 그것에 의해
규정되면서 진행된 해방 이후의 탈식민화 작업의 성격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탈식민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그 점에서는 조
선총독부가 설정했던 식민지 근대의 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법령에 국한해서 본다면, 일제에 의해 이식된 법률 질서를 근원적으로 탈식민화하
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에 가까웠다.
한국 사회에서 식민잔재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여러 세대를 지나오면서도 청산되지 못
하고 현안으로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식
민지 근대의 제도와 질서는 해방 이후 신생 한국을 재구성하는 제도와 질서로서 구조적
으로 존속되었다. 한국 사회가 근대성의 완성을 목표로 삼는 한, 식민지 근대의 극복 또
는 탈식민화라는 문제는 지향하면서 동시에 부정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과거를
잘라내는 식의 단순한 식민잔재 청산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내내 지속된 ‘장시 폐지론’과 그것에 입각한 법률,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장시(5일장)에 대해 어떻게 새롭고도 미래지향적
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에 의해
탈식민화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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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본 논문은 일본 식민지기에 형성된 시장 관계 법령이 해방 후에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를 논한 것이다. 비서구권에 속하는 사회가 식민지화될 때에 식민지화와 근대화 두 가지
가 식민지 권력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한국에 한정된 것
은 아니다. 만약 독립 후의 국가가 근대와 결별한다면 식민지 시대의 법체계를 완전히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는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를 시장 관계 법령을 제재로 그려낸 뛰어난 작품으
로 평자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구 식민지 법령이 해방 후에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개편되었는
가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관계 법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는 방법론적 문제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시장 관계 법령의 변화가 구 식
민지 법령의 개편을 논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법체계의 변용을 논할 때
에 제재로 논의되는 것은 대개 민법과 형법이다. 혹은 일반적으로 육법이라고 불리는 분
야의 변용을 중시하는 것이 법률학을 배운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견해이며, 이들 법의 변
용을 놓고 일국의 법체계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이 검토
하는 시장 관계 법령은 이러한 주요 법체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것을 놓고 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한국의 특징을 논하는 것이 가능할까? 평자로서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위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시장 관계 법령의 특수성이다. 시장 관계법은 이
법을 둘러싼 관계자의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의
해서 크게 규정된다. 본 논문이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식민지기를 포함하여 한국 경제
는 전근대적이며 농업 중심에다 상공업의 자립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업 중심이며 고
도로 분업화가 진전된 도시 중심 경제로 급속한 변모를 이루었다. 시장 관계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미에서 나름의 경제 합
리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 논문에는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예를 들어
場市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군데군데 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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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양적 변화를 실감 있게 전하기 위한 수단 정도이다. 중심이
되어야 할 경제 변화를 객관적으로 전하는 정보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法史的 접근을 취한 논문으로 경제학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
만, 본 논문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오히려 앞서 서술한 경제 변화와 경제 합리성에 대응
한 변화라고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즉 경제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업이
자립하게 되고 교통망의 정비를 통하여 定期市가 쇠퇴하고 상설 시장이 탄생한다는 통
설적 견해에 따라 시장법이 정비되었으며, 그에 걸맞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 조선총독부
의 성급함 등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평자는 민족성 등의
정치적 요소를 개재시키지 않고도 시장 관계법의 변천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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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독립 후의 한국이 근대적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탈식민화의 구조적 난
점에 대해서는 필자와 평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전제로, 평자가
제기한 두 가지 지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 식민지 법령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제재로서 시장 관계 법령이 갖는 대표
성 문제이다. 즉 평자는 일국의 법체계의 변용을 논하고자 한다면 민법과 형법 등 법체
계의 본령을 이루는 법률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필자가 다루고 있는 시장 관
계 법령과 같은 특수한 분야를 검토하여 법체계 개편의 한국적 특징을 논하는 것은 부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기본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필자가 민중의 일상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시장 관계 법률을 주요 분석대상으
로 삼은 것은, 당시의 법질서가 갖는 식민지적 특징 때문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이 일본 영토의 연장이며 조선인 또한 일본제국의 신민이라고 주
장했지만, 일본 헌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았고 조선인의 참정권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총독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일본의 민법과 형법을 의용하는 대신, 범죄즉결례,
태형령 등 일본에는 없는 문제적 사법제도를 창설했다.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진 법사학
적 연구의 결론은 식민지 법체계가 구조적으로 근대성의 결여, 식민지적 차별을 근간으
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성과 근대성의 동시적 전개로 인해 야기되는 탈식
민화의 난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결여와는 구분되는 영역, 다시 말해 식민지 근
대의 특징이 보다 잘 드러나는 분야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필자는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경제 분야라고 보며, 그런 인식 하에 민중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장 관계 법령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평자의 두 번째 문제제기는 경제 합리성의 증대로 인해 나타나는 법률적 변화를 정치
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시장 관계 법령의 변화는 경제
적 근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민족성 등의 정치적
요소를 개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먼저 평자의 誤讀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연구는 식민지시기 및 해방 이후
한국의 定期市에 대해서 “경제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업이 자립하게 되고 교
통망의 정비를 통하여 정기시가 쇠퇴하고 상설 시장이 탄생한다”는 통설을 단순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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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키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을 무시한 식민지시기
및 해방 이후 시장 관계 법령의 문제점은 ‘성급함’이라기보다는, 경제 합리성이나 근대
성의 확산과 관철에 대한 맹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변화에
부합하는 시장법의 정비를, ‘너무 이른’ 도입이라는 식으로 속도나 시기의 문제로만 보
는 평자의 관점은 필자의 논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실을 도외시한 법률을 통해 현
실을 규율하는 식민지의 법체계와, 그러한 법률의 형식적 근대성만을 繼受하고자 하는
독립 정부의 탈식민지화 시도가 공존하는 것이 현대 한국의 법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평
자의 지적대로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러한 誤
讀을 낳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기존 연구가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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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요시오카 히데미(吉岡英美)

머리말
Ⅰ. 한일 경제관계의 추이

Ⅱ. 한일 경제관계의 신국면
맺음말

머리말
제2차 대전 후의 한일 경제관계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에서의 일본의 중요성이 일본
경제에서의 한국의 존재감보다 매우 컸다는 것을 배경으로, 오로지 한국 경제에서 일본
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거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공업화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중간재･자본재･기술의 공급
원이 되는 동시에 발전 ‘모델’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한국의 경우에 개별 산업
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 캐치업(catch-up)을 도모하는 발
전전략이 채택되었는데, 이로써 저･중급품을 중심으로 구미시장에의 수출확대가 가능하
게 된 한편, 기술적인 발전기반의 구축은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자본재의 수입확대가 초래되고, 나아가서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事象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상의 격차를 전제로
일본과 한국 간에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특히 아시아통화･경제위기를 거친 2000년대의 한일 경제관계
에는 종래의 설명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여기저기에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도 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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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일 경제관계의 진전을 다룬 연구로서는, 그것이 근래 인지되는 새로
운 현상인 만큼 1980년대까지를 다룬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축적1)과 비교하면 아
직 불충분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한일 경제관계를 간결하게 뒤돌아
보면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고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에는 주로 산업･기업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
추어 경제활동의 실태에 의거해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Ⅰ. 한일 경제관계의 추이
이 절에서는 한일 경제관계의 추이를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관련지으면서 개략적
으로 파악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일 경제관계에 관련된 종래의 견해를 필요한 만큼만 거
론하고자 한다. 우선 199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고찰한 후 이어서 2000년대 이후의 움직
임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１. 1990년대까지의 한일 경제 관계의 특질
<표 1>은 한국의 주된 무역상대국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1960년
대 중반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미국을 최대의 수출상대국으로 하고 일본을 최대의 수입
상대국으로 하는 무역구조가 정착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한국 무
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존도는 저하 경향을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1990년대를 통해
이와 같은 무역구조가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일 경제관계를 취급한 것으로는, 服部民夫, 1995･
1996 <韓日經濟關係の30年(上･下)> ≪現代コリア≫1995년 12월호, 1996년 1･2월호 ; 渡辺利夫･
金昌男, 1996 ≪韓國經濟発展論≫ (勁草書房, 東京) ; 深川由起子, 1997≪韓國･先進国經濟論≫
(日本經濟新聞社, 東京) 등을 들 수 있다. NIEs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平川均, 1992 ≪NIEs
－世界システムと開発－≫(同文舘) ; 朴一, 1992≪韓國NIES化の苦悩－經濟開発と民主化のジレン
マ≫(同文舘) 등이 있다. 또 1950년대의 한일 경제관계를 다룬 것으로는, 丁振聲, 2005 <1950년
대의 한일경제관계－한일무역을 중심으로>(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編, ≪제3분과보고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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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한국의 주된 무역상대국
(1)수출

(단위：100만 달러(%))

1960년

1965년

1975년

일본
미국
홍콩

－
－
－

(61.4%)
(11.1%)
(8.3%)

미국
일본
홍콩

61
44
10

(35.2%)
(25.5%)
(6.2%)

對세계

32

(100.0%)

對세계

175

(100.0%)

1985년

미국
일본
홍콩

미국
일본
독일

1,536
1,292
312

(30.2%)
(25.4%)
(6.1%)

對세계 5,081

(100.0%)

1995년

10,754
4,543
1,565

(35.5%)
(15.0%)
(5.2%)

對세계 30,283

(100.0%)

미국
일본
홍콩

24,131
17,048
10,681

2005년
(19.3%)
(13.6%)
(8.5%)

對세계 125,057 (100.0%)

(2)수입

중국
미국
일본

61,914
41,342
24,027

(21.8%)
(14.5%)
(8.4%)

對세계 284,418 (100.0%)

(단위：100만 달러(%))

1960년

1965년

미국
일본
서독

－
－
－

(39.0%)
(20.5%)
(12.0%)

미국
일본
독일

對세계

343

(100.0%)

對세계

1985년

182
174
16
463

1975년
(39.3%)
(37.8%)
(3.4%)
(100.0%)

일본
미국
사우디

對세계 7,274

1995년

일본
미국
중국

對세계 31,135

對세계 135,118 (100.0%)

(100.0%)

(33.4%)
(25.9%)
(8.3%)
(100.0%)

2005년

일본
7,560 (24.3%)
미국
6,489 (20.8%)
말레이시아 1,234 (4.0%)

32,606
30,403
7,401

2,433
1,881
605

(24.1%)
(22.5%)
(5.4%)

일본
중국
미국

48,403
38,648
30,585

(18.5%)
(14.8%)
(11.7%)

對세계 261,238 (100.0%)

출처：한국 무역협회의 무역통계(http://stat.kita.net/)에 의거 작성
1960년대 후반에 이 같은 무역구조가 형성된 배경으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도입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으로
부터 한국에 공여된 ‘청구권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용도가 일본의 상품･
용역 구입에 한정된 데다가 민간기업의 상업차관(3억 달러 이상)도 일본으로부터의 자
재 구입을 부대조건으로 한 연불수출 형태가 대부분이었기에,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자
금 도입 그 자체가 한국의 대일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킨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다2).
2) 金先植, 1981 ≪對日 자본･기술의존과 대일역조≫ (國際經濟硏究院) 47, 倉持和雄･柴垣和夫,
1983 <韓國經濟のなかの日本> 朴宇煕･渡辺利夫 編, ≪韓國の經濟発展≫ (文眞堂), 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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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관도입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교정상화 이후 급증한 일본 기업의 對韓
직접투자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한 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섬유와 전자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는데3), 일본의 이러한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미국과의 무역마찰, 미국계 기업
의 오프쇼어 생산을 통한 일본 제품의 대항 등 국내외 사업 환경의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에 힘입어서 [그림 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은 1960년대 말 이후 대거 한국에 진출하는 동시에 일본
으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를 반입하여 한국 국내의 저렴하고도 양질의 노동력을 써서
제품화한 후 미국이나 일본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
작했다4).
[그림 １]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추이(1962~80년)

출처：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ke.go.kr/info/foreigner)에 의거 작성

이것은 한일 무역의 주요품목을 보여주는 <표 2>와 같이 1968년 일본의 대한수출품
목 상위에 ‘합성섬유사’나 ‘섬유기계’가 위치하고 있는 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한
3) 倉持･柴垣, <앞 논문> 302~303
4) 高田保夫, 1964 <進展する‘日韓經濟連携’と抬頭する‘韓國中立化論’> ≪朝鮮硏究≫ 제34호, 61~
62, 関谷裕之, 1976 ≪わが国民生用電子機器産業の多国籍化戦略－海外投資決定要因と現地経営問
題－≫ (アジア經濟硏究所), 10~12, 木村昌人, 1989 <日本の対韓民間經濟外交－国交正常化をめぐ
る関西財界の動き－> ≪国際政治≫ 제92호, 118 ; 朴, ≪앞 책≫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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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공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자계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5).
<표 ２> 한일 무역의 주요품목

1968년

품목

1988년

금액 구성비

합성섬유사
198
섬유기계
111
선박
89
특수승용자동차
및
일본
81
화물자동차
↓
발전기
,
전동기
,
변류기
한국
변압기 및 정류기기 76
가열용 또는 냉각용
기기
71
식용해초
견직물
철광
생사
한국 어류
↓ 갑각류 및 연체동물
일본

(단위：억 엔, %)

59
58
33
29
27
17

품목

2008년

금액 구성비

9.1% 전기기기
5,466
5.2% (반도체 디바이스･IC) 1,450
4.1% 일반기계
5,050
철강
1,916
3.7% 元素 및 화합물 1,398
수송용기기
704
3.5% (자동차 부분품)
629
정밀기기류
644
3.3%
16.3% 의류 및 동 부속품
15.9%
3,413
9.0% 철강
1,827
8.0% 魚介류 및 동 조제품
7.3%
1,817
4.6% 전기기기
1,593

품목

금액 구성비

27.6% 일반기계

11,102 18.0%

1,462 (2.4%)
(8.3%) (FPD제조용)
반도체
디바이스
･IC
제조용
)
(
25.5%
1,033 (1.7%)

9.7%
전기기기
11,078 18.0%
7.1%
(반도체디바이사･IC) 3,724 (6.2%)
3.6%
전기기기
11,078 18.0%
(3.2%)
철강
9,688 15.7%
3.3%
원소 및 화합물 4,345 7.0%
플라스틱
3,656 5.9%
전기기기
8,421 27.6%
22.5% (반도체 디바이스･IC) 4,515 (15.2%)
12.1% 석유 및 동 제품 3,699 12.1%
일반기계
3,389 11.1%

367 (1.2%)
12.0% (금형)
철강
3,104
10.2%
10.5%
원소
및
화합물
1,406
4.6%
(음향･영상기기 (부품 포함))
663

(4.4%)

직물용 실 및 섬유제품
765
기타 잡제품
698

5.1%
4.6%

출처：大蔵省 ≪日本貿易月表≫各年版, 財務省貿易統計(http://www.customs.go.jp/toukei/srch/index.htm)
에 의거 작성
주：수치는 각년도 일본의 대한 수출총액 및 대한 수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FPD는 평판 디
스플레이, IC는 집적회로의 약칭이다.

5) 실제로 1960년대 말 시점에서 의복 수출 중 60퍼센트까지 일본상사의 의뢰에 의한 보세가공으로
달성되었다. 또 전자제품에서는 1970년대를 통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60퍼센트 이상에 달했다. 이상의 데이터는 花房征夫, 1978 <韓國輸出衣服業の発展過程と成長要
因> ≪アジア經濟硏究所≫제19권 제7호, 16 ; Koo, Bohn Young, “The Role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Korea’s Recent Economic Growth” (Galenson, Walter ed.,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Asian Countri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p.20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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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이후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책정과 함께 한국에서는 외자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강화되는 한편, 1980년대에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업이 수출의
주된 담당자로서 대두했지만, 앞에서 든 <표 2>에서는 한국 경제에서의 외자계 기업의
역할이 제한된 데에서도 한국에게 일본은 자본재･중간재의 공급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재벌계 기업의 발전전략에 규정되는 것이라 이
해되어 왔다. 즉, 생산품목 선택 시에 일본을 ‘모델’6)로 하고, 수출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누린다는 전략이다. 재벌계 기업이 생산 활동을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은 단계부터 수출경쟁력이 있는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면서 단기간에 캐치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본에 존재하는 고기능의
기계설비나 고품질의 원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7). 이것은 기술
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림 ２]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일본으로부터 ‘차입한 기술’8)
에 의거해서 공업화를 개시한 한국의 경우 도입기술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기술이
확립되고 그 대부분이 기계설비에 체화된 대량생산 품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이 필연적으로 자본재 수입을 수반하는 측면도 있었다9).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자본재･중간재･기술의 공급원으로서 일본을 활용하면서 중
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국제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경이적으로 여겼던 일본의 경험
을 ‘압축’하는 형태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10).
6) 服部民夫 編, 1987 ≪韓國の工業化－発展の構図－≫ (アジア經濟硏究所) 35~36 ; 深川, 앞의 책,
221~222 ; 松本厚治, 2001 <韓國の經濟発展と‘日本モデル’－複線戦略の 限界－> 松本厚治･服
部民夫 編≪韓國經濟の解剖－先進国移行論は正しかったのか－≫(文眞堂).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일
본을 ‘모델’로 삼음으로써 한국 기업은 시장 상황이나 투자 규모 및 기대되는 수익률 등을 예측하
는 동시에 기술의 방향이나 원재료의 수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7) 倉持･柴垣, <앞 논문> 293 ; 任千錫, 2007 <韓國の成熟先進国化と対外競争力の確立－対北東アジ
ア經濟関係を中心に－> 奥田聡 編≪經濟危機後の韓國≫(アジア經濟硏究所), 296~297.
8)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 Press, 1989),
p.3.
9) 朴乙鏞, 1979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와 기술도입> ≪한국개발연구≫ 제1권 제4호, 24 ; 朴宇
熙, 1989 ≪韓國の技術発展≫ (文眞堂), 11. 또한 [그림 2]에는 건수 기준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금액 기준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이 많아졌다. 이것은 1건당 금액
이 일본 보다 미국의 쪽이 크기 때문인데, 朴乙鏞의 연구에 따르면, 도입기술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일본과 미국의 도입기술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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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 한국의 기술 도입

출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년판에 의해 작성

반면 이러한 한국의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는 오로지 조립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생산품목으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전략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본과는 달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업구조 면에서는 가공기술이나 숙련이
필요한 중간재･자본재 부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11). 더욱이 산업구조나 제
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일본을 추적하는 전략은 후발의 한국 기업이 선발자가 할거
하는 일본 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했다12).
그 결과 한국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수입유
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동시에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일무역 적자가 만성화
하였다13).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1998년의 통화･경제위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축소되
었지만 그 후 확대경향을 보이고, 2008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일국
의 경상수지를 생각할 때 2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대일무역 적자는 한일 경제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취급되어왔다14).
10) 渡辺･金, ≪앞 책≫
11) 服部民夫, 1988 ≪韓國の経営発展≫ (文眞堂), 43~44 ; 深川由起子, 1989 ≪韓國－ある産業発展
の軌跡≫ (日本貿易振興会), 36~37 ; 谷浦孝雄, 1991 <韓國－'技術立国への挑戦－> 谷浦孝雄
編, ≪アジアの工業化と技術移転≫ (アジア經濟硏究所, 東京), 93~94, 122~123.
12) 奥田聡, 2005 <日韓經濟關係の40年> ≪世界週報≫ 제86권 제18호, 19.
13) 服部, ≪앞 책≫ 37
14) 이 문제의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자세하게 정리했다. 倉持和雄, 2002 <日韓經濟關係を
めぐる論点の批判的検討－国交正常化以後の日韓經濟關係に対する韓國のパーセプション－> ≪横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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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의 대일무역 추이

출처：<표 １>과 같음

2. 2000년대 이후의 한일 경제관계의 전개
이상과 같은 1990년대까지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은 예를 들어 대일무역 적자 등 현재
에도 거의 변화 없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까지의 틀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앞에서 든 <표 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 무역
에서 중국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 면에서는 2003년에 미국 대
신에 중국이 최대의 상대국이 되고, 수입 면에서도 2007년에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최
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15). 여기서 <표 ３>에 의해 한국의 対中무역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수출입 모두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전기전자제품이 상위
를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기전자제품은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수준에서 기업의 해외전개가 활발한 분야이며, 현재 이렇게 국경을 넘어 조직된 생
산･판매활동이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市立大学論叢人文科学系列≫ 제53권 제3호, 12~22.
15) 한국은행 통계자료(http://ecos.bok.or.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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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중무역의 내역(2008년)

한국→중국
품목
액정디바이스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메모리 반도체
기타 광학기기 부품
제트연료유

(단위：100만 달러, %)

중국→한국
금액
6,819
5,608
5,206
4,630
3,044

구성비
7.5%
6.1%
5.7%
5.1%
3.3%

품목
철 및 비합금 鋼重厚板
철 및 비합금 鋼熱延鋼板
메모리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기타 정밀화학원료

금액
5,314
3,554
2,905
2,741
2,048

구성비
6.9%
4.6%
3.8%
3.6%
2.7%

출처：한국 무역협회의 무역통계(http://stat.kita.net/)의 MIT기준(6단위)에 의거 작성

어찌 되었든 한국 무역에서 중국과의 긴밀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탱해온 일본･미
국･한국(NIEs)의 ‘트라이앵글 구조’16)의 변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한일 경제관
계의 자리매김에도 재검토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 하나 중시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은 앞에서 든 <표 2>에서 간파할 수 있듯이,
2000년대 한국의 대일 수출이 ‘반도체 디바이스･IC’를 비롯해서 그때까지 일본이 특화
해온 중화학공업품목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이 움직임에 따라 한일 무역의 패턴에 뚜렷
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1차 생산
품･경공업제품을 수출한다’는 선진국･개도국 간의 전형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선진
국 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동일상품 중에서 상호 거래하는 관계(산업 내 무역)로 이
행한 것이다17). 또 2008년 현재 개별 제품 수준에서는 거의 일본 측의 出超인데, ‘반도
체 디바이스･IC’에서는 한국 측의 출초가 되어서 여기서도 한일 경제관계의 새 국면을
볼 수 있다.
뒤돌아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의류 및 동 부속품’, ‘직물용 실 및 섬유제품’ 및 ‘음향･영상기기(부품 포함)’(구체적으
로는 라디오 수신기, 컬러텔레비전)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
본에서 비교우위를 잃은 산업의 이전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 평가되었다. 또 1980년

16) ﾝ余照彦, 1988 ≪NICS≫ (講談社現代新書, 東京) 22~23 ; 平川, ≪앞 책≫ 45
17) 1990년대 말 시점에서도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 상위에 의류나 어패류가 위치하고 있었음에 입각
하면, 현재와 같은 무역 패턴이 현저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과 한국
간에 산업 내 무역이 진전한 것은 제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의 상승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상세
한 것은 奥田, 앞의 논문, 21 및 奥田聡, 2004 <經濟危機後における韓國の対外經濟政策> ≪現代
韓國朝鮮硏究≫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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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들어오면, 한국의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 진전을 배경으로 ‘철강’이 대일 수출의
상위품목을 차지하는데, 철강업의 발전도 노동집약적 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각국에서
구조불황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던 산업(그 중에서도 성숙화･표준화된 기술)의 이전에 의
해 특징지어진다고 간주되었다18). 이와 같이 일본에서 우위가 상실된 산업에서는 한국
에의 기술이전을 통해 이때까지도 일본이 한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었지만19),
일본의 리딩 산업이며 일본과 한국이 경합하는 분야에서는 종래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참가는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바야흐로 첨단 기술산업에서도 일본과 한국 간에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되었
다는 점은 이제까지와는 분명히 양상을 달리 하는 현상이며, 한국 경제의 발전 메커니즘
문제와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한일 경제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인상짓는 이러한 事象은 종
래의 견해와 대조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자 한다.

Ⅱ. 한일 경제관계의 신국면
이 절에서는 근래 한일 경제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기업을 대상
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관계 변화의 내실에 접근하고자 한다.

1. 반도체･LCD산업
앞 절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한 대일 수출품목으로서 대두
18) 제1차 석유위기 후 1970년대 후반 이후 선진각국에서 고전적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지식집약형 산
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진전되는 가운데 판매부진에 빠진 소재산업에서는 개도국에의 기술공
여나 플랜트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내었다. 또 선진각국의 정부도 불황탈출을 위한 경기대책의 일환
으로서 플랜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平川, 앞의 책, 116~118 ; 佐野孝治, 1997 <1970年代
韓國における重化学工業化の基礎形成－韓國の重化学工業化における2つの型－> ≪商学論集≫ 제
65권 제3호, 60.
19) 倉持･柴垣, <앞 논문>, 289~291 ; 平川均, 1998 <技術の‘従属’と脱‘従属’> 佐藤元彦･平川均,
≪第四世代工業化の政治經濟学≫ (新評論)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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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수출의 태반을 차지하는, 기억유지동작이 필요한
수시 기록 판독 메모리(DRAM)와 부정논리집연산회로(NAND)형 플래시메모리의 일본
시장에서는, 2004년 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33.3퍼센트와 39.2퍼센트
에 달했다20). 또 2005년에는 소니와 삼성전자와의 합병에 의한 박막 트랜지스터형 액
정디스플레이(TFT-LCD) 생산이 개시된 것을 계기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
면,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액정디바이스가 메모리반도체에 필적할만한 실
적을 보였으며, LCD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참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어느 것이나 본래 일본 기업이 장기로 여기던 제품인 만큼 이것들은 한일 경제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사례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 제품의 대일 진입은 어떤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일까. 이
요인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 기업의 기술능력의 향상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예로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일본의
주요기업을 능가하는 거대한 생산능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면서 1990년대 후
반 이후 가공기술의 선행개발에도 성공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비용 면에서 우위에 서는
동시에 차세대 제품개발에서도 일본 기업에 앞서 가게 된 것이 분명해졌다21). 또 하이닉
스반도체에서도 기존의 제조장치 개량에 의해 첨단 가공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가
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22) 착실하게 기술축적이 진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삼성전자는 일본이나 구미의 제조장치기
업과 제조장치의 공동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로부터 수입되었던 제조장치
중에는 삼성전자에 의해 창출된 신기술을 체화한 것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23). 앞에서
든 <표 2>를 보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치를 일본에 의거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곧바로 반도체 생산기술의 의존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
게 되었다.
20) DRAM과 NAND형 플래시메모리는 메모리반도체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플래시메모리란 지우고
다시 기록할 수 있으며 또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리킨다. 일
본 시장의 시장점유율에 관한 데이터는, E2パブリッシング, 2006 ≪マーケットデータブック2006年版≫,
25~26에서.
21) 吉岡英美, 2006 <韓國半導體産業の技術発展－三星電子の要素技術開発の事例を通じて－> ≪アジ
ア經濟≫ 제47권 제3호, 10~11 ; 吉岡英美, 2008 <韓國半導體産業の競争力－キャッチアップ後の優
位の源－> 奥田聡･安倍誠 編≪韓國主要産業の競争力≫ (アジア經濟硏究所, 東京) 46~48
22) 吉岡, 앞의 <韓國半導體産業の競争力>, 48~50
23) 吉岡, 앞의 <韓國半導體産業の技術発展>,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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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에 LCD 분야로 진출했는데, 그 주력제품
인 TFT-LCD의 제조에는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원리의 가공기술이 이용되고 반도체 부문
에서 배양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회사는 LCD 분야에서도 바
야흐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처럼 메모리반도체와 TFT-LCD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에다가 기술능력이라는
새로운 발전능력을 획득함으로써,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 기
업은 일본 기업을 능가하는 형태로 세계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렇게 해서 반도체･LCD 분야에서는 한국 제품의 대일 진입이 이룩되는 동시에, 전기전자
기기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24)으로의 수출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또 여기서 한국의 対中 무역에 관해서 부언하면, LCD 분야의 경우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을 이관함에 따라 2007년경부터 한국 기업의 LCD 수출처가 일본
에서부터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다25). 이 점에서 한국의 対中 수출 신장은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가 중국시장을 거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파악된다. 다른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2003년, LCD 조립), LG 필립스LCD(2003년, LCD조립), 하
이닉스(2006년, 메모리반도체) 등의 對中 직접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이 하이테크제품의 한국 역수입이 한국에서 일본을 대신하는 최대의 수입상대국으로서
중국을 대두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인다26).

24) DRAM과 TFT-LCD는 모두 퍼스널 컴퓨터(이하 PC라 생략)용이 용도의 태반을 차지한다. 2000년
대 이후 PC본체･주변기기 분야에서는 대만 기업이 세계생산의 60퍼센트 이상 담당하게 되었다.
대만 기업은 2000년대 초에 대만에서부터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이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에 따라 DRAM과 TFT-LCD의 세계적인 소비지로서 중국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상에 대해서는
川上桃子, 2005 <台湾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産業の成長要因－ODM受注者としての優位性の所在－>
今井健一･川上桃子 編, ≪東アジア情報機器産業の発展プロセス≫ (アジア經濟硏究所 調査硏究報告
書, 東京) 50.
25) 한국은행 조사국, 2009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서울), 103.
26) 楊平燮, 2003 <韓國：機械関連産業での中國の台頭と中韓經濟協力> 大原盛樹 編, ≪中國の台頭と
アジア諸国の機械関連産業－新たなビジネスチャンスと分業再編への対応－≫ (アジア經濟硏究所調査報
告書, 東京)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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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 주요 하이테크제품 시장에서의 한일 기업의 시장점유율

반도체 시장

(단위：%)

1990년

1997년

2003년

2007년

일본기업
한국기업

46.3%
2.9%

32.5%
6.8%

26.4%
7.9%

21.5%
11.2%

메모리 시장

1990년

1997년

2003년

2007년

일본기업
한국기업

58.5%
8.0%

41.3%
25.7%

17.4%
34.5%

16.1%
43.1%

1990년

1997년

2003년

2007년

TFT-LCD 시장

일본기업
69.7%
28.6%
9.5%
한국기업
19.9%
37.8%
44.6%
출처：≪반도체산업≫ 1993년 4월호, 3 ; ≪전자･정보통신마케팅총람≫ 2005년판, 476 ; ≪월간전자
기술≫ 2008년 9월호, 6. 디스플레이서치 社의 자료 등에 의해 작성.
주：TFT-LCD는 패널 사이즈가 10.4인치 이상의 대형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반도체･LCD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혁신을 원동력으로 주도적 기업의 일
각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일본의 部材･제조장치기업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
다. 예를 들어, LCD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전의 저임금 생산･수출기지의 설치와
는 목적을 달리 한 일본 기업의 對韓 직접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표 ５>에 열거한
일본의 部材･제조장치기업에 의한 생산거점의 신증설은 LCD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
계적인 공급자로서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LCD용 部材･제조장치 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배경에 있다27). 이와 같이 지금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움직임
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는 동시에, 투자의
면에서도 한일 간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 LCD 분야의 주된 일본계 部材･제조장치기업의 대한투자(2000년 이후)

기업명

한국알박

출자자
일-알박(82.5%)
일-알박테크노(17.5%)

분야
액정디스플레이
제조장치
및 부품 가공

투자내용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준공
준공
준공
준공

27) 2004년 이후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가 급증했는데, 분야별로는 LCD가 최대였다. LCD 분야에서는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또 아주 작은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다액의 물류비용이 드
는 점에서도 部材기업은 고객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의의는 크다고 한다. 이상에 대해서는 百本和
弘, 2005 <一段と緊密化する韓日經濟關係> ≪ジェトロセンサー≫ 2005년 5월호, 10~1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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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日東옵티컬

일-日東電工(80.38%)
한-삼성벤처투자(12.22%)
한-기타(7.4%)

편광필름

東友파인켐
東友광학재료

일-住友化學(82%)
일-伊藤忠商事(9%)

편광필름

토레이 새한
한국데라글래스
COTEM
三井금속 한국

일-東レ(73.2%)
한-새한(26.8%)
일-旭化成케미컬즈(60%)
한-Raygen(30%)
한-삼성물산(10%)
한-코메트네트워크(60%)
일-東京應化工業(40%)
일-三井金屬鑛業(100%)

旭硝子 파인 테크 일-旭硝子(67%)

노코리아

한-한국전기초자(33%)

坡州電子硝子

일-日本電氣硝子(60%)
한-LG필립스CD(40%)

필름 가공

2000년
2003년
2006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4년
2005년

제1棟공장 준공
제2동공장 준공
공장 준공
편광필름제1공장 준공
컬러필터제1공장 준공
컬러필터제2공장 준공
편광필름제2공장 준공,
擴散板공장 준공
편광필름제3공장 준공
광학재료연구소 설립
설비 증설
설비 증설

아크릴수지導光板

2006년 생산라인 신설

감광액(PR)

2006년 공장 가동

LCD용 인디움 석산화물 2006년
2004년
유리 基板
2006년
2007년
2006년
유리 基板
2008년

11월 공장 가동
공장 착공
제2~4공장
제5공장
제1라인 가동
제2라인 가동

출처：한국은행 조사국(한국은행 조사국), 앞의 자료, 34쪽 및 各社의 홈페이지에 의해 작성.

이상의 분석에다가 한국 기업의 캐치 업을 허용한 일본의 전기전자기업 대부분이 그
간 메모리반도체나 TFT-LCD에 대신하는 새로운 성장 분야를 찾아내지 못한 채 산업재
편을 거듭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LCD산업의 발전은 일본에서 뒤떨어진 산업
의 이전이라는 과거 패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철강･금형 산업
한일 간 산업협력의 심화라는 점에서는 앞에서 쓴 하이테크 제품 분야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철강이나 금형과 같은 분야에서도 한일 관계가 서서히 긴밀화해 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철강에서는 일본 시장의 한국 제품 시장점유율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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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보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조선기업에 의한 한국 포스코製 鋼材의 거래
확대를 계기로 해서 대기업의 자동차 기업이나 가전 기업에서도 제품 내측에 사용되는
内板을 중심으로 포스코 제품이 채용되고 있다28). 또한 금형에서도 1995년에 49억 엔이

던 일본의 한국 수입품이 2008년에는 419억 엔까지 급증했으며, 그다지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에서 한국 제품의 채용
이 증가 경향에 있다고 한다29).
이러한 산업에서 한국 제품의 대일 진입이 실현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하나는 한국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형에서는 일본의 어느 금형기업에 따르면, 일반적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이나 형상이 간단한 금형이라면 한국은 일본과 거의 동등한 기술수준에 달했다고 한
다30).
철강의 경우31)에도 고급 鋼材로 분류되는 자동차용 高張力鋼(하이텐材) 분야에서 일
본의 자동차기업용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제품의 품질향상을 방증한다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의 철강 산업에서 고급 鋼化가 진전된 배경으로서는 국내외 철강 수요
의 침체나, 최대 고객인 한국 자동차기업의 품질개선 노력과 같은 통화･경제위기 후의
환경변화가 지적된다.
철강･금형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진입을 촉구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
은 일본 수요 측에서의 조달행동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종래 일본의 공업화에서는 모
든 공업부문을 국내에 끌어안는 ‘풀셋트형 산업구조’가 형성･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한
국 제품에 한하지 않고 애당초 수입품이 들어갈 여지가 아주 적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
다32).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엔화 강세의 진행과 함께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
해외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널리 해외에서도 조달처를 구하게 되어, ‘풀셋트(full set)형
산업구조’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변용되었다33).
28) ≪朝日新聞≫1995년 1월 20일자, 1997년 7월 25일자, 安倍誠, <韓國鐵鋼産業の競争力－急速な
キャッチアップと国際産業再編への対応－> 奥田･安倍 編, ≪앞 책≫ 129
29) 財務省貿易統計(http://www.customs.go.jp/toukei/srch/index.htm), 九州經濟産業局, 2005 ≪九州アジ
ア国際化レポート≫ (經濟産業省九州經濟産業局), 141.
30) 九州經濟産業局, ≪앞 책≫ 142
31) 이 점에 관한 기술은, 安倍, <앞 논문> 123~124, 129에 의거했다.
32) 渡邊利夫, 1980 <日韓經濟關係の構造分析> ≪季刊現代經濟≫, 138~139.
33) 素形材産業ビジョン策定委員会, 2006 ≪素形材産業ビジョン－我が国の素形材産業が目指すべき方向
性－≫ (經濟産業省, 東京)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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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조선 산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엔화 강세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대폭적인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공장의 합리화에다가 조선 비용의 태반을 차지하
는 자재의 해외조달을 늘임으로써 여기에 대처했다고 보인다34). 거품붕괴 후에 고비용
체질이 드러난 자동차 산업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자재조달의 재검토를 포함하는 혹
독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35). 이 과정에서 철강･금형의 수요산업에서는 일본 국내 자
재가격의 인하를 한층 더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정 품질을 확보
한 위에 가격이 싼 한국 제품의 채용을 단행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시점에서 포스코製 鋼材는 일본 국내 강재보다 20퍼센트나 싸
서 일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포스코가 철강의 가격주도권을 쥐었다고 한다36). 또
일본의 금형산업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요자로부터 가격인하와 납기단축의 요구
가 이어졌으며, 高精度･高難度의 금형을 제외하고 일본 제품에서부터 한국･대만제품으
로의 대체가 진전되었다고 한다37).
이렇게 해서 일본의 ‘풀셋트형 산업구조’ 틀이 서서히 변용하는 가운데 철강이나 금
형과 같은 분야에서는 일정한 품질･기술수준을 갖춘 한국 기업이 대일 진입의 호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현저해진 한일 경제관계의 진전을 중심으로 분석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반도체, LCD, 철강, 금형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능력이나
품질의 향상을 원동력으로 해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공급자로서 일정 지
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유력한 경쟁상대가 존재하

34) 1994년 시점에서 일본의 建造 비용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국의 비용은 80이며, 이 차이를 초래
한 최대 요인은 자재 기기의 구입비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상에 관해서는 斎藤忠雄, 1995 <造船
産業の国際化> ≪溶接学会誌≫ 제64권 제1호, 46에서.
35) 下川浩一, 2006 <進化するグローバル戦略とグローバル経営－世界自動車産業のグローバルビジネス展
開を中心に－> ≪国際ビジネス硏究学会年報≫, 26~27.
36) ≪朝日新聞≫1997년 7월 25일자 ; 安倍, <앞 논문> 119
37) 江頭寛昭, 2001 <‘90年代後半の金型製造業の状況> ≪中小企業季報≫ 2000년 제4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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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 시장에서도 일본 국내 ‘풀셋트형 산업구조’의 동요를 배경으로 아직 규모는 한
정되지만 일본 제품으로부터 한국 제품으로의 대체가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이
러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주도적 기업으로서, 그리고 산업협력의 파트너로서, 일본 기업
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보인다. 일본과 한국 간에는 일본에서 뒤떨어
진 산업의 이전에 바탕을 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경쟁･협조관계로 확실하게
변모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기업에게는 신흥국 시장 개척이 현재의 세계 동시 불황으로부터 회복하
는 과정에 열쇠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 중간재･자본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가 한층 더 확대･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제까지 한국 제품 채용에
는 소극적이었던 도요타자동차나 소니조차도 비용 삭감의 일환으로서 2009년에 포스코
로부터의 鋼材 조달을 결정했다.38)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도요타는 한국 기업
으로부터 직접 구입을 위해서 2009년 9월에 한국제 부품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39)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침투를 더욱 후원할 것이라 추측된다.
게다가 2005~07년에는 급격한 원화 강세･엔화 약세의 진행이라는, 한국의 대일 수출
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은 침체하기는커녕 완만하기는
하지만 확대경향을 유지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의 한일 경제관
계의 긴밀화는 외적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성격을 지
닌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간재･자본재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휴대전화나 자동차와 같은 최종소비
재 부문에서는 한국 제품은 구미시장이나 중국시장에서는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계속
된다. 이것은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의 특성에 한 요인이 있다고 보인다40).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의 긴밀한 한일 관계는 일본 소비자의 눈에 직접 띄지 않는 영
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한일 경
제관계가 더욱 더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과제가 된다.

38) ≪朝日新聞≫ 2009년 1월 11일자 ; ≪日刊工業新聞≫ 2009년 4월 8일자
39) ≪연합뉴스≫ 2009년 9월 10일자
40) 한국은행조사국, ≪앞 책≫ 101

5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비평문]

이석우
최근 한일 간에는 정치, 외교관계와는 달리 경제관계에서의 상호의존과 긴밀도가 증
대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대일 적자구조가 고착되어 있으면서도 양국은
세계시장 및 양국 국내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확대, 심화시켜 왔고 또한 양국 간 산업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의존관계를 심화 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교역 수준에 비해 투
자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2000년대의 한일경제관계는 종래의 설명으로는 다 파
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여기저기에 보인다”는 필자의 지적은 적절하다. 여기에서
본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논문에서 필자는 “한일경제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삼성을
들고 있다. 이것이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나, 삼성의 경우는 한국 내에서도 특별한 지
위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분야의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한일간 경제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지나치게 과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레벨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체의 변화를 포괄하는 균형 잡힌 서술
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필자가 지적한 한일경제관계의 변화가 9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
적인 경제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일경제관계 변화의 원인과 양상을 한일양국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지속적인 변
화의 조짐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구조화되어 있는 한일간의 불균형
적인 무역구조의 개선이라는 문제와 관련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에 대해 필자 나름의
간략한 전망을 곁들이면 한일경제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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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먼저 필자의 논문에 대해 귀중하고 유익한 비평을 하여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이하, 각각의 지적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여 보겠다.
첫 번째 지적은, 특정의 산업･기업의 사례가 경제 전체의 변화를 얼마만큼 대표하는
가라는 문제로 이해된다. 한국 경제에서 하이테크 산업 및 삼성전자의 압도적 존재를 생
각하면 이 산업･기업에 주목하는 것은 의의가 클 것이다. 다만, 이들 사례가 한국 경제
에서도 특수한 예외인지 아니면 선구적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다른 산업･
기업에 관한 상세한 실태 파악과 이후의 전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확인해 나가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다. 또 비평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벌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
업의 활동의 실태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하고 싶다.
두 번째 지적도 반도체･LCD산업의 분석에 대한 지적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에서 주
로 한국 측의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까지 한결같이 한국 측의 기술 능력의 결여
라는 점으로 설명되어 오던 한국의 일본에서의 중간재･자본재 수입의존에 대해, 아직
일부의 산업･기업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설명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움
직임이 생겨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측의 요인에 대해서는 이번의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지만, 비평문에서 지적한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이 분야에
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 과제로 하겠다.
세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 한일 경제 관계의
긴밀화는 … 불가역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쓴 것처럼, 일부 분야에서는 구조적･
지속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또 최종소비재 부문에서는 한일
간 긴밀화가 아직 진전되어 있지 않은 것,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도 총체적으로 보자
면 여전히 일본 측에 우위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한일 간 불
균형한 무역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한일 간 불
균형한 무역 구조에 관해서는,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경제 전체의 무역 균형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그 자체를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장 외교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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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이 석 우

Ⅰ.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영토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영토분쟁 사건 Ⅲ.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
에서 보여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Ⅱ.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Ⅰ.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영토분쟁 사건에서 보여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국제법상 전시점령국은 피점령국의 영토에 대하여 어떠한 권원이나 권한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피점령국 영토의 지위는 평화조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전시점령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피점령국의 주권이
당연히 법적으로 점령국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점령 당국은 점령지의 질서유지와
평화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권한과 수단을 취득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전시점령군의 권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적용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승국들이 패전국의 영토에 대한 처분행위가
사실상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실질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용인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Central Powers)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樞軸國(Axis Powers)의 패배 이
후, 주요 승전국가들은 해당 패전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공동으로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1919년과 1920년에 연합국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llied and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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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에 의해 취해진 결정과 1943년과 1945년의 테헤란, 얄타, 포츠담, 그리고 이후의
외무장관회의는 이러한 처분권 행사의 예이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처분의 결과로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 국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평화조약에서의 관련 규정에 의해 권원을 포기하게 되며, 실제로 이 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토의 포기 조치와 포기 영토를 접수하는 국가가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관행은 많은 법적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처분 내지는
양도 권한의 존재에 대해 국제법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권한에 대한 만족스
러운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동의하는 것에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일부는 국제사회
가 그러한 권한을 주요 국가 또는 강대국에게 위임했다는 추정 하에 정치적 현실이 법
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1)
문제는 전승국이 패전국의 영토에 대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처분영토에 대해
권원을 가지고 있는 관련 당사국들의 역사적인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등대중재[Lighthouses Arbitration (Fr. v. Greece)] 사건
에서 상설중재법원(PCA)은 런던조약 제5조에 의해 연합국에게 처분이 위임된 에게海상
에 위치한 모든 오토만 도서들을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합국이 이전에 영토
를 박탈당했던 국가들의 역사적 권리를 고려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그 결정을 통해 보
여주고 있다.2)
이와 마찬가지로 영토분쟁과 관련된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ICJ로 대표되는 국제사법
1) ‘주요 국가들에 의한 공동결정에 의한 처분(Disposition by Joint Decision of the Principal Powers)’에
언급된 Brownlie 교수의 해당 주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fter the defeat of the Central Powers
in the First World War, and the Axis Powers in the Second World War, the leading victor states
assumed a power of disposition, to be exercised jointly, over the territory of the defeated states. In
the years 1919 and 1920 decisions were taken by the Supreme Council of the Allied and Associated
States; 1943 and 1945 by meetings of leaders at Tehran, Yalta, and Potsdam, and subsequently by
meetings of Foreign Ministers. States losing territory as a consequence of dispositions in this wise
might, and often did, renounce title by the provisions of a peace treaty to the areas concerned, but
the dispositions were assumed to be valid irrespective of such renunciation and the recipients were
usually in possession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a peace treaty. The existence of this power
of disposition or assignment is recognized by jurists, but they find it difficult to suggest, or to agree
upon, a satisfactory legal basis for it. Some translate political realities into legal forms by supposing
that the community of states has delegated such a power to the ‘principal’ or ‘great’ powers.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3), pp.130-131
2) See, Lighthouses Arbitration (Fr. v. Greece), 23 I.L.R. 659 (Perm. Ct. Arb.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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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는 다른 법리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판례 등을 통해 ICJ가 도출한 가장 대표적인 법리 가운데 하나
는 영유권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당시 분쟁지역을 지배하고, 실질적인 영토 처분의 권한
을 행사했던 제국주의 국가의 결정이나, 그러한 결정이 반영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역사
적인 사료에 대한 證憑力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3)
영토 분쟁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국제사법기관의 영토 분쟁과
소위 ‘식민지 문제(Colonial Question)’에 대한 脫역사인식적, 기능주의적, 그리고 편의주의
적인 법리는 결과적으로 그 법리 적용의 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우 사법적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순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쟁 당사국 역사의 전 구간을 고려함으로써만 그들의 현재 권리가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역사적 맥락에 당연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으로써 ICJ는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범위를 불필요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에 관
한 사건’에서의 Kooijmans 재판관의 개별의견4)과 식민지 시대의 해악적 유산의 인정과
인식에 대한 제고를 촉구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의 Ranjeva 재판관
의 개별의견5)6) 등은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지고
3) 결과적으로 신생 독립국가들이 연관된 영토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들 지역 및 분쟁 국가들을 식민
지배했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차별적인 영토 확장을 위한 전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ICJ를 비롯한 국제사법기관의 이러한 법리는 잔혹했던 식민지 시대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야기하
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제법상 유럽중심주의적인 제국주의의 극복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Antony Anghie,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2005) 참조
4) 해당 판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ly] by taking into account the full spectrum of the Parties’
history, can their present rights be properly evaluated. By not giving the full historical context its
due, however, the Court has … unnecessarily curtailed its scope for settling the dispute in a
persuasive and legally convincing way.”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2001 I.C.J. 40 (Mar. 16), Kooijmans, J., sep. op.,
para.4
5) 해당 판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equality and denial of rights inherent in colonial practice
in relation to … colonies is currently recognized as an elementary truth; there is a resultant duty
to memorialize these injustices and at the same time to acknowledge an historical fact.”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2002 I.C.J. 303 (Oct. 10), Ranjeva, J., sep. op., para.3
6) 나이지리아 죠스대학교 법과대학 다카스 씨제이 다카스 교수 (Dakas CJ Dakas,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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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록 脫식민주의의 구도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서
부 사하라 권고의견’에서 Dillard 재판관이 “인민이 영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며, 영
토가 인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7) 라고 설파한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 브랑카/플라우 바투 푸테, 미들 락, 그리고 사우
스 렛지에 대한 주권 분쟁 사건에서는 판결 자체보다 개별선언을 통해 강조된 역사비판적
접근(Historical Criticism Approach)의 언급8)이 인상적이며, 식민청산이라는 명제에 대한 국
제법적 인식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他者 관념에 기초한 유럽중심적인 실증주의 현대국제법의 인식에 대항하여 이러한 역

사비평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기능해 줄 수 있는가의 과제는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
에서 政務적인 편의성의 고려 및 남용이 결과한 현재의 영토분쟁 사례의 해법 강구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에서 政務적인 편의성의 고려 및 남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International Law & Jurisprudenc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Jos, Nigeria)는 “식민주의에 대한
심문: 바카시, 식민주의 책임, 그리고 절실한 유럽중심주의적인 국제법의 악령 타파(Interrogating
Colonialism: Bakassi, Colonial Responsibility and the Imperative of Exorcising the Ghost of
Eurocentric International Law)”라는 논문을 통해,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사건(id.)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동 판결을 통해 오히려 ICJ가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 경영의 희생자들을 온건한
태도로 인식하고 처리했던 기억들을 환기시켰다고 주장한다. Al-Khasawneh 판사가 동 사건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ICJ의 접근은 “명백히 타자 관념에 기초한 유럽중심적인 국제법 개념에 근거”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동 논문은 “독도: 역사적 인식과 국제법적 정의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인하대학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주최 세계석학초청 국제학술대회
(2008.11.17-19)에서 발표되었다.
7) 해당 판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for the people to determine the destiny of [a] territory
and not [a] territory the destiny of the people.” 서부 사하라에 대한 권고 의견(Advisory Opinion on
the Status of Western Sahara, 1975 I.C.J. 12 (Oct. 16)), Dillard, J., sep. op., p.122
8)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 브랑카/플라우 바투 푸테, 미들 락, 그리고 사우스 렛지에 대
한 주권 분쟁 사건(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 Singapore)) (http://www. icj-cij.org/docket/files/130/14492.pdf?PHPSESSID=0abb63720e4bc
89f1bf9939f6890071c); Declaration of Judge Ranjeva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0/14493.
pdf); Summary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0/14506.pdf)
등 참조 (방문일: 2009-08-20) Ranjeva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그들 현재의 정치적,
법적 含意에 대한 역사비판적 접근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Judgment came to this conclusion through a failure to take account of the historical
criticism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facts in their contemporary political and legal context.”)
Summary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d., Annex to Summary 2008/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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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되었으며, 그 실체적인 여파가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특히 패전
국 일본의 전후 영토 처리과정에서 노정된 일본의 고유영토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영
토팽창 과정에서 침탈한 영토와의 명확한 구분과 처리라는 과제가 주요 승전국 간의 이
해관계와 정무적인 편의성에 의해 훼손되어졌다는 사실은 법적 근거 자체가 논란이 되
고 있는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에 대한 권한문제를 더욱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이하 ‘SCAP’)9)의
일본통치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10)의 체
결 과정에서 노정된 동아시아 영토처리 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미국을 위시한
주요 전승국의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일외교관계의 형
성에서 그 현대적 의미를 조망한다.

Ⅱ.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영토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은 패전 일본의 국가성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은 패전국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기본적인 이해구도를 제공하고 있다. 동 조약을 체결하는 교섭 과정에서 노정된 전승국
의 패전국 처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안, 즉, 영토, 인권, 청구권, 관련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 등은 동 조약을 통해 전후 일본의 국가성이 형성, 전개되어 가는 과정과
전후 한일관계의 정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현안 가운데 SCAP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중심으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취
한 조치들의 법적 정당성과 함께 그 현대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9) SCAP의 기능, 구조,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Eij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2002) 참조
10) 3 U.S.T. 3169; 136 U.N.T.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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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국최고사령부, 패전국 일본의 전쟁책임
그리고 동아시아에 남겨진 유산
“일본인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아시아]에 남겨 놓았을 수도 있는 증오의 유산에 대
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영국관리들과 마찬가지로 그
러한 일에 대해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11)
1943년 미국 국무부 산하에 동아시아담당 부처 간 지역위원회(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가 결성되어 전후 패전 일본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과
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柔和적인 대일본 정책은 패전 일본의 영토 처리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일본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은 연합국 내에
서도 빈번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폐해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과거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감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원숙한 고민이 결여된 미
국의 정책은 역사적 인식의 결여와 국제법적 정의의 不在를 대변하고 있다. 일본이 제국
주의 침략국가로서, 또 패전국으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법적, 정신적, 도덕적 부채
에서의 배려는 식민지 폐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많은 해당 지역의 국가들에게는 역
사적 인식과 국제법적 정의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양산하게 하였다.
유럽에서 전후 보여준 죄악과 만행의 인정과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이 동아시아 지역에
서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을 위시한 전승국인 연합국의 역할
에 기인한 바 크다. 즉,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전쟁범죄와 그 책임문제를 회피하는데 있
어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적 기억상실에 일조한 바 있다.12) 청구권 및

11) Harry N. Scheiber, “Taking Responsibility: Mo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Japanese
War-Reparations Issues”, 20 Berkeley J. Int'l L. 233 (2002), p.247. 일본주재 영국연락사무소(U.K.
Liaison Mission in Japan)에 근무했던 George Clutton의 1951년 10월 런던에의 보고전문에 수록된
내용 (Clutton, Despatch No., 332, Oct. 2, 1951, FJ102.77/6, KU.K. Public Records Office, Kew)으
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can only say that the majority of Japanese have no idea of the legacy
of hatred they may have left behind them in South East Asia and that if I, or any other British
official, were to tell them of it, we should probably be thought to be lying …”)
12) Scheiber, id., p.23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us has “played a role
in Japan's historical amnesia” by failing to confront the question of war guilt and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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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극도로 관대하고
(extraordinarily generous) 非징벌적인(non-punitive) 성격을 가지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역
할은 존재한다.13)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형성된 연합국과 일본과의 관
계사(history of Allied-Japanese relations)가 명확히 규명되어야만, 전후 패전 일본과 식민지
독립국가들과의 관계 설정 및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는 현안의 처리에 대한 해법을 제공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에 이어,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다. 연합국은 일본점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對일본연합국이사회
(Allied Council for Japan) 등의 기관을 설립하였다.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
서 결정된 사항을 미국 정부가 구체화14)하여 SCAP에게 훈령을 발령하였고, 이러한 훈령
을 기초로 SCAP은 일본 정부에 개별적인 지령들을 발령함으로써 점령정책의 이행을 감
시하고 감독하였다. 실제로 SCAP은 일본의 무장해제 및 전후 처리 등 점령의 주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지령들을
일본 정부에게 직접 발령하였다. 이러한 SCAPI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
서 한국과 일본의 식민관계 청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
히 SCAP은 오늘날까지도 주요 현안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일 한
국인의 처우문제나 독도 관련 현안 등과 같은 문제도 다루었다. SCAP이 점령 초기에 일
본의 행정구역의 한계를 설정한 SCAPIN 제677호의 내용과 성격은 양국의 영유권 논쟁
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쟁점이다.15)
일본을 점령하는 기간 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 발령되었던 이러한 SCAPIN은 SCAP 단

13) Id., pp.237-8
14)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1985), pp.60-61
15)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지침(SCAPIN) No.677, 즉 “일본으로부터 특정 외곽지역의
정부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Art.1);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 and excluding … Liancourt Rocks …”
(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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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극동위원회의 구성국들 간의 합의와 미국 정부 내의 국무
부, 국방부 및 해군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하는 바
가 크다.16) 즉,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의 정부로서 기능했던
SCAP의 역할로부터 1945년에서 1952년까지의 점령기간(occupation period)의 유산을 발
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다. 점령기간 동안 미국의 정책운용은 성공적
으로 일본, 일본인, 그리고 일본의 전후 지도계층을 세계여론의 도덕적, 정치적 압력으
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無知는 맥아더 장군(General MacArthur)이 주
도했던 미국 점령당국의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판단된다. 1945년 이후 일본정부와
국민의 역사적 기억상실과 관련한 미국의 공모는 평화조약에서의 면제조항을 삽입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미국과 다른 외국시민들의 일본에 대한 개
인 청구권의 가능한 선례들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는데 제한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점령기간 동안 미일관계의 전체 구도를 형성하였다.17)
점령당국의 성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국가는 전후 일본이나 일본의 도덕적 책임
의 부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이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평가 받는다.18)
즉, 연합국들의 경제가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간신히 회복되어 가기 시작할 때, 일본인
들은 미국에 의해 자신들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우받았으며, 그들의 경제회복에 얼마
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는가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과 분노가 있었음을 전혀 이해
하지 못했다. 영국의 외교관 Sir Alvary Gascoigne은 일본 Shigeru Yoshida 수상 역시 일본
이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 동안 점령지역에서 자행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만 함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보고했다.19) 이러한 일본의
연합국의 인식 및 의견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일정한 규정과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부과에 대해 저항하게 했다. 다른 국가들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도덕

16)
17)
18)
19)

Takemae, supra, note 9, pp.201-212
Scheiber, supra, note 9, p.240
Id., p.247
Id. (Conversation between His Majesty's Ambassador an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ir. A.
Gascoigne to Mr. Bevin (Received 29 January 1951), printed copy in FJ 10198/4 (19521), United
Kingdom Public Records Office, Kew,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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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노에 대한 일본의 둔감은 맥아더의 지령과 非징벌적인(non-punitive) 성격의 조약에
대한 John Foster Dulles의 입장 견지에 의해 보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과거의
전쟁행위로부터의 규정을 거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을 배양시켰다. 게다가 냉
전시대에 직면해 광의의 평화조약 외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산진영에 대한 미국과의
동맹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미국의 필요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
다.20)

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그리고 국제법적 평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전승국인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
본 간의 관계형성에 대한 국제법적, 정치외교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합국최고사
령부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중심으로 패전국 일본의 영토 처리과정을 개괄하면 다
음과 같다.
미국, 영국 및 중국의 국가수반이 참석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 방침을 정한
1943년 12월 1일자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한국 인민(people of
Korea)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정하
였다”21)라고 명시하였다.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문구는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부
수적 섬들(minor islands)에 국한될 것이다”22)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Id., pp.247-8
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US
Department of State [이하, ‘USDO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s of Cairo
and Teheran (1961), pp.448-9; USDO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Basic
Documents (1950), p.20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USDOS, Dept. of State Publication, 2671 (Far Eastern Series, 17),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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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에 따르면 “우리[일본]
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해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 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23)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선언(declaration)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국제조약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응(prima facie)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 역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9월 2일자 항복문서를
통해 우선 포츠담선언의 제 규정을 수락함은 물론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함으
로써 포츠담선언은 일반 국제법상 단순한 선언적 효력을 지닌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
로 그치지 않고, 연합국 측과 일본국 간에 합의된 국제문서, 즉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문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945년 9월 2일자 항복문서의 법적 성격
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한 연합국 측의 전후 처리에 관한 제안(offer)을 패전국
인 일본이 수락(acceptance)하는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항복문서 자체가 명확하게
“조항들을 수락한다(accept the provisions)”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작성한 “법적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
언에 적용되는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에서는 일방적 선언의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
하여 법적 권리나 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4) 특히 국제법위원회의 기본
원칙의 제3조는 일방적 선언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언의 내용 및 선
언이 이루어진 사실적 배경과 그 선언에 대한 반응(reaction)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25)
따라서 비록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국이 행한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법위원회 기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합국의 공
USDO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id., pp.28-40
23) USDOS, Dept. of State Bulletin, Aug. 19, 1945, pp.257-9 (“[Japan] … accept[s]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Potsdam Proclamation] …”)
24) UN Doc A/CN.4/L.706 of 20 July 2006. 1957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선언,
1974년 프랑스의 핵실험 중지 선언, 1988년 요르단의 West Bank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 등은 법
적 의무를 창설하는 일방적 선언의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25) “3. To determine the legal effects of such declara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ir content,
of all the factual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made, and of the reactions to which they gave
ris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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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언이라 하여 그 법적 성격을 일국의 일방적 선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우선 내용과 관련하여 포츠담선언 제8항은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라는 처분적 성격을
지닌 조항으로, 이 조항에서 사용된 ‘shall’이란 표현은 일본의 항복문서를 통한 수락에
의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제조
약상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 내지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일본의 항복문서에 의한 수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포츠담선언의 다른 내용과는 달리 구
체적이며 처분적인 성격과 내용으로 인해 최소한 연합국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
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도 공개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당해 선언들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으므로 명백하게 관련 문구들은 연합국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해석
해야 한다. 한편 국제법위원회 기본원칙 제9항은 일방적 선언이 과연 타국에 대해 의무
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그러한 타국의 선언에 대한 명백한 수락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26) 일본은 1945년 9
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명시적으로 포츠담선언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천명하였으
므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음은 물론 신의성실
하게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 양 선언의 당사국인 중국의 경우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27)
또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제8항은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에 관한 것이고 일본의
패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적 배경을 지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승전국은 패전국의 영
토를 취급하는 처분적 권능을 보유하기 마련이므로 당해 선언의 관련 문구는 연합국의
이러한 처분적 권능의 행사이기 때문에 처분의 결과는 패전국인 일본도 구속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츠담선언 제8항은 일본의 주권 범위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카이로선언
의 문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
본은 첫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내의
26) “9. No obligation may result for other States from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a State. However,
the other State or States concerned may inc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such a unilateral declar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clearly accepted such a declaration” Id.
27) Wang Tieya, “International Law in Chin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1990), pp.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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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섬, 둘째,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에게서 침탈한 만
주, 대만, 팽호도 등의 지역, 셋째,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
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 중 세 번째 지역인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지역의 경
우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약탈된 것으로 주장되는 한국의 영토처리 문제와 관
련이 있다. 즉, 전승국인 연합국이 패전 일본의 영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토
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한국에 귀속되는 영토인지, 아니면 혼슈, 홋카이
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
는 영토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의 처리과정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
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3.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그리고 국제법적 평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
의 태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영토팽창 과정에서 침탈한 영토와의
명확한 구분과 처리라는 과제가 주요 승전국 간의 이해관계와 정무적인 편의성에 의해
훼손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훼손은 법적 근거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승
국의 패전국 영토 처리에 대한 권한 문제를 더욱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 조약의 실질적인 문안 작성자
인 미국 국무부 내에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노정된 다음과 같은 내부문
건28)은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의 적법성 평가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즉,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인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접근을 강조한 하
바드대학 라이샤워 교수의 제안에 대한 참조가 있었음”,29) “따라서 11월 2일자 초안의
많은 용어들은, 우리에게 어떤 상당한 이익을 제공함이 없이, 완전한 패배를 겪은 일본
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 W. J. 시볼드”30); “그러
28) 본 논문에 언급되는 미국 국무부 문건들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중인 자료로, 그 주요 사본
이 이석우 편, 2006 ≪대일강화조약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에 수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
용 문서의 문서번호 대신 수록 자료집의 해당 면수로 인용한다.
29) 이석우 편, 2006 ≪대일강화조약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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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조항에 도입된 기술방식은 심각한 심리적인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비
록 부속서에 많은 수의 영토들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만약 가능하다면 일
본을 線에 의해 에워싸는 방식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방식을 도입할 것이 권고
된다. …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 지도의 삭제는 권고된다. …. 제4조부터 12조까지:
11월2일자 초안의 제4조부터 12조까지 조약에서 삭제할 것과 조약에 부속되는 문서에,
일본을 제외한 체약국 사이에 이전 일본의 관할권 하에 있었던 영토들의 처분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우리는 제안한다.”31); “제2장에서 채택된 구성방식은 제3조에서 새롭게 축
소된 일본을 구성하는 영토를, 이후의 조항들에서는 일본이 할양하거나 포기하는 모든
여타 이전 일본의 영토나 영토적 청구권을 규정하게 하였다. 초기의 초안들에서는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제3조에 기술된 연속선에 의해 에워싸이게 되었고, 동 조약에 첨부되
는 지도에 표시되었다. 동 선은 일본에 대한 표상적인 울타리치기는 심리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믿는 동경 주재 정치고문관 대행의 제안에 따라 삭제되었다.”32); “일본에
부속된 또는 일본이 이전에 점령한 특정 도서에 대한 노트 … 1. 다케시마(리앙코르락).
… 1905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동 도서를 일본의 영토로서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항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며, 동 도서를 시마네현 오키섬의 관할권 하
에 위치하게 하였다. 일본의 항복 이후에,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동 도서를 일본의 관할권
으로부터 제외시켰으며 현재 미군이 동 도서를 통제하고,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
다. … 1. 이 보고서는 국무부와 의회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일본어로 쓰여진 참고자
료들에 대부분 근거했다.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에서 준비한 특정 도서들에 대한 연구도
또한 참조되었다.”33); “1950년 8월 9일 … 상황이 단축형 조약을 기본으로 일본과의 평화
를 이루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게 한다는 이론에서, 앨리슨과
나는 기존에 회람된 긴 형식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첨부된 것을 작성하였다. ….”34)
(저자 밑줄 강조) 등이 특기할 만하다.
국내외에서 이미 관련 연구들이 소개된 바와 같이,35) 독도의 영토 처리 문제는 하나
30)
31)
32)
33)
34)
35)

Id., p.248
Id., p.251
Id., pp.284-285
Id., p.327
Id., p.346
Seokwoo Lee,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Liancourt
Rocks”, 3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8 (2002); Seokwoo Le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11 Pacific Rim L. & Pol’y J. 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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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과 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의 일
본의 역할에 대한 제고 등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승국 간의 신
속한 교섭 및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했으며, 그 결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들은 조약문 자체에서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안을 작성하
게 된다. 독도와 관련된 사항도 이러한 당시 미국의 정책적인 고려대상에서 자유롭지 않
았으며, 최종 조약문에서는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도’ 및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용어도 언급되지 않게 된다.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현재 주변 국가들과
분쟁 상태에 있는 쿠릴섬(북방영토)36)과 센카쿠섬(조어도)37)의 경우에도 해당 영토의 영
유권 귀속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영토에 대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역사적 권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전승국의 政務적인 편의성이 더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이
현재 러시아와 쿠릴섬, 중국 및 대만과는 센카쿠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은 패전국 일본의 전후 영토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영토팽창 과정에서 침탈한 영토와의 명확한 구분과 처리라는 과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
고 도외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패전 일본의 처분 영토 가운데 쿠릴섬과
센카쿠섬에 대해, 미국은 전승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쿠릴섬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
한다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6조38)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원용하여 동 조약 제3조
(2002) 이석우, 2007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등 참조
36) 동 분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Seokwoo Lee, “Towards a Framework for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Kurile Islands”, 3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6 (2001) 등 참조.
37) 동 분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Seokwoo Lee, “Territorial Disputes among Japan, China, and
Taiwan concerning the Senkaku Islands”, 3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7 (2002) 등 참조. 센카쿠
섬의 영토 처분과 관련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관련 규정은 제2조 (b), “일본은 대만과 팽호
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와 제3조, “일본은 북위 29도 이남의 南西제도 (류구(琉球)제도 …
를 포함) …에 대해, 미국이 유일의 행정권한을 가진, 유엔의 신탁통치제도하에 위치하게 하는 미
국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한다. … 미국은 상기 도서들의 영해를 포함하여, 영토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상의 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Japan will concur in any proposal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to place under its trusteeship system,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administering authority, Nansei Shoto south of 29 deg. north latitude (including
the Ryukyu Islands …) … .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all and any powers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over the territory and inhabitants of these islands,
including their territorial waters”.)”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supra, no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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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한 센카쿠섬이 지리적으로 귀속된 류큐(琉球)제도를 포함한 북위 29도 이남의
南西제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겠다고 일본을 압박했다.39)

당시 일본의 쿠릴섬에 대한 소련의 주권인정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달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현상의 유지를 지향하는 미국의 이러한 입
장은 쿠릴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에 동조하는 미국의 조치들이 류큐제도를 포함한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국가 이익과 어떻게 작용, 반작용할 수 있는지에 반영되었다.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북측 국경지대에 접경하고 있는 소련의 적대적인 존재는 일본
과 소련 간의 관계에 있어 끊임없는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되었다.40)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 외교정책 집행의 최상 조건은, 특히 당시 냉전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일본이 쿠릴섬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시도를 억제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일본의 영토로부터 보다 많은 이
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의 형성이 최대 관심사였다.

38) 2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Japan will be prepared to conclude with any State which signed or
adhered to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1 January 1942, and which is at war with Japan, or
with any State which previously formed a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named in Article 23, which
is not a signatory of the present Treaty, a bilateral Treaty of Peace on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terms as are provided for in the present Treaty, but this obligation on the part of Japan will
expire three years after the first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Should Japan make a peace
settlement or war claims settlement with any State granting that State greater advantages than those
provided by the present Treaty, those same advantages shall be extended to the parties to the present
Treaty.”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id.
39) 당시 미국 상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선언을 하였다. “As part of such advice and consent the
Senate states that nothing the treaty contains is deemed to diminish or prejudice, in favor of the
Soviet Union, the right, title, and interest of Japan, or the Allied Powers as defined in said treaty,
in and to South Sakhalin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Kurile Islands, the Habomai Islands, the island
of Shikotan, or any other territory, rights, or interests, possessed by Japan on December 7, 1941, or
to confer any right, title, or benefit therein or thereto on the Soviet Union and also that nothing
in the said treaty, or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the ratification thereof, implies
recognit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of the provisions in favor of the Soviet Union contained
in the so-called ‘Yalta agreement’ regarding Japan of February 11, 1945.” USDOS, “Office
Memorandum: Kurile Islands”, 1956/8/3, [USNARA/661.941/8-356]
40) USDOS, “Memorandum from William J. Sebald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to Robert D. Murphy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Japan-USSR
Relations”, 1955/4/20, [USNARA/Doc. No.: 661.94/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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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1975년 “일본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한 저널리스트의 질문에 일왕은 좀 더 평이한
말로 대답했다. “전쟁이 끝나고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넓은 관점에
서 보면 전전과 전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왕은 1989년 생이
다할 때까지 일왕으로 군림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전전과 전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일왕
의 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41)

국제법상 SCAP은 전시점령 당국으로서 점령시부터 평화조약의 체결 전까지 점령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법적
실체였다. 점령기간 중 소련공산주의 세력의 확산과 일본 점령정책의 시행에 따른 미국
의 경제적 부담 등에 따라 미국 및 SCAP의 점령정책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
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평화상태’에서 평화조약 체결 전에 주권의 제한을 최대
한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의 점령정책 변화와 일본의 적극적 노력은 실제 평화조
약에도 반영되어 다른 국가들의 평화조약과 비교하여 일본에 온건한 평화조약 체결이란
결실을 맺었다.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처리에 있어서의 정무적인 편의성의 고려 및 남용은 영토 분쟁
의 해결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을 통해 보여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위시한 국제사법기
관의 영토 분쟁과 소위 ‘식민지 문제(Colonial Question)’에 대한 脫역사인식적, 기능주의
적,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법리의 적용과 함께 그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그 법리 적용의 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
들의 경우 사법적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순환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패전국 일본의 전후 영토처리 과정에서 노정된 일본의 고유영토와 일본이 제국
주의적인 영토팽창 과정에서 침탈한 영토와의 명확한 구분과 처리라는 과제가 주요 승
전국 간의 이해관계와 정무적인 편의성에 의해 훼손되어 졌다는 사실은 법적 근거 자체
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승국의 패전국 영토 처리에 대한 권한 문제를 더욱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41)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1999), 최은석 역, 2009 ≪패
배를 껴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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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죄악에 대한 부인이 불신을 잉태하고 국제 화합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한일
간의 관계와 프랑스와 독일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따라서 과거 죄악에 대한 국
가차원의 인정이 신뢰와 화합을 구축하는데 본질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는 이미 상
당수 존재하고 있다.42)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과거의 죄
악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접근방향이라는 제언도 가능하다.43)
유럽에서 전후 보여준 죄악과 만행의 인정과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이 동아시아 지역에
서는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미국을 위시한 전승국인 연합국
의 역할에 기인한 바 크다. 즉,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전쟁범죄와 그 책임문제를 회피하
는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적 기억상실에 일조한 바 있다.44) 청구권 및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극도로 관대하고
(extraordinarily generous) 非징벌적인(non-punitive) 성격을 가지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역
할은 존재한다.
소위 1905년 Katsura-Taft Agreement45)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장관(US
Secretary of War) William Howard Taft는 일본 수상 Katsura Taro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
에 대한 일본의 동의의 대가로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해 동의하면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약속의무를 공식적으로 이행할 수는 없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
러한 미일 간의 거래를 미국의 조약상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
고 언급했다. 이틀 후 미국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Taft의 이해가 모든 점에서 매우
정확했다고 언급한 전문을 보내면서, “일본의 동의 없이 한국은 다른 외국과 조약을 체
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일본군대의 한국에 대한 宗主權(suzerainty)의 설정은 현재의 [러일
전쟁]의 합리적인 결과이며, 동아시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이
다”46)라고 강조하였다.
42) 가장 최근의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Jennifer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2008)를 들 수 있다.
43) Jennifer Lind, “The Perils of Apology: What Japan Shouldn’t Learn From Germany”, 88 Foreign
Affairs 3 (2009), p.146
44) 독일이 철저하게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반면 일본이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연유를 당시 일본을 지배했던 맥아더 군정의 대일본 정책에서 찾은 한 연구는 미국이 일
왕을 이용하기 위해 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그 이하 일본인들의 죄의식이 무뎌졌다는 분
석을 하고 있다. Dower, supra, note 41 참조
45) Katsura-Taft Agreement of 1905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3
Encyclopedia of U.S. Foreign Relations (1997), p.24 참조
46)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establishment of a suzerainty over Korea by Japanese troops to th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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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장관 Taft는 1906년 일본 동경의 일본상공회의소(Japanese Chamber of
Commerce)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법과 질서의 정부를 유지할 수 없는 민족의
문제에 보다 강한 국가가 개입하여 해당 민족이 보다 좋은 정부가 되어 세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47)라고
설파한 바 있다.
미국이 제국주의시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정한 국가이익의 실현과 관
련한 국가실행48)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입장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
시스코평화조약의 구도를 거치면서 적용한 政務적인 편의성의 고려 및 남용은 현대 동
아시아, 특히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 불안정을 잉태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제국주의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자신의 행위를 방
of requiring that Korea enter into no foreign treaties without the consent of Japan was the logical
result of the present war and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permanent peace in the East.” Harold
Hak-Won Sunoo, Korea: A Political History in Modern Times (1970), pp.196-197
47)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the intervention of a stronger nation in the
affairs of a people unable to maintain a government of law and order to assist the latter to better
government becomes a national duty and works for the progress of the world.” 원문 자료는 Jon Van
Dyke 교수에 의해 제공되었다.
48) 이와 관련, 미국의 하와이 병합과정에서 재현된 미국과 일본과의 조율은 영토확장에서 국가이익
의 최대 실현을 도모한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관행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1897년 하와이에서의 현상유지의 지속은 태평양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선린적인 관계
에 매우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하와이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권리
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John Bassett Moore, 1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1906), p.504; Sylvester K. Stevens, American Expansion in Hawaii 1842-1898 (1945,
reissued 1968), p.287. 미국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차별 없이 공평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에 대해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Moore, id.,
pp.505-509. 1897년 12월, 일본은 항의를 중단하고, 일본인 계약노동자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대해 미화 $75,000에 합의하였다. Stevens, id., p.288. 미국의 하와이 병합에 대한 당시 캐나다 의
회의 반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및 이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당시 N.F.
Davin 의원은 “어느 국가의 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강대국의 행위들을 통제하는 의
무와 관련한 근대적 사상에 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고, Alexander McNeill 의원은 “만약 원주민
들이 그 변화에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에 의한 어떠한 개입도 미국 자신의 원칙에 반하
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Jennifer M.L. Chock, “One Hundred Years of Illegitimacy: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of the Illegal Overthrow of the Hawaiian Monarchy, Hawai`i’s Annexation, and
Possible Reparations”, 17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463 (1995), p.492 (quoting from
“Canadians Don't Like It: They Think Annexation Would Mean Trouble for U.S.”, N.Y. Times. Feb.
16, 1893, at 1)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81

어하는 과정에서 주로 원용되는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원칙49)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실상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
가들의 정책들은 현재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 이념 및 시제법이라는 법기술에 의해 그대
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모습은 최근 ICJ 판결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과
연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은 현재의 不정의한 상황과 구체적 타당성에 반드시 우선하
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시제법의 법적 효용성 강화, 기능/편의주의적인
uti possidetis 원칙50)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 증가 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에 충
실한 현대의 국제법이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법을 계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합국최고사
령부 및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제에 의해 근거하여 형성된 현대 한일 외교관계의 구
축은 변하지 않는 미국의 영토적 이익추구가 동아시아 지역에 실현된 역사적 배경과 함
께 그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49) 시제법의 원칙이란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분쟁에 어떠한 법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
련된 것으로, 분쟁 당사자들 간의 특정한 분쟁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주장은 분쟁이 발
생한 당시에 존재했던 국제법과 법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팔마스섬
중재재판에서의 시제법의 원칙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팔마스섬 중재재판 (Islands of Palmas
Arbitration (U.S. v. Neth.), 2 R.I.A.A. 829 (1928)), p.845 (“[as] regards the question which of
different legal systems prevailing at successive periods is to be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he
so-called intertemporal law),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creation of rights and the
existence of rights. The same principle which subjects the act creative of a right to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the right arises, demands that the existence of the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참조. 시제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Joshua Castellino & Steve Allen,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 Temporal
Analysis (2003), p.3 등 참조 (“a mere political handmaiden to the politics of power of the imperial
states who set out on a worldwide conquest of territory” “to prevent blind acceptance of past
manipulations of a legal system that was created by, dominated by and imposed by imperial states
upon the rest of the world”)
50) 이와 관련,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 형성과정, 그리고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uti possidetis 원칙은 스페인 통치 지역이었던 남미지역의 경우, 스페인 식민지 지역의 국가가 독립
을 성취하였을 때 식민지 시대의 내부 행정 구획이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국경선으로 획정된다
는 원칙으로, 이 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및 최근의 구 유고사태에서도 적용되었다. 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Suzanne N. Lalonde, Determining Boundaries in a
Conflicted World: The Role of Uti Possidetis (2002); Steven R. Ratner, “Drawing a Better Line: Uti
Possidetis and the Borders of New States”, 90 Am. J. Int'l L. 590 (1996); Surya Sharma,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1997), pp.119-2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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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본 논문은 미국의 일본 점령 통치와 전후의 틀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당
시 국제 정치 정세를 감안한 ‘非懲罰的’인 것이었다는 데서, 전후 일본의 ‘역사적 기억
상실’의 원인을 구하는 논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니게 된 일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일 정책을 취
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그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쟁 범죄에 대한 유럽에서
의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은 영토 분쟁에 관한 통설적인 ‘탈역사인식적, 기능주의적, 편의주의적 법리’
에 ‘역사비판적 접근’을 대치시켜 후자의 관점에서 위 주장의 입증을 시도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제기는 신선하고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며 이후 여러 각도에서 검증
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이상을 전제로 평자는 본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아래에 서술하겠다. 평자는 국
제법은 물론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국제법적으로 본 논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
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 비평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정치적･사회적 현상에
관한 본 논문의 이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첫째로 본 논문은 매우 불친절하다. 본 논문의 근간을 이루는 용어와 논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역사적 기억상실’이란 구체적
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또 Ⅱ.2.에서 본 논문은 포츠담 선언 수락의
법적 성격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점에 관해 그만큼의 지면을 할애하여 논
하여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논쟁이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다.
둘째로 본 논문은 논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단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
를 들어 69쪽에서 연합국과 일본의 관계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어떤 측면이 중요
한 것인지, 중요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명제
의 다음에 서술되어 있는 극히 기본적인 略史만으로는 필자가 무엇을 가리키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또 예를 들어 70쪽에서는 미국의 정책 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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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격리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들고 있지 않다. 적어
도 그렇게 판단 가능한 서술을 평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주장은 대강 살펴보아도 70쪽, 74~77쪽에서 찾을 수 있다. 또 80~81쪽과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의 대외 정책 지침이 일본 점령에 영향을 끼쳤다는 기술은 상식적
으로 기이한 것이어서, 미국이 이러한 지침을 30년 이상이나 지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
다면 그 자체가 논증되어야 한다.
셋째로 본 논문의 74~75쪽에 게재된 장문의 인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
지 않다.
넷째로 가령 역사적 기억상실과 미국의 대일 정책의 성격이 본 논문이 말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이론이 본 논문에는 제
시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 기억상실이 다른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사회학적 내지는 국제관계론적 이론이 필요한데 그러한 설명이 없다.
본 논문의 중요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지적이 가능한 것은, 국제법적 접
근을 취한 본 논문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정치학적, 국제관계론적 내지는 외교사적 축
적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축적이 애당초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후자라면
본 논문을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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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필자의 논문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
축”은 미국이 제국주의시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정한 국가이익의 실현
과 관련한 국가실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입장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
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도를 거치면서 적용한 政務的인 편의성의 고려 및 남용은 현대
동아시아, 특히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 불안정을 잉태하게 하였음을 조망하고 있다. 비평
문 또한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본 점령 통치와 전후
구조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당시 국제정치 정세를 감안한 ‘非懲罰的’인 것
이었다는 데서, 전후 일본의 ‘역사적 기억상실’의 원인을 구하는 논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 논문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평문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평문
에 대한 필자 개인의 전반적인 소회를 해당 부분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비평문은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역사적 기억상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
리키는 것인지 설명이 없으며, 왜 포츠담 선언 수락의 법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포츠담 선언 수락의 법적 성격이 매우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전후 일본의 ‘역사적 기억상실’에 대한 치유에 그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
다.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승국과 패전국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적인 인
식은 미국 등 주요 전승 국가들에 의해 결정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 방침에 관
한 일련의 국제선언들의 법적 기속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포
츠담선언은 국제조약상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 내지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명시적으로 포츠담선언
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은 패전 국가 일본이 법적으로 지
향해야 하는 바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일본이 국가적으로 또는 국
민적으로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비평문은 또한 논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하고 있다.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문제제기는 일응(prima facie) 이해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논문에서 주장한
바는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일본 통치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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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토처리 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미국을 위시한 주요 전승국의 패전
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비평문은 미국 국무성 내에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노정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내부문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논문에서 규명한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의 적법성 평가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미국의 태도를 통해 일본의 고유영토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영토팽창 과정에서 침
탈한 영토와의 명확한 구분과 처리라는 과제가 주요 승전국 간의 이해관계와 정무적인
편의성에 의해 훼손되어졌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필자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비평문에서 본 논문이 “역사적 기억상실이 다른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필자가 한 바가 없기에 비평자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치학적･사회학적 내지는 국제관계론적 이론이 필요한데 그러한 설
명이 없다는 주장 또한 필자의 주요 전공분야를 도외시한 불친절한 논평이라고 생각한
다. 다만, 비평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적 접근을 취한 본 논문이 그 전제가 되
는 정치학, 국제관계학 내지는 외교사적 축적과의 연계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일본의 전후 역사적 기억상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을 근간으로 다른 관련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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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청구권 문제 재고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머리말
Ⅲ. 김･오히라 합의의 ‘재검토’와 그 귀결
로서의 ‘椎名･李東元 합의’
Ⅰ.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청구권 교섭
Ⅱ. 포스트 김･오히라 합의의 청구권 교섭과 좌절 결론
(6･3사태)

머리말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생긴 경제적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청구권 문
제이다. 1951년에 시작되어 1965년에 완결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청구권 문제였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
섭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구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다.1) 또 청구권 문제에 관해
서는, 1962년 11월 金鍾泌(한국 중앙정보부장)･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 사
이의 합의에 의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에 대해 기
본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개 공통된 인식이 있다. 따라서 청구권 문제
의 교섭에 관한 연구도 이 김종필･오히라 합의의 성립까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
1)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관한 학술적 연구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李元德, 1996>, <金斗昇,
2008>, <太田修, 2003>, <吉澤文寿, 2005>를 들 수 있다. <李元德, 1996>, <金斗昇, 2008>
이 주로 일본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비하여 <太田修, 2003>은 한국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들 연구는 어느 것이나 청구권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吉澤文壽, 2005>은
한일 관계 및 청구권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구권 문제에 초
점을 두고 한일 교섭을 분석한 졸고로는 <木宮正史, 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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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는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 측의 요구에 근접한 금액을 일본 정부가 ‘경제 협력’으로서 무상,
유상(정부 차관)의 방식으로 공여하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협력 방식’으로 해결
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부가 애초부터 주장한 것처럼 식민
지 지배에 대한 배상, 보상으로서 받지는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생
긴 경제적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의 청구권 변제로서 해결한다고 하는
방법도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은,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는 교섭 과정에 관해서 한일의 새
로운 사료 등을 분석함으로써3) 종래의 해석이 놓쳐 버린 중요한 점을 밝힘과 아울러 특
히 한일 사료의 차이에 착목하여 교섭에 관한 한일 간 인식의 차이가 교섭 과정에서 어
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의 두 번째 목적은, 종래의 통설에서 지적된
것처럼 김종필･오히라 합의로 결말을 맺은 이후에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교
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다음 한일의 외교 사료에 근거하여 지
금까지 거의 초점이 되지 못하였던 김종필･오히라 합의 이후의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교섭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것이다.

Ⅰ.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청구권 교섭
1. 군사 쿠데타 직후의 교섭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자 박정희 정권과 이케다 하야토(池
2) 다만 예외적으로 <吉澤文壽, 2005>는 한일의 차관 교섭으로서 김･오히라 합의 이후의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교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 최종적으로
‘3억 달러 이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시하고 있지 않다. 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
서는 한일의 외교문서가 극히 부분적으로 밖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신문 등 2차
사료에 기초한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의 실증성에 관해 한계가 보인다.
3) 이상과 같이 본고는, 2005년 8월에 거의 전면적으로 공개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관한 한국
정부 외교 사료(≪한일회담문서≫ 한국 외교사료관 소장)와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여 2008년에
공개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관한 일본 정부 외교 문서 등 두 종류의 외교 사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미국 정부 외교 문서, 한일 양측에서 교섭에 관여한 정치가
및 관료의 회고록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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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勇人) 정권 사이에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의 타결을 향한 정치적 의사가 명확하게 드

러나게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핵심이 되는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 요강 8항
목’의 법적 근거, 증거 등에 관해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한일 양측 모두에
공유되었다. 따라서 사무 절충으로 개개의 청구권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전체 청구권 금
액을 책정하는, 쌓아 나가기 방식으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 또한 공유
되기에 이르렀고, 그 대신에 정치 담판으로 전체 금액을 결정한다는 정치 담판 지향이
한일 모두에 점차 명확해졌다. 다만 빠른 정치 담판을 지향한 한국 정부에 비해 일본
측에서는 청구권 변제로서 희망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국 측으로 하여금 단
념하게 한 다음에 정치 담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정치 담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라는 한국 측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그 이외의 명목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4)
이어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쟁점, 금액과 내역(무상･유상
등), 명목 등에 관하여 한일 간에 어떤 교섭이 전개되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8일 한국 외무부가 작성한 <한일 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
이라는 문서에는 ‘일반 청구권으로서 최저 5억 달러 최고 19억 달러’라는 금액이 명시되
어 있다.5) 단 이 숫자가 일본 측에 알려져 있던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의 구체적 금액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같은 해 9월 1일 방일한 金裕澤 경제기획원장6)의 발언이었다. “한
국 측으로서는 8항목(청구권 요항 8항목)을 전부 합계하면 총액 수십억 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어떻게 해서든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는 지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7)
고 발언하여 8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명확해졌다.8)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이세
4) 外務省北東アジア課, 1960. 7.22 <對韓經濟技術協力に關する豫算措置>,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
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505, 日本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錄總說七≫
5) 한국 외무부 아주국, <한일 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 1961년 7월 8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20 ≪제6차 한･일 회담(1961.10.20~64.4) 예비교섭. 전2권, V1, 7~8월≫ 프
레임번호 18
6) 한국정부의 경제기획원은 1961년 군사 쿠데타 직후에 설립되었는데 애초에는 그 長을 ‘원장’이라
고 불렀지만 이듬해 62년이 되면 ‘장관’이라고 부르고 부총리를 겸무하게 되었다.
7) 日本政府 外務省,日韓國交正常化交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360 <小坂大臣, 金裕澤院長會談
記錄> 1961. 9. 1~7
8) 다만 이 때 이세키 유지로(伊關佑次郎, 외무성 아시아국장)가 李東煥 주일대표부 공사에게, 장면
정권 당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 당국자(불명)에게 청구권이 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하자 이에 대해 이동환은 당시 정부 당국자에게서 10억 달러 선이라고
들었다고 답하였다는 한국 측의 기록이 있다. 주일공사, <한일 회담을 위한 사전 교섭에 관한 보
고 1961년 9월 6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21 ≪제6차 한･일회담(1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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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伊關) 아시아국장은, “청구권의 해결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라 생각된다. (중략)
한국 청구권과 재한 일본 재산의 상쇄라는 관념에 서 있는 미국의 해석이 나와 있다.
이러한 일종의 상쇄라는 관념을 한국인의 대일 청구권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일본 측
이 한국에 대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있을 것인지 자체가 문제라서 청구
권에 대한 지불로 8억 달러라는 것은 도저히 터무니없는 것이다”9)라고 즉석에서 반응하
였다. 또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은 김유택 원장에게, 일본 측으로서는 청구권의
純辨濟로서 5,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하되 무상원조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10)
이처럼 금액에 관해 한일 간의 괴리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 이후 청구
권 문제는 정치 수뇌부 간의 정치 회담과 실무자에 의한 실무 절충을 병행하여 쌍방의
금액의 괴리를 줄여나감과 아울러 그 내역과 명목에 관한 합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최초
의 정치 회담으로서는 1961년 11월 12〜13일의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방일
로 이루어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박정희의 정상 회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박정희의 방일(1961년 11월 12~13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직후 국내 정치의 혼란을 수습하여 국내에서의 정치적 정통성
을 높이고자 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미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그 길에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정상 회담을 개최하면 한일
교섭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미일 3국 사이에서 제기되었
다. 박정희의 방일을 주도한 것은 미일 양국 정부이며 한국 정부는 당초에는 소극적이었
다.11) 그렇지만 한국으로서는 방미 전에 방일하여 한일 교섭에 관해 밝은 전망을 얻는다
20~64.4) 예비교섭. 전2권, V2, 9~10월≫ 프레임 번호 118. 장면 정권 시대에 한일 간에 청구권
금액을 둘러싼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李鍾元(2009)을 참조하시오.
9) 日本政府 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360 <小坂大臣, 金裕澤院長會談
記錄>1961. 9. 1~7
10) 이는 한국 측의 기록에 근거한다. 김유택, <고사가 외상과의 회담 보고 1961년 9월 7일>, 대한민
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21 ≪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4) 예비교섭. 전2권, V2,
9~10월≫ 프레임 번호 130. 단, 상기 일본 측 문서에는 5,000만 달러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1)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朴議長訪日問題に關する■書記官の内話 1961年 10月 16日>, 日本政府
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962 ≪朴正熙議長訪日問題に關する在京米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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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미 교섭에서 한국 측에 유리한 조건이 늘어난다는 의도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방미
도중의 방일을 결심하게 되었다.12)
우선 10월 24일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의 방일로 사전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13)
11월 2일 한일 회담 수석대표 스기 미치스케(杉道助)가 박정희 의장의 방일을 초청하는
이케다 수상의 서한을 가지고 방한하여 그 서한을 박정희 의장에게 직접 건넸다. 박정희
의장도 방일을 승낙함으로써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 회담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의 방일에 관한 한국 정부 측의 대응이 반드시 일사불란하지는 않
았다는 것이다. 裵義煥 한일회담 수석대표는, 이세키 국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스기의
방한을 진행한 것을 문제시하여 스기의 방한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본국 외무
부에 보고하였다.14) 또 스기를 받아들이는 한국 측의 대응에 관해서도, 宋堯讚 국무총리
와 최덕신 외무장관은 스기가 무엇 하나 구체적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
아 매우 냉담한 대응을 보인 반면 김종필과 박정희는 따뜻하게 환대하였다.15)
그러면 구체적으로 박정희･이케다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이 회담
에 관하여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는 점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본 매스컴에 보도되자 한국정부가 그를 사실 왜곡이라고 하여 교섭
이 정체되었는데, 왜 이러한 착오가 생겼는가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박
정희･이케다 정상회담에 관한 한일 양쪽의 기록을 대조함으로써 이 ‘수수께끼’가 상당

使館書記官の内話≫ 1961.10.16〜11.20.
12) 한국 외무부장관 최덕신, <행정연구서 1961년 10월 23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86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일본 방문, 1961.11.11~12≫ 프레임 번호 99~103
13) 김종필의 방일에 관해서 한국 측의 기록은 없지만 일본 측의 기록이 존재한다. 日本外務省北東ア
ジア課, <池田總理, 金鍾泌部長會談要旨 1961年10月25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
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20. 이 회담에서 흥미로운 점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김종필이
‘한일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여 미국의 힘이 더해지는 쪽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전이라도 마치 나 자신이 일본에 온 것과 같은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누군
가 마땅한 분을 총리 대리로 한국에 파견’하여 주도록, 러스크 방한 전의 특사 파견에 협력을 요
구하였다는 점이다.
14) <한일회담 수석대표 배의환이 최덕신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電文)> 1961년 11월 1일, 대한민
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855 ≪스기 미찌스께(杉道助) 일본 특사(제6차 한일회담수석대표)
방한, 1961.11.2~11.4≫프레임 번호 5~6.
15) 日本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杉首席代表訪韓報告 1961年11月4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
交正常化交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 960 ≪杉首席代表訪韓報告 1961年11月4日≫. 이 점에 대
해서는 스기를 동행한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外務省北東アジア課長)도 동일한 감상을 지녔다
고 회고하였다. 마에다씨와 필자의 인터뷰(199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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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풀렸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의 회담 기록에는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인
정하여 달라는 것이다”라는 박정희의 발언을 소개한 다음 “한국의 국민 감정과 위신으
로 보아 경제 협력은 무상 원조가 아니라 차관을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자가 합의
하였다”라는 기술이 있다.16)
이에 대해 한국 측의 회담 기록에는, “일본 국민은 한국 청구권의 내용이 전쟁 배상의
성질의 것이며 법적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나, 한국측이 청구하
고 있는 것은 배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청구권이라고 설명
하고, 지금 지은, 우편저금, 보험금, 징용자에 대한 미주금,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년금
등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을 한국은 가지고 있는데 일본측은 5,000만불 운운하고 있으나
부당하다고 말하였던바”라는 박정희의 발언을 소개한 다음, “고사카(小坂) 외상이 그렇
게 말한 모양이나 그것은 자기자신의 의도는 아니라는 듯한 취지를 이야기 하였다.(중
략)일본입장으로는 청구권만으로 과대한 금액을 지불하기는 곤란하니 법적 근거가 확실
한 항목에 대하여서만 청구권으로 지불하고 그 외의 항목을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
이 좋겠다고 말하고, 다른 명목으로 지불함에 있어서는 무상원조를 하면 한국의 국민 감
정상 곤란할 것 같으면 경제 협조 등의 명목으로 장기 저 이자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는, 이에 대한 이케다의 발언을 소개했지만, 박정희의 반응에 대한 기술
은 없었다.17)
이 양자를 비교 대조하여 보면,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점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종래 주장하여 온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애매
하였지만 박정희는 그것을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한정하였다’라는 의미로 이케다
가 이해하였던 반면, 박정희는 원래 한국 측의 ‘청구권 요강 8항목’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보도에는 한국 측
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하여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는 뉘앙스로 보
도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이를 즉시 부인한 것이다.18) 정상회담 후 “박정희가
16)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池田總理, 朴正熙議長會談要旨 1961年11月12日>, 日本政府外務省, 日
韓國交正常化交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 968 ≪池田總理, 朴正熙議長會談要旨 1961年11月12
日≫
17) <박의장 이깨다 회담 회의록, 1961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86 ≪박
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일본 방문, 1961.11.11~12≫ 프레임 번호 227~229.
18)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池田･朴正熙會談內容に關する新聞報道を否定する韓國側声明に關する件
1961年10月17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 962 ≪朴正熙議
長訪日問題に關する在京米大使館書記官の内話≫ 1961.1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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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세키(외무성 아
시아국장)의 솔직한 감상은19) 이러한 ‘오해’ 위에 성립하였다고 생각된다.20)
더욱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의사 소통의 차질은, 이 회담의 결과 일본 측은 청구권과
장기 저리 차관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었다
고 생각한 것에 반해 한국 측은 그러한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케다가, 무상 원조가 한국의 국민 감정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아 경제 협력
으로서는 차관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상 원조를 일본이
한국에 공여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증거가 된다.21) 그런데 박정희로서는, 한
국은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상원조가 아니라 유상차관으로
받아야 비로소 한국은 위신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청구
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기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박정희･이케다 정상 회담이 한일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
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발언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한일의 인식의 차이를
현저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권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회담이 즉시 진전되지 못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
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池田朴會談後の事態における日韓會談の進め方(伊關局長指示事項) 1961
年11月13日>, 日本政府外務省,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 962 ≪朴正熙議長訪
日問題に關する在京米大使館書記官の内話≫1961. 10.16~11.20
20) 이세키는 한일 회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중에 이케다씨한테서 내가 듣고, 그게
회담록으로 되었다-‘이걸로 괜찮습니까’라며 보여 주면 그 때 바로잡아 ‘이것으로 됐다’라고 하니
까 회담록으로 한 것인데-이케다씨가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나
중에 이 회담록을 보여주니 이케다씨가 ‘에~’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 이것을 인용하면 이케다씨가 때때로 잊어버리고는 했어.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요상한 문구가 나온 것이야. 이런 정상 회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진보이긴 하지만 문제를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둘이서 이야기한 것
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점이 남아 있는 것이야. 이케다씨는 이케다씨대로 ‘아무래도 박정희는 잘
모르는 듯하다’ 했지. (중략) 이케다씨가 자신에게 좋은 형편의 것만 기억하는 것인지. 이 문장은
한국 측의 그 후 주장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
文書, 文書番號 506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錄 總說八≫
21)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상원조보다는 차관이 실제로는 좋다는 평가에 관해서는, 이후 김종필･오
히라 회담에서도 오히라가 전후 일본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똑같은 지적을 하였다는 것이 흥미롭
다. <大平･金鍾泌會談に關する大平の回顧部分>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
文書, 文書番號 188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錄 總說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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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덕신･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 회담
(1962년 3월 12~17일)과 그 ‘실패’
박정희･이케다 정상회담 이후 한일 회담 제 6차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전히 ‘청구권
요항 8항목’의 문제에 대해 그 법적 근거와 증거를 둘러싼 논의가 시종 계속되었다. 그
러한 가운데 다시금 교섭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
갔다. 1962년 2월 김종필의 방일로 정치 회담 개최를 위한 정지 작업이 행해진 다음 최
덕신･고사카 젠타로 한일 외상 회담이 도쿄에서 3월 12일부터 개최되었다. 그러나 외
상 회담에 임하는 한일 양국 정부의 자세에는 여전히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였다. 한국
측은, 정치 회담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다음 국교 정상화를 달성하며 경제 협력은
그 이후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22), 일본 측은, 청구권의 범위는 한정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대신 무상･유상의 경제 협력에 관해 한국 측과 이야기하고 싶다
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23)
최덕신･고사카 외상 회담은 후술하듯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에 임하는 한국 측
의 준비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료가 여기저기 보인다. 우선 한국 측이 청구권 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결손액으로서 4억 7천
만 달러를 들고 있는 점이다. 이어 일본에서 도입할 자금의 내용을, 법적 근거와 증거가
모두 있는 것은 청구권의 순변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무상원조,
이외에 청구권과 관련 맺을 수 있는 비교적 호조건의 차관 이상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
는 점이다. 그 이전에는 경제 협력으로서의 차관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국교
정상화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었는데 차관까지도 청구권과 연결지어 생각
했으며 더욱이 총액으로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다가 청구권
과 무상원조 그리고 대일 무역 불량채무 4,600만 달러를 일본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
들어서, 광의의 무상 최저선을 3억 달러 정도로 설정한 셈이 된다. 외상 회담에 임하는
기본 방침으로서, 우선 원안으로는 청구권 순변제 2.5억 달러, 무상원조 2.5억 달러 합계
5억 달러를 제시한 다음 최저선으로 청구권 순변제 1억 달러, 무상원조 1.6억 달러, 불량
22) <김중앙정보부장의 방일시 일본 고위층과 행할 교섭 원칙, 1962년 2월 17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95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2.19~24≫ 프레임번호 6~8
23) 日本外務省アジア局, 1962년 2월 7일<日韓請求權交渉の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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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채무 4,600만 달러의 포기 등 합계 약 3억 달러 선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24)
이처럼 그 이후 결과를 보아도 한국 측이 상당 정도 타협 가능한 안을 준비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회담은 왜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실패
로 끝났을까. 외상 회담은 제 1차부터 제 5차까지 5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3월 15일
의 제 3차 회담까지는 여전히 박정희･이케다 정상회담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측은 법적 근거와 증거가 불충분한 것에 관해서는 무상 원조라는 형식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반면, 일본 측은 무상 원조 공여로는 한국 측
의 위신과 국민감정으로 보아 납득할 수 없다고 박정희 의장이 말하였으니 그 대신 차
관을 공여한다는 점에 양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5) 마지막 제 5차 회담에서
간신히 금액 제시가 이루어졌는데, 일본 측 스기 수석대표는, 청구권 7,000만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제시한 데 비해 한국 측은 훈령대로 7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26)
본래대로라면 그때부터 상호 금액의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한 교섭을 행할 예정이었지
만, 그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제시만 하고 끝나버렸다.
이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외상 회담 종합보고서에 “우리측은 일본측의 제시 예상액
수가 기왕에 예항하였던 것 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국정부와 협의하여 훈
령받은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벗어나는 것은 액수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액수제시에 있어서 우리측은 차관은 고려의
대상밖이며 변제 및 無償條의 액수임을 명백히 하였는데 일본측은 純弁濟條로는 稀少額
을 제시하고 借款條로 어느정도의 액수를 부가 제시하였다”27)고 비판하였다. 일본 측도
24)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1962년 3월>,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
호 733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V.2 최덕신-고사까 외상회
담≫ 프레임번호 1~40
25) <한일 외상회담 제3차 회의 회의록, 1962년 3월 15일>, 같은 문서 프레임번호 178~186
26) <한일 외상회담 제4차 또한 최종회의에 관한 보고>, 같은 문서 프레임번호 199. 이 문서에는 일
본 측의 제시 금액밖에 적혀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 측도 7억 달러를 제시하였음이 한국 측의
별도 문장에 밝혀져 있다. 한국 내각수반 비서실장 육군대령 이재순(외무부장관 앞),<제1차 한일
정치회담의 분석과 금후의 한일문제에 관한 건의, 1962년 4월 21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34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1962.3~7≫ 프레임번호 193. 그런
데 일본 측의 회의 기록에는 비밀리에 금액 제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1962年3月17日<日韓政治折衝最終日會談(3月17日)記錄>, 日
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723.
27) 한국 외무부, 1962년 3월 <韓日外相會談綜合報告>,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33 ≪제
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V.2 최덕신-고사까 외상회담≫ 프레임
번호 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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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의 금액 제시에 대하여 그것은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하며 최덕신 외무장
관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었다.28)
이상 최덕신･고사카 외상 회담은 5회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의 올리지 못한 채 양측 모두에 큰 실망감과 불신감을 남기게 되었다. 청구
권 문제를 놓고 차관은 경제 협력이므로 우선은 청구권을 청구권의 순변제와 무상원조
만으로 생각하려는 한국과, 순변제만으로는 적은 액수밖에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
며 무상 그리고 차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일본 사이에,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
을 어디까지 포함시켜 생각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회담 실패의
이유였다.

4. 외상 회담 이후의 교섭 : 청구권 문제의 해결 틀과
금액의 접근을 둘러싼 한일의 공방
최덕신･고사카 외상 회담은 정치 담판으로 향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교섭에 임하는 한
일 양측의 불신감을 오히려 증대시키게 되었다. 다만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위한 청
구권위원회 본회담은 외상 회담 사이사이에 계속되었다. 여기서 초점이 된 것은 순변제
와 무상원조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특히 국내 대책상 청구권이라
는 명목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 공여는 곤란하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순
변제와 무상공여라는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려 한 것29)에 비해, 한국 측은 청구권 변제와
무상공여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한국 측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경계하여 하나
로 묶는 것을 거부하고 차관 문제는 청구권 변제와 무상 공여가 해결된 다음 논의한다
는 자세였다.30)
이 점에 관하여 이세키 아시아국장이 배의환 수석대표에게 “일본정부에서 지불하는
액수가 한국정부 요구에 만족할 때에는 청구권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다른 분구(무상
원조)를 쓰게 하고 또 한편 일본정부의 요구액이 한국의 요구에 불만족할 때에는 청구권

28)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1962年4月17日<日韓問題に關する小坂大臣･ライシャワー大使會談記錄>, 日
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00
29) 주일대사, <이세끼 국장과의 면담보고, 1961년 5월 14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34≪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프레임번호 229
30) 한국 외무부, 1962년 3월 <앞으로의 韓日會談에 臨할 基本方針>, 같은 문서 프레임번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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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상원조로 해결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배의환이, “청구권의 명칭을
삭제할 경우에는 아측이 요구하는 액수에 접근할 수 있지만 청구권이라는 문구를 고집
하면 지불액수가 적게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아국이 청구권에 의한 지불요구를 딴
명칭으로 청구하여도 그 지불총액에 대하여서는 염려할 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듯
함”31)이라고 이해하였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측의 입장을 아주 잘 표
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측은 요구 금액에 근접한다면 청구권 변제와 무상공여를 하나
로 묶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차츰 바뀌고 있었다.32)
다만 금액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역할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기대하게 되었
다.33)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인데, 한국의 안
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개발에 밑거름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이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한국에 공여하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하는 것이다.34)
실제로 미국 국무성과 주미 일본대사, 주한 미국대사 버거와 이세키 국장, 러스크 국무
장관과 오히라 외상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주로 한국 측의 의향, 구체적으로는
한국 측이 최저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무상 3억 달러라는 숫자가 일본 측에 전달되었
다.35) 단순히 한국 측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측의 사정을 감안한 결과
무상 3억 달러 선이 타협점이라는 미국 자신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한국 측이 7억 달러를 제시한 데 대해 라이샤워 주일대사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31)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외무부장관 수신), <韓日會談：이세끼 아세아국장과의 담화교환, 1962년 6
월 13일>, 같은 문서 프레임번호 284
32) 배일환 주일대사는, 이시이 미쓰지로(石井光次郎) 등 일본 정계의 요인과의 회담에서 금액을 증액
하기 위해서 청구권에 무상 원조를 포함시키는 것을 한국 측이 승낙한 것이니 청구권 변제와 무
상 원조를 하나로 묶는 것을 거부할 리가 없음을 전하고 있다. 주일대사 배의환(외무부장관 수신),
1962년 3월 28일 <일본 정계요인 및 언론인과의 좌담회 개최 보고(3월 26일)>, 같은 문서 프레
임번호 36.
33) 한국 외무부, 1962년 3월 <앞으로의 韓日會談에 臨할 基本方針>, 같은 문서 프레임번호 21
34) 한국 내각수반 비서실장 육군대령 이재순(외무부장관 앞), <제1차 한일정치회담의 분석과 금후의
한일문제에 관한 건의, 1962년4월21일>, 같은 문서 프레임번호 197
35) 러스크 국무장관은 오히라 외상에게 non-repayable money(무상 공여)의 액수에 관해서 “자신은 한
국에게 부탁받은 것은 아니지만 3억 달러라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日本 外務省
アメリカ局 竹內 參事官, 1962년 9월 25일 <大平大臣, ラスク長官會談錄(1962年9月24日)>, 日本政
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05. 또 버거 주한대사가 주일 미국대사
관을 통하여 무상 공여(non-repayable money)에 관하여 3억 달러 내지 3.5억 달러 정도가 궁극적으
로 낙찰선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1962年 9月26日
<日韓交渉に關し在京米大使館員の内話に關する件>,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
開文書, 文書番號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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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사실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36) 그 대신 명목에 관해서는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고
집할 것은 아니라고 한국 측을 설득한 것이다.37)
이상과 같이 청구권을 포함하여 일본이 한국에 공여하는 자금의 명목과 금액을 둘러
싸고 한일 입장이 접근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권 문제에 관한 정치 담판을 목표로
1962년 10월과 11월 김종필 한국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 사이에 두 번에
걸쳐 정치 회담이 개최되었다.

5. 김종필(중앙정보부장)･오히라 마사요시(외상) 합의의 성립
김종필은 방미 도중에 방일하여 1962년 10월 20일 도쿄의 외무성에서 오히라 외상과
회담하였다. 방미 후 귀국 도중 다시 방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제 1차 회담은 제
2차 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선 오히라 외상이 청구권 문제의 금액에 관해 속을 떠보기 위해 러스크 국무장관과
버거 주한대사 등의 ‘한국 측은 3억 달러로 납득할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2.5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는 이케다 수상의 발언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히라는 총액 3억
달러를 고려하여 매년 2,500만 달러를 12년 동안 지불할 것이며 제 2차 세계대전의 배
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도 매년 지불액이 2,500만 달러
이므로 이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3억 달러로는 도저
히 납득할 수 없으며 또 12년 지불은 기간이 꽤나 길다고 지적한 다음 6억 달러 선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응수하였다. 오히라는 3억 달러조차 이케다 수상의 승인을 받지 못하
고 있는데다 야당과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명목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서는
청구권을 3억 달러로 한 다음 그 밖의 것에 관해서는 국교 정상화 이후 상업 차관을 고
려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무상과 차관’이라는 두 방식으로의 해결을 시사하였다. 김종필
은 상업 차관이 아니라 청구권 문제와 연결된 정부 차관으로서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
한 무이자 또는 장기 저리 차관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이에 대해 오히라도 그러한 제

36)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1962年 4月17日 <日韓問題に關する小坂大臣･ライシャワー大使會談記錄>,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國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00
37) 배의환 주일대사(외무부장관 앞), <라이샤워 주일대사와의 의견교환, 1962년 7월 6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34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프레
임번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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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내역의 문제로서 전체 금액이 커
지기만 하면 차관이 무상 공여를 상회해도 좋은가라고 오히라가 묻자 김종필은 무상 공
여액이 차관을 상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오히라는 청구권과 차관, 즉 경제 협력
을 청구권 문제에서 분리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는데, 김종필은 하여튼 청구
권과 차관의 총액이 6억 달러에 근접하도록 하는 데 집착하였다. 제 1차 회담은 이처럼
양쪽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38)
이 제 1차 회담을 받아 한국 정부는 김종필에게 순변제와 무상 원조의 총액을 3~3.5
억 달러로 하고 차관을 2.5~3억 달러, 이를 합한 총액을 6억 달러로 한다는 청구권 문
제의 총액과 내역의 최저선을 제시하였다. 또 무상이 3.5억 달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①불량 무역 채권을 일본 측이 포기하도록 만들고 ②지불 기간을 최단으로 하고 이자,
거치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며 ③지불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적어
도 무상 원조의 반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을 명령하였다.39)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사전 대응은 아래와 같았다. 오히라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분
리하고 경제협력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무상공여와 차
관을 합하여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꾀한다는 입장에 찬성하였다. 단, 그 총액에 관해서
는 6억 달러는 안 되며 4억 달러 정도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역은 무상 2.5억 달
러, 정부 차관 1.5억 달러까지 가능하며 나아가 한국 측의 반응을 보아 불량 무역 채권
(4,600만 달러)의 포기를 포함하여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1.5억 달러까지 양보할 용
의가 있다는 것, 그 위에 적당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상업 베이스의 수출입은행 자금을
활용한 延拂 신용 공여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회담에 임하기로 오히
라 외상은 결단하였다.40)
이러한 쌍방의 입장을 전제로 제 2차 회담이 11월 12일부터 개최되었다. 이 제 2차
회담에 관해서는 회담 기록은 남아 있는데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금액과 내역만을 적
38) 제 1차 김･오히라 회담의 기록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기록 金鍾泌(朴正熙議長宛て), 1962년10월
21일 <오히라 외상과의 회담 내용 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96 ≪김종필 특
사 일본 방문, 1962.10~11≫ 프레임번호 91~99, 일본 측 기록 日本外務省アジア局, 1962年10月
20日<大平大臣･金鍾泌韓国中央情報部長会談記録要旨>,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
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24를 참조하시오.
39) 国家再建最高会議議長(中央情報部長受信), 1962년11월8일 <대일 절충에 관한 훈령>,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96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10～11≫ 프레임번호 150~154
40) 日本外務省, 1962年11月10日<請求権の金額問題会談メモ>,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
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26, ≪大平外相･金部長会談(第2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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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오히라 메모’만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41)
김･오히라 메모
무상
Korea는 3.5억 달러 (OA를 포함한다)･Japan은 2.5억 달러 (OA를 포함한다)
이를 양자는 3억 달러 (OA를 포함한다), 기간 10년, 조기 제공 가능으로 양쪽 정상에게 건의
한다.
유상은
Korea(해외경제협력기금 2.5억 달러) (3푼 이하, 7년 거치, 20∼30년)･Japan은 1억 달러 (3.5
푼, 5년 거치, 20년)
이를 양자는 2억 달러(3.5푼, 7년 거치, 20년)로 양쪽 정상에게 건의한다. (단, 기간 10년에
조기 제공 가능)
수출입은행의 건에 대해서는 Korea는 별도 취급할 것을 희망(Japan은 1억 달러 이상 프로젝
트에 의해 늘일 수 있다)
이상을 양자 합의하고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곧바로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쪽 정상에
게 건의한다.

이 회담, 특히 수출입은행 관련 민간 차관 1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취급에 관해서 오
히라는 후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42) 오히라 자신이 민간 차관은 천정부지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하한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김종필은 하여
튼 6억 달러 이상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숫
자에 매달린 것이었는데, 오히라가 보기에 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비쳤다. 김종필
로서는 훈령으로 총액 6억 달러라는 숫자가 주어진 것이었으므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더하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언질을 얻는 것으로 총액 6억 달
러라는 훈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종필과 오히라 사이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단순히 경제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안전 보장의 견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 요청된다는 논리를 둘러싼 대화가 있
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의 기록과 김종필의 회고에는 없지만 오히라의 회고에는, “김종
41) 일본 측의 기록은 이하의 문서를 참조. <金･大平メモ>,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
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8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錄 總說九≫. 한국 측의 기록은 아래의 문
서를 참조.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96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10～11.≫ 프레
임번호 172~173.
42)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8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
錄 總說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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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이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일본도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contribution은 상당히 과감하게 하여도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의미의 말을 되풀이해 이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오히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오. 그러한 기분이 한국 내에도
팽배해 있고 일본 국내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security에
대단히 vital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
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 자체의 명
예 있는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 이상은 우리들은 어떤 괴로움이라도 견디어 내어
이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나와 당신의 대화에서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더니 이후
김종필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기술이 있다.43)
왜 일본 측 오히라의 회고에만 이러한 기술이 있고 한국 측의 기록과 김종필의 회
고44)에는 없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이러한 대화가 행해졌다는 것은 몹시 흥미롭다. 주목
할 것은 이하의 세 가지이다. 첫째로,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 행사하
는 카드로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
는 ‘안보경제협력’의 논리를, 김종필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서도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
이다.45) 둘째로, 오히라는 그러한 논의에 대하여 무언가 혐오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오
히라로서는 한국 측의 교섭 전술에 쉽게 놀아나지 않겠다는 교섭 기술상의 배려가 있었
다고도 생각된다. 또 가령 한일 국교 정상화가 냉전체제 하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으로
반공 자유주의 진영을 강화한다는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고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측면이 너무 클로즈업 되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 체제에 일본
이 말려 들어가서 일본의 평화를 빼앗기게 된다는 일본 국내의 반대 여론을 필요 이상
으로 자극하게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일지도 모른다.46) 그러나 둘 만의 단독 회담임에도
43)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88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
錄 總說九≫. 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술은, 오히라의 회고록(大平正芳回顧録刊行委員会, 1983,
222~223)에도 존재한다.
44) 김종필 자신의 회고에 관해서는 이하의 장문 인터뷰를 참조하시오. 권오기, 1986, 7~80; 오효진,
1987, 223~352.
45) 다만, 이러한 교섭 카드는 김종필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 정부의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한일 교섭 중에서도 한국 정부 측이 교섭에
서 일본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한 생각이기도 하다.
46) 김두승은 이케다 정권 하에서 오히라 외상의 대한 외교의 특징을 ‘내정 외교에서 정치 경제 일체
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라 외상의 대한 외교를 “국내 정치에서는 경제의 안정에 의해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정책에서는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정치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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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오히라가 왜 김종필의 논리를 물리치며 “나와 당신 사이의 이야기만으로는 괜
찮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인가. 오
히라로서는 자국의 안전 보장은 자국이 지켜야 할 것이지 大國의 관여를 유지한다든지
경제협력을 획득한다든지 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경고를
한 셈이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두 번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담으로 청구권의 총액과 내역에 관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공공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구체적 합의가 도
출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무역에서의 대한 채권(4,573만 달러)과 대한 경제협력의 방법
(공공 차관의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오히라가 걱정하던 이케
다 수상의 재가도 내려지게 되었다.47)
이상과 같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한일 교섭은 그 명목과 내역에 관해서 청
구권→【순변제+무상】→【순변제+무상+차관】→【무상+차관】→【무상+공공차
관+상업차관】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거쳤고, 금액에 관해서도 무상(청구권) 3억 달러와
총액 6억 달러로 수렴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한편
으로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약한 것이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의 관계를 둘러싼 한
일의 사고, 한일 양측의 국내 사정 그리고 금액은 물론 명목에 관한 수렴에 관해서 조정
자 역할을 행한 미국의 존재였다.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력의 활용과 경제 협력 등을 통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노선”이라고 특징지었다. 이케다 정권의 외교 정책은 이전 정권
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 그 후계 정권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과의 비교 속에서
냉전 체제에 대한 관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전념하는 ‘경제중
심주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 협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냉전 체제
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이케다 정권의 대한 정책은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일본의 안전 보장을 추구한 것이며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중시
한 ‘경제 외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김두승, 2008)는 지적도, 이러한 이케다 외교에 대한 재평
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서의 오히라와 김종필의 대화를 당시 다른 한일
정치가와 관료끼리의 대화와 비교하여 보면 오히라의 이같은 지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채로운
것이며 왜 오히라가 이러한 충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47) <大平･金書簡>, 1962年11月29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
號 1828. 오히라는 김･오히라 메모의 내용에 대해 이케다 수상의 재가를 얻어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대한 채권(무역 불량 채권 4,573만 달러)과 대한 경제 협력의 방법에 대해
서는 유보하고 금후 논의하고 싶다는 서한을 김종필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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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스트 김･오히라 합의의 청구권 교섭과
좌절(6･3사태)
1. 왜 포스트 김･오히라 합의의 청구권 교섭을 다루는가
청구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김･오히라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간주되어 온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따라서 이후의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교섭은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였고, 문제
가 된 경우에도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교섭보다는 새로운 차관 도입 교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48) 그런데 김･오히라 합의와 최종적 결말 사이에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
러’라는 점에는 변경이 없지만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
으로 변경되었다.
이 변경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오히라 외상이 김종필과의 회담에서 발언한 것
처럼 상업 차관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한다면
‘1억 달러 이상’이든 ‘3억 달러 이상’이든 ‘5억 달러 이상 ’이든 다른 바 없어진다. 그렇
다면 한국은 무의미한 요구를 고집했을 뿐일까.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곧바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후술하듯이 ‘5억 달러 이상’의 요구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의미 없는 것이라면 서비스 차원에서 ‘5억 달러 이상’을 인정해도 괜찮지 않은가.
왜 ‘의미 없는 것’을 둘러싸고 한일 양 정부 사이에 교섭이 행해진 것인가. 사실 ‘1억
달러 이상’을 ‘3억 달러 이상’으로 바꿈으로써 그 후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바뀐 것일까.
본고는 한편으로 오히라와 일본 정부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러한 변경은 그다지 큰 의
미는 없고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를 에워싼 한일의 교섭에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은 아닌지도 강조하여 두고 싶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권의 금액과 내역, 명목을
둘러싼 교섭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4조를 전제로 하면, 한국 측이 필요
한 자금을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는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섭을 통해 명확해졌다.
그 결과 김･오히라 합의와 같은 내용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권 문

48) 吉澤(2005)은, 김･오히라 합의로 청구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결되어 이후는 국교 정상화 이전의
차관 교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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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의 틀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만큼의 힘을 한국 정부가 가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틀 속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점에 관해서는 한국의 외교력이 상당 정도 발휘되
었다고 볼 수도 있다. 김･오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바꾸어 말하면 청구권 문제 해결의
틀을 구축하는 교섭에 관해서는 한국 외교력에 강력한 제약이 있어서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된 틀 속에서 자국을 에워
싼 국제 환경과의 사이에 자국의 통제를 되도록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여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국 외교의 본격적인 활약은
김･오히라 합의 이전이 아니라 포스트 김･오히라 합의의 교섭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
은 아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이 교섭 과정에서야말로 한국 외교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
러났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 김･오히라 합의를 둘러싸고
김･오히라 합의가 성립은 하였지만 우선은 그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다. 이는 김･오히라 합의 자체가 어정쩡하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된
것은 불량 무역 채권의 상환 기간과 유상(공공 차관)의 상환 조건이었다. 불량 무역 채권
(청산 계정) 4,573만 달러에 관해서는 3년 내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과 10년 간 균등
반환을 주장하는 한국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였다. 이는 김･오히라 합의에서는 직접 언
급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일본 측에서 보자면 무상 공여하는 것으로서 되도록 빨리 무
역의 불량 채권을 상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매년의 공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보자면 단기간에 채무를 반환하여 버리면 적어도 초기에는
매년 이용 가능한 액수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므로 되도록 장기간의 반환을 희망하게 된
다. 공공 차관의 상환 조건에 관해서도, 7년 거치 후 13년 상환을 주장하는 일본, 결국
20년 상환이라는 문구에는 거치 기간 7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일본 측에 비해,
7년 거치 후 20년 상환을 주장하는 한국 사이에 합의의 해석을 둘러싼 불일치가 있었
다.49) 상환 기간을 되도록 장기간으로 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자금량을 최대화하려는 한
49) <大平の金鍾泌宛て書簡, 1962年12月27日> <金鍾泌の大平外相宛て書簡, 1963年1月21日>,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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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측과, 그에 대해 문구 그대로의 상환을 고집하는 일본 측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은, 특히 이용 가능한 자금량을 최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와 그러한 페이스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무상,
유상, 민간 차관을 포함하여 상당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흐름을 일본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상도 아니고 공공 차관도 아닌 상업 차관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문제는 그 차관에 관해 어느 정도 정부가 관여하여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3. 김･오히라 합의 범위 이외의 청구권 교섭
김･오히라 합의에서 논의된 청구권의 범위에 선박과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도 한일 정부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원래 선박과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일반청구권과 구별되었고 또 논의의 장도 재산 및 청구권 소위원회가 아니라 선박소위
원회, 문화재소위원회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측이 김･오히라 합의는 일반청구권에
만 이루어진 것이고 선박과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해석한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일본 측으로서는 김･오히라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 4조 (a)항에 보이는 청구권 전반을 논의한 것이지 선박과 문화재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일반청구권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새롭게 이승만 라인을 침범
하여 나포된 어선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일본 측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0) 이는
한국 측의 선박 청구권을 상쇄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기도 하였는데 이 손해에 대해
무언가 보상을 일본 정부가 어민에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 제기할 수밖에 없는
청구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상은, 청구권이라는 범위를 둘러싼 문제인데 청구권이라는 문제 틀 밖에서 청구권
문제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하나는 어업문제이다. 어업문제는 본
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828 ≪金韓国中央情報部長･大平外相
書簡1962.11.29-1963.1.21≫
50) 日本政府大蔵省理財局, <日韓請求権問題の未解決点, 1964年12月12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
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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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한국와 일본 사이에 인접한 어장을 어떻게 배분,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다만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한국의 어장을 확보하려 한 것이 발
단이 되어 이승만 라인을 넘은 일본 어선을 한국 측이 나포함으로써, 어업문제는 한일
간 커다란 정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라인을 지킨다는 자세를
그다지 고집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어업협력을 획득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일 간에 어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쟁점
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일본의 어업 기술이 한국 보다 우수하다는 조건에서 일본이 되
도록 자유 경쟁의 원리를 우선하려 한 것에 반해 한국은 되도록 배타적인 어장을 널리
확보하려고 대립하였다. 이 대립은 차츰 일본이 어선의 수출을 포함하여 보다 선진적인
어업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등 어업 협력을 행함으로써 한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자 했고, 한국 측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어업 문제는 해결을 향하여 갔다.51)
이 어업 협력을 청구권 문제, 경제협력 문제와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가 한일 간의
쟁점이 된 것이다. 이 어업 협력은 차관이라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한국 정부로서는 정
부 간의 약속이니까 이자와 상환 기간 등 차관 조건에 관해 정부 차관과 동등한 조건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어업 협력은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틀 내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차관의 금액과 조건에 관해서는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52) 이 어업 협력 문제가 김･오히
라 합의를 ‘변용’시키는 하나의 변수였다.
또 한 가지는 국교 정상화 이전 플랜트 연불(延拂) 수출이라는 문제였다. 김･오히라
합의에도 있듯이 국교 정상화 이전에도 경제 협력을 행하기로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으
며, 구체적으로는 플랜트 연불 수출을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3년 이상
이르는 연불 수출에 관해서는 한일 양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한편으로 국교 정상화
이전의 경제 협력은 국교 정상화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하면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과는 별도의 제 4의 범주가 되어 버려 국교 정상화 이후
51) 이상의 어업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조하시오. 日本外務省アジア局
北東アジア課, 1964.11.1 <日韓会談問題別經緯(2)(漁業問題)(その３)>,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
正常化交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 531
52) <한일외상회담, 1963년 7월 30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748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프레임번호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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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협력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채 한국 측의 가일층의 상업 차관 요구를 허용하게
되어 버리므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로서도 정부의 관여에 기초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과 전혀 관계없다
는 입장을 관철했던 것도 아니었다.53)
이상과 같이 김･오히라 합의의 해석의 면에서나 혹은 김･오히라 합의 범위 이외의 부
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청구권 문제에 추가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가 적
어도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에서 도입하는 자금의 최대화와 최적화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양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 6･3 사태
1962년 11월 김･오히라 합의로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는 전망이 섰다고 보였으나, 이
듬해 1963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그 자체에는 가시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 최대의 이유는 한국 국내의 민정 이양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었다. 한국에서는 한일
교섭의 견인차를 담당한 김종필 자신이 민정 이양 후의 여당의 위상을 둘러싼 여당 내
부의 대립 와중에 부득이하게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를 하게 되었다. 또 일본 정부도
이러한 불안정한 한국 정치에 직면하여 민정 이양 전의 교섭 타결을 사실상 보류하였
다.54)
53) 日本外務省,<対韓無償及び有償供與実施大綱（試案）1963年2月21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
交正常化交渉第5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891
54) 한국 측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이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평가에 관해서 미일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
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정부 요인 중에서도 김종필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었던 데 반해 미국
측에서는 김종필이 한국 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미국 측 견해에
관해서는 이하의 사료를 참조하시오. EMBTEL(Telegram from US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504 (1/18/63), EMBTEL529(1/27/63), EMBTEL538(1/30/63), NSF., Box 129,
J.F.K. Library.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 연구소 편(1999), pp.709-714, pp.731-736, pp.743-750);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韓国情勢に関する在京米大使館員内話, 1962年6月15日>, 日本政府外務
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796. 또 버거 주한 미대사가 김종필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버거 대사는 김종필에 대해 “김종필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낫세르(Nasser)이며 수카르노(Sukarno)이며 아유브 칸(Ayub Kahn)이었는데 한국의 사회 수준이 그
러한 야망을 받아 들이기에는 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고 우시로쿠(後宮) 아시아국장에게 말한 것
은 흥미롭다. 버거 대사는 김종필의 독단 전행이 한국 정치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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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 민주공화당의 신임이라는 형태로 한국의 민
정 이양이 달성된 후인 1964년이 되자 다시 한일 교섭의 타결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일 교섭의 추진 역할인 김종필은 정계에 복귀하여 한일 교섭 타결을 향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시기 최대의 초점은 어업문제였는데 이에 동반한 평화선(이승만 라인)
의 철폐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대일 교섭 자세가 ‘저자세’라며 반대운동이 고양되었다. 더욱이 이에 편
승하는 형태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김･오히라 합의에 대해서도 “김종필이 얼마 되지
도 않는 금액으로 청구권을 타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선도 팔아넘기려 하였다”는 비
판이 퍼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반대 운동이 고양된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6월
3일을 기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대 운동을 억누르고 교섭도 일시 동결한다는 선택을
부득이하게 취하게 되었다.
이 시기 김･오히라 합의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던 상업 차관을 어떻게 자리 매김할 것
인지 논의가 깊어졌다.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 상업 차관의 금액을 명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연히 한국 측으로서는 국내 PR의 견지에서 이것이
마치 청구권 해결을 위한 특별 차관인 것과 같은 뉘앙스로 선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 그 금액에 대해서 1억 달러 이상이라고 선전하는 것도 지장은 없다”55)고 하
여 한국 정부가 국내 대책상 필요하다면 1억 달러 이상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여
도 지장은 없다는 유연한 입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 및 한일 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것
은 국교 정상화 이전의 상업 차관을 김･오히라 합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치지을 것
인가라는 문제이다. 일본 외무성은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건의 연불 안건과 관련하여서도 통상의 민간 차관의 계약이라는 의미에
서 김･오히라 합의 제 3항의 이른바 민간 차관과 <동일한 성질의>것임에는 틀림이 없
때문이다.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前駐韓バーガー米大使の内話に関する件, 1964年7月13日>, 日
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682. 일본 측의 견해에 관해서는,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の金鍾泌中東情報部長との会談内容に関する件, 1962年10月15日>, 日
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5次公開文書, 文書番號 287. 이 문서 속에 김종필이 “매우
일본에 의지하려는 것이 감지되는데, 이를테면 반미 친일의 공기였다”라는 발언이 있다. 발언자의
부분은 검게 칠해져 공개 부분에서 삭제되어 있지만 요미우리신문사(讀賣新聞社)의 시마모토 겐
로(嶋元謙郎) 서울 특파원(당시)이 아닐까 생각된다.
55) 日本外務省經済協力課, 1964年4月27日<対韓延払信用供與関係懸案について>,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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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고 하여 일단 김･오히라 합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전술
한 바와 같이 앞의 제 3항의 민간 차관은 청구권 해결을 위한 특별한 성질의 차관이 아
니며 또 총금액의 상한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기(前記) 현안인 연불 제 안건이
특히 앞의 제 3항의 민간 차관의 틀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 종래
국회 답변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57)라고 양자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하
였다. 그리고 “연불 안건이 김･오히라 양해의 제 3항의 틀 내의 것이라는 서한을 한국으
로부터 입수하라”는 대장성(大藏省)의 요구를 물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문제
의 연불 제 안건의 내용이 김･오히라 합의 제 3항 등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통상의>
민간 차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이며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신용 상황에
도 불구하고 극히 우대적인 연불 조건을 허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앞의 <통상의> 차관
에 속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결국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므로 꽤 탄력성 있는 결
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58)라고 하여 민간 차관에 대한 정부의
관여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하지 않았다.

5. 대한(對韓) 긴급 원조와 민간 차관의 ‘증액’
1964년 6･3 사태는 한일 교섭의 타결에 제동을 걸었다. 한일 양국 정부 모두 한국 국
내 여론이 기정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얼마나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
다. 그래서 일본 정부, 또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로서
도 그처럼 강경한 한국 국내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의 새로운 수정으로 내
몰렸다.59) 일본 정부가 대한 긴급 원조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조건 변화 속에 선택된
56)
57)
58)
59)

위 같은 문서.
위 같은 문서.
위 같은 문서.
도허티(Doherty) 주한 미공사가 에머슨(Emmerson) 주일 미공사를 동반하여 우시로쿠 아시아국장
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한 회담의 진전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주로
한국 정부의 문제에 걸려 있지만 일본 측도 이에 무언가의 기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
라며 한국의 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가. 이를 위해 예
를 들면 한국에서의 수입에 제한적 조치를 완화하는 것, 유학생을 받아들이도록 배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요망하였다.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1964年5月27日 <韓国情勢に関する在
韓米大使館ドハティ公使の内話について>,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
서번호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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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의 곤란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일본이 식량과 소비재를 긴급히 원조함으로써
한국 국내의 반일 여론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다.60) 일본 정부는 전년
1963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해 긴급 차관을 공여한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의 유휴 공장 시
설을 가동시키고 한국의 수출 증가, 고용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
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소비재 중심의 1,000만 달러 규모의 연불 차관의 공여를 모색하
였다.61) 다만 이 원조는 긴급 원조라는 성격 상 플랜트 수출과는 선을 달리하는 것으로
위치지어졌다. 양자를 동일시하면 플랜트 연불 수출의 차관에 대해서도 긴급 원조와 같
은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것이어서 그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62)
그런데 일본 측의 긴급 원조 타진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한국 정부는
소비 물자의 긴급 원조보다도 플랜트 연불 수출의 조기 승인과 한국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증대에 의한 무역 불균형의 시정이 우선 과제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기 때문이
다.63) 한국 정부는 소비재 중심의 원조가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의 일본 제품 지배로 귀
결될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가령 긴급 원조라고는 하여도 소비 물자의 원조에 대해서
는 신중한 자세였다.64) 또 긴급 원조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차관이며 더구나 차관
조건이 전 해의 인도네시아와 같은 연리 5.75%인 점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65) 따라서
일본의 대한 긴급 원조의 제안을, 플랜트 연불 수출의 조기 승인과 한국 농수산물 수출
증대에 의한 무역 불균형의 시정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교섭에 연결시킴으로써, 한국
이 도입할 대일 자금의 양을 최대화하고 조건을 최적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대한 긴급 원조를 대신하여 플랜트 연불 수출의 조기 승인을 요구하면서 한국 측은,
플랜트 연불 수출의 조건도 대한 긴급 원조에서 상정된 차관 조건과 가능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 일본의 대한 긴급 원조 제안은 그때까
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청구권의 전체 규모
60) 日本政府外務省北東アジア課 <日韓經済会談および対韓援助に関する件> 1964년6월15일, 日本政府
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908
61) 日本外務省 <韓国に対する援助問題(改訂案)> 1964년 6월20일, 위 같은 문서.
62) 위 같은 문서.
63)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經済協力問題等に関する韓国側申出について> 1964년6월25일, 위 같은
문서.
64) 日本外務省経済局アジア課, 經済協力局經済協力課 <韓国援助問題に関する韓国側要望内容> 1964
년6월25일, 위 같은 문서.
65) 배의환 주일대사(외무부장관 앞), 1964년 8월 26일, <오오따 일본 외무차관과（太田日本外務次
官)의 요담>,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663 ≪대일 2000만불 연지불 도입에 관한 한
일 간의 각서 교환, 1964~65. 전2권(V.1 1964.6~9)≫ 프레임번호 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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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는 교섭의 계기가 되었다. ‘1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에 대해 “수출입은행에
의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일본 정부의 관여에 의해”라는 문구를
더함으로써 정부의 관여와 조건 면에서의 배려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한국 정부는 종래
부터 주장하던 터였다.66)
그러나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였다. 한국 정부가 한편으로 플랜트 연
불 안건 등을 상업 차관의 ‘1억 달러 이상’이라는 틀 밖에 위치지으려 하면서도 실질적
인 조건으로는 그 틀 내의 것과 동등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일본
정부는 경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교 정상화 이전의 플랜트 연불 안건은 상업 차관의
‘1억 달러 이상’과는 별도의 틀로 하여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실제로는 한 가지
더 별도의 틀을 만들어서 상업 차관의 증액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본 정부는 경
계하였다. 일본 정부는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고 금액을 명시하는 것을 인정하
지 않았는데, 그를 인정한 경우 김･오히라 합의에 의한 기정의 틀을 ‘변경’하여 상업 차
관의 총량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차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하려는 한국 측의 자세에
대한 경계를 숨기지 않았다.67)
또 대한 긴급 원조, 플랜트 연불 수출과 병행하여 어업 협력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한편으로 한국 측은 어업 협력 7,000만 달러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
러, 상업 차관 1억 달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6억 달러라는 전체 규모를
확대하여 대일 자금의 도입량을 증액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한
일 어업 협력을 상업 차관과 연계시킴으로써 상업 차관을 어업 협력과 같거나 가능한
비슷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68) 상업 차관의 조건에 관해서 일
본 정부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끼리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
하였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차관에는 어업 협력 등도 포함되어 있듯이 상업 차관
을 전적으로 민간 위임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배려가
상업 차관 조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66)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対韓プラント延払いと請求権問題解決のための経済協力との関係> 1964년8
월3일,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910
67) 위 같은 문서.
68)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対韓プラント延払いと請求権問題解決のための経済協力との関係> 1964년7
월30일,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910
69) 위 같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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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오히라 합의의 ‘재검토’와 그 귀결로서의
‘椎名･李東元 합의’
한일 교섭에서 6･3사태가 갖는 의미는 한국 정부 내부에서 김종필의 권력이 약체화되
는 가운데 청구권 문제에 관한 김･오히라 합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리
고 한일 교섭에서 김･오히라 합의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기도 하였다.70) 결과적으로
김･오히라 합의의 백지화는 부정되었지만 한국 정부 내부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김･오히라 합의의 재검토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 상업 차관의 하한을 올리는 것이었
다. 다만 이 문제는 김･오히라 합의를 수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무 교섭에서 결정하기
는 곤란하였고 정치 절충에 의한 담판에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1. 시이나(椎名) 외상 방한(1965년 2월 17~20일)
1964년 6･3사태 이후 한국 국내의 반일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한편으로 대한 긴급
원조가 결정되고 그와 함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수상의 방한을 한국 측이 요청하
였고 미국도 그 가능성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71) 이는 같은 해에 발생한 周慶鴻 사
건으로 악화된 대만･일본 관계에 관하여 요시다가 정부 특사로서 대만을 방문하여 사태
를 수습한 일을 염두에 두고 구상된 것이다. 배의환 주일대사가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이케다 수상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정계의 ‘원로’적 존재인 요시다 전 수상이 행한
역할에 주목하여 자주 요시다와 접촉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구상의 배경이 되었다.72)
그러나 이케다 내각은 대만･일본 관계와 한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요시다의 방한

70) 韓国外務部, <金大平合意의 白紙化에 関하여> 1964년8월1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
호 754 ≪제6차 한일회담 회담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 1963-64≫프레임번호
237~250
71)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韓国側の吉田元総理訪韓の希望表明について> 1964년8월22일, 日本政府
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680
72) 裵義煥駐日大使(外務部長官) <요시다시개루전수상과의 회담, 1964년 6월30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459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1964-65≫ 프레임번호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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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선물’이 필요한데 이케다도 또 요시다 자신도 성
공의 보증이 없다고 보았기에, 요시다 전 수상의 방한에 의한 사태 타개라는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못하였다.73)
결국 한국의 대일 여론의 완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 하
의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상 자신의 방한이었다. 시이나 외상 방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이었는데, 이 때 과거의 역사에 관하여 시이나 외
상이 어떤 ‘사죄’ 성명을 내느냐가 주목되었다.74) 시이나 방한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관
해서도 다음과 같은 현상 변경이 토의되었다. 1965년 2월 17일 시이나 외상･정일권 국
무총리 회담에서 정일권이 김･오히라 합의를 변경할 수 있지 않은가 시사한 것이다. 정
일권은 “야당은 김･오히라 메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어서 그에 대의명분을
주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화로운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에 대
해 나의 의견은 이렇다. 김･오히라 양해의 1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의 항목을 구체적
으로, 예를 들면 적당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일본이 10년 내지 20년간 2.5억
달러를 공여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2+2.5로서 일본이 한국 경제
부흥에 협력하는 성의를 보인 것이 되어 야당의 입을 막고 정부의 입장은 강화될 것이
다”75)라고 발언하였다.76) 하지만 실제 시이나･이동원 외상 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이 없었다. 또 장기영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는 2월 20일 시이나 외상을 동행한
아카자와 쇼이치(赤澤璋一) 통산성 경제협력부장과의 간담에서 “1억 달러는 커머셜 조건
으로 일본에서 연불을 받는 것일 뿐이니 커머셜의 조건만 다듬어지면 얼마라도 이야기
가 성사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다지 특별한 의의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77)고 발언하였다.
73)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吉田元総理訪韓問題に関する椎名大臣とライシャワー米大使の会談内容> 1964년
8월27일,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683
74) 시이나 외상 방한에 관해서는,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委員会, 1982, 41~76을 참조.
75) 일본 측의 기록은 아래를 참조. 日本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丁一権国務総理に対する表敬訪
問, 1965年2月17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1329 日本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椎名外務大臣韓国訪問(昭和40年2月17-20日)の際の討議記録≫. 한국
측의 기록으로는 아래를 참조. 한국 외무부, <일본 시이나 외상의 국무총리 예방시의 면담 요록,
1965년 2월 17일>,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500 ≪시이나 에쓰사무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 방한, 1965.2.17-20.≫ 프레임번호 340~342
76) 다만, 금액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기록이 ‘2.5억 달러’로 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측의 기록에는
‘2.5억 달러 또는 3억 달러’라고 기술되어 있다.
77) 日本外務省經済局(加藤記) <椎名外務大臣一行の訪韓の際における日韓經済関係についての会談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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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이 시점에서는 일본 측에 김･오히라 합의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관해 의견 일치
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서술한 김･오히라 합의의 ‘수정’의 의미를 조합
시켜 목표를 상업 차관의 ‘증액’으로 좁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
‘증액’의 의미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의 경제 부처도 그와 같았던 듯하다. 상업
차관의 하한 증액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한, 예를 들어 금후 1년 등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부의 관여도 명시되지 않은 노력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 밖
에 없고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해석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고집하였을까. 또 일본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무조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일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의미가 없는 요구를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고 승인하여 문서화한 것일 뿐이라고 결말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2. 이동원 외무장관 방일에 의한 최종 결말
(1965년 3월 10~11일, 중간에 방미, 3월 23일~4월 3일)
종래 청구권 문제의 논의에 즈음하여, 1965년 3월에서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이동
원 외무장관의 방일과 그에 따른 한일 외상 회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
나 비공식 회담을 포함하여 합계 7회의 회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밀도도
짙어서 두 차례 정도는 철야로 행해진 것을 고려하면, 이 회담은 박정희･이케다 정상
회담, 김종필･오히라 회담과 나란히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베트남 문제와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방미하
였는데 방미 도중에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 도중에 두 차례에 걸쳐 방일하였다. 방미 도
중의 회담에서 이동원 외무장관은 시이나 외상, 사토 수상에게 김･오히라 합의의 ‘변경’
이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데 특히 시이나 외상과의 회담에서는 ‘무상 3억 달
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3억 달러 이상’으로 할 것과 그에 더하여 어업 협력 차관 1억 달러 공여를 명

について> 1965년2월26일,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文書番號 1330.

단, 이 회담에 관한 기록은 한국 측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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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대해 사토 수상, 시이나 외상 모두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
을 반복하는 데 머물렀다. 즉 상업 차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쌓아 가는 것이며 정부
가 틀을 만들어 줄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되풀이하였다.78) 다만 시이나 외상과의
회담에서 동석한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외무성 심의관은 “협정상으로는 금액을 건
드릴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도 “다만 적당한 문서로 몇 년 간 어느 정도 금액의 경제
협력이 실현될 것이 기대된다는 정도를 적고 커머셜 베이스에서 계약이 만들어지면 정
부가 그 허가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적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안이 제안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79)고 하여 이동원 외무장관의 제안에 일정한
이해를 표시하였다. 실제로 이 회담 전에 이동원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대비하여 외무성
이 시이나 외상의 발언을 위해 작성한 메모에, “(김･오히라 양해의 민간 신용 공여의 액
수를 증가시켜 달라는 요망이 나올 때에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면 민간 신용 공여는
쉽사리 1억 달러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늘면 늘수록 서로에게 득이다. 그렇지만
일정 금액을 일본 정부가 미리 약속하는 것은 민간 신용 공여의 성질상 어려우며 또 국
회 대책상으로도 지금 다시 김･오히라 양해의 수정과 같은 모습을 띠는 조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80)고 시이나 외상에게 못을 박아 둔 것처럼 상업 차관의 하한 증액에
는 신중하였으나 우시바 심의관의 발언은 거기서 한 걸음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81)
시이나 방한 시에는 정일권 총리만이 민간 차관의 하한 증액을 제안하였을 뿐으로 특
히 경제의 사령탑인 장기영 부총리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동원
외무장관 방일 시에는 이동원 외무장관 자신도 이 입장에 동의했듯이 차츰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이같은 생각이 영향력을 높이고 있었음이 보인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의 민간 신용 공여의 하한 증액 요구에 대하여 여전히 대장성(大藏省)만이 아니라 외
무성까지 포함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 측의 국내 사정, 특히 김･오히라 합의를 형식상이라도 수정할 것과, 단
78)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佐藤総理･李東元長官会談録, 1965年3月11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
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5;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椎名大臣･李長官会談録,
1965年3月11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28
79)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椎名大臣･李長官会談録, 1965年3月11日>, 위 같은 문서
80)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李長官との会談における椎名大臣発言要領、1965年3月8日>, 위 같은 문서
81) 다만, 이 점에 관해서 우시바의 회고록에는 “경제 협력은 다행히 ‘김･오히라 메모’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총액이 결정되어 있어서 큰 틀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금리 등 세세한 점에서
난항이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린 것은 일본 측의 내부 조정으로 대장성이 엉망으로 완고하였다”라
는 기술이 있을 뿐 상세하지는 않다. 우시바의 회고에 관해서는, 牛場, 1984, 108~1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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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개별 프로젝트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총액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집하
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보류가 붙어 있긴 하지
만 일본 정부는 차츰 유연한 자세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3월 25일 제 2회 회담에서
한국 측이, 김･오히라 합의를 대신할 ‘이･시이나 양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청구권 문
제 해결에 관한 합의 사항>안을 제시하였다.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 사항>한국안 (1965년 3월 25일)82)
1. 대한민국의 대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무
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 )억 달러, 어업 협력 차관 9천만 달러를 대한민국
에 제공한다.
2. 제공 내용
무상 : 제공 기간은 10년간으로 하되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6년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양국 간 청산 계정상의 미청산금은 무상 3억 불에서 삭감,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한국의 실
질적 수취액이 매년 2,550만 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 차관 : 제공 기간은 10년간으로 하되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6년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차관의 이자는 연 3.5퍼센트, 상환은 7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상업 차관 : 일본 정부 관여 하에 수출입은행에 의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어업 협력 차관 : 양국 농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의함
3. 한일 양국 간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양국이 합의하
는 품목의 한국 문화재를 대한민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4. 한일 양국 간의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양국이 합의하는 척수와 톤수의 신조선
을 대한민국에 무상 제공하기로 한다.
5. 이상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 원안의 특징은, 첫째로 일본이 한국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무상, 정부 차관, 상업
차관에 더하여 ‘어업협력 차관’이라는 제 4의 범주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무상 공여에 관한 한국의 실질적인 수취액이 매년 2,550만 달러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한국이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자금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셋
째로 정부 차관의 상환에 관하여 한국 측의 종래 요구대로 거치 7년 후 20년 상환을 요
구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로 상업 차관에 관하여 “일본 정부 관여 하의 수출입은행에 의
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자와 상환 기간 등에 관하여 가능한 유
리한 조건의 차관을 공여하도록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

82) 한국 외무부, <청구권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사항(안)>,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486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일본 방문, 1965≫ 프레임번호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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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선박과 문화재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와는 다른 의무를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 원안에 대해 일본 측이 문제로 삼은 것은 이하의 세 가지 점이었다. 어업 협력 차
관을 상업 차관과 구별하여 제 4의 범주로 만들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의 틀 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차관 조건에 관해서는 통상의 상업
차관과 구별하여 특별 취급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2억 달러의 정부
차관의 상환 기관에 관해서 7년 거치 후 20년간 상환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선박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 나포 어선 등의 피해
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83)
또 이튿날 26일의 제 3회 회담에서는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부풀리는’ 점을 놓
고, 한일 양측의 접근이 드러났다. 일본 측이 상업 차관의 프로젝트를 금액과 함께 나열
하여 민간 베이스에서 행할 것을 명기한 다음 나열한 것 외의 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어떠한가라고 제안하자, 한국 측은 상업 차관을 프로젝트별
로가 아니라 9,000만 달러의 어업 차관과 경공업, 중공업, 화학공업 등 부문별로 상업
차관의 숫자를 나열하는 것으로 표현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외에 제 3회 회담에서는 한
국 측 선박 청구권과 일본 측 나포어선 청구권을 상쇄할 것을 일본이 제안하였다.84)
이를 이어 제 4회 회담은 3월 26일 밤부터 이튿날 27일에 걸쳐 철야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을 명시하기로 한일이 합의하였다. 종
래 일본 측의 입장은 숫자로는 1억 달러 이상이지만 숫자를 명시한다는 것에는 신중하
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선박 해운 부문의 협력 자금 3,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상업 차
관 5억 달러 이상으로 하자고 새롭게 제안하였다. 그런 다음 김동조 주일 대사는 통상의
상업 차관 총액을 ‘5억 달러’가 아니라 ‘3억 달러’로 ‘양보’할 테니 금리 5%의 선박 해
운 부문의 협력 자금 3,000만 달러의 제공과, 정부 차관 2억 달러의 상환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거치 기간 7년을 포함하여 27년으로 하자고 요구하였다.85)
83) 韓国外務部長官(国務総理앞) <第2次外相会談報告> 1965년 3월 25일, 위 같은 문서
101~102. 제 2회 회담 기록은 일본 측 문서에는 없다.
84) 韓国外務部長官(国務総理앞) <第3次外相会談報告> 1965년 3월 26일, 위 같은 문서
105~107;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日韓外相会談第3回会合記録, 1965年 3月 26日>,
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0
85) 韓国外務部長官(国務総理앞) <비공식外相会談報告> 1965年 3月 27日, 위 같은 문서
111~112 ;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日韓外相会談第4回会合記録, 1965年3月27日>,
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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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제안하였다.
1965년 3월 일의 한일 간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해 시이나(椎名)대신･李장관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본 내용 (안)86)
1. 무상 경제 협력 금액 총액 3억 달러, 기간 10년 균등. 단, 재정 사정에 따라 쌍방 합의로 조기
에 실시할 수 있다.
2. 유상 경제 협력 금액 총액 2억 달러, 기간 10년, 조건 금리 3.5%. 상환 기간 7년의 거치 기간
을 포함하여 20년.
3. 통상의 민간 차관
성격 : 민간 계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여된다. 본 차관은 국교 정상화 전후에
상관 없이 공여되는 것으로 한다.
금액 : 통상의 민간 차관의 성격 상, 차관 총액의 하한도 상한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지만,
일본 측으로서는 결과적으로 3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것에 이견은 없다. 본 차관은, 어업
협력을 위한 민간 차관의 합의액 9,000만 달러를 포함하며 또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 따라서 한국 측이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고려에 넣는다.
4. 무역 상의 대한 채권(4,573만 달러)
상환 기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방법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한국 측이 외화 사정과 내자(內資) 사정으로 인해 희망하
는 경우에는 매년도 한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연도 일본의 무상 공여액의 감액에 의
하여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청구권의 해결
본 양해 성립 시에는 한일 양국 및 양국 민간의 재산 그리고 청구권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 제안에서 주목할 것은 상업 차관의 하한에 관해 종래의 ‘1억 달러 이상’이라는 ‘합
의’에서 일본 측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요구에 양보하여 ‘3억 달러 이상’이라는 숫자를
명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다. 이러한 숫자의 ‘쌓아 올리기’에
관해서는 단순히 청구권 이외에 선박 청구권, 어업 협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관
련되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한일 무역의 불량 채권의 처리에 관해서도 합의가 형성되
었다. 종래 무상 3억 달러의 공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는 합의하였지만, 한
국 측이 무상 공여와 같은 기간인 10년을 주장한 데 비해 일본 측이 3년 간의 상환을
주장하였는데 이 쟁점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제 6회 회담에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상업 차관의 숫자를 ‘3억 달러 이상’이

86) 日本外務省 <1965年3月 日の日韓間の請求権問題解決に関し椎名大臣･李長官間において意見の一致
を見た内容(案)>,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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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5억 달러 이상’으로 하길 바란다는 점, 유상 2억 달러의 상환 기간에 관하여 27
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합의를 바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더하기를 바란다는 점, 이상의 두 가지 요구가 제시되었다. 시이나 외상
은 이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요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를 바란
다고 요구하였고, 한국 측은 유상 2억 달러에 상환 기간의 단서를 추가하는 쪽을 우선적
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일본 측이 조정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다. 그런데
이동원 외무장관은 “‘5억 달러 이상’으로 해 준다면 일본이 통 큰 태도를 보여 준다는
정치적 제스처가 되어 한일 관계 호전에 도움이 된다”며 다시금 상업 차관 5억 달러 이
상의 명시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역시 이러한 요구는 약속과 다르다며 거부하였다.87)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 ① 유상 2억 달러의 공여 기간에 관해 7년 거치
후 13년 상환으로 한다. 재정 사정에 따라 양자 합의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업 차관을 ‘3억 달러 이상’으로 표현한다.88)
그러나 3억 달러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결말이 난 상업 차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
의 관여에 의한 차관 조건 배려의 유무에 관해 한일 양측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보였다.
29일 제 7회 회담에서 김동조 대사가 통상의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에 관해 일본 정부
87)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日韓外相会談第6回会合記録, 1965年3月28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
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2. 단, 한국 측의 기록에는 이러한 상세한 대화는 기록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합의 사항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88) 이 점에 관해서 김동조 주일대사의 회고는 약간 다르다. 김동조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김・오히라 메모의 ｢3,2,1+α｣ 청구권 합의분 중 ｢1+α｣를 최소한 5억~6억 달러로는
만들어야겠다고 맹렬히 교섭해 어느 정도 타협이 성립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부처의 의견을 채
택해서 ｢1+α｣의 상업 차관은 3억 달러 선에서 그치는 대신 유상 2억 달러(정부 재정 차관)의 이
자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섭하라는 지침을 내려 상업 차관 증액건 중 3억 달러 이상분은
재정 차관 이자 인하와 바터하는 형식으로 유야무야됐다”라고 회고하며 또 이 문제에 관해 일본
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대장상이 “그까짓 정부 차관 2억 달러의 이자 경감에 한국측이 그
토록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소이다. 2억 달러의 이자가 좀 경감된다고 한국측이 얻는 이익이 몇
푼이나 됩니까. 그것보다는 상업 차관을 많이 가지고 가 공장을 지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훨
씬 유리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막말로 상업차관을 많이 가지고 갔다가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라면 상업 차관을 많이 가지고 가는 쪽을 택하
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호의적으로 소개하면서 상업 차관의 증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했
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 회고에 대해서는, 김동조, 1986, 289~290 참조. 상업 차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했다라는 의견은 이병철 삼성 재벌 오너도 공유하고 있었다(이병철, 1986, 153~157). 그
러나 한일 외교 문서에는 상업 차관의 증액과 정부 차관의 이자 인하와 교환이라는 논의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정부 차관의 이자는 당초부터 3.5%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수출입은
행 자금을 포함한 상업 차관의 이자 인하를 염두에 둔 교섭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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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의적 고려를 기대하며 “이른바 옅은 핑크색을 칠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또 어업
협력과 선박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짙은 핑크색”을 칠하여 주기를 바란 것에 대해 시이
나 외상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통상의 민간 차관 전부에 색을 칠한다는 따위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이야기 전부를 망쳐 버린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업 협력에 대해
다소 특별한 고려를 하고 선박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겠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즉석에서 거부하였다.89) 단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위의 합의를 무너뜨릴 정도의 것은 아
니었다.
이상 교섭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여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최종 해
결을 보았다. 합의는 합의 사항 본문과, 그러한 합의 사항에 근거하여 한일 양측이 일체
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함을 약속한 합의의사록, 그리고 합의 사항 중 선박 수출
을 위한 상업 차관의 이자를 5.5% 정도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관여를 명시한 서간 등
세 가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의 합의에서 상업 차관의 공여에 관하여 적어도 어
업 협력과 선박 수출 차관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관여 가능성이 담보되게 되었다.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불공표) (1965. 3 도쿄에서)90)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 간에 다음의 사항이 합의되었다.
1. 무상 제공(생산물 및 용역)
총액 3억 불 10년간 균등 제공. 단, 재정 사정에 따라서는 양국 정부 합의에 의하여 조기 실시할
수 있다.
2. 장기 저리 차관 (경제 협력 기금에 의함)
총액 2억 불, 10년간 균등 제공. 금리는 연 3.5%, 상환 기간은 7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
년. 단, 재정 및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민간 신용 제공(상업 베이스에 의거한 통상의 민간 신용 제공)
(1) 민간 신용 제공 총액은 3억 불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2) 어업 협력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9000만 불 및 선박 도입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3000만 불는
상기 (1)에 포함되며, 또한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하기로 한다.91)
89) 日本外務省北東アジア課 <日韓外相会談第7回会合記録, 1965年3月29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
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3
90) <日韓間の請求権問題解決及び經済協力に関する合意事項, 1965年4月3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
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9;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486 ≪이동
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프레임번호 266~268
91) 3월 30일 비공식 외상 회의에서 시이나 외상은 “어업 협력 자금 중 영세 어민용 4,000만 달러는
금리 5% 정도, 나머지 5,000만 달러는 5.75% 정도, 선박 자금 3,000만 달러는 5.5% 정도를 목표
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를 별도로 작성할 용의가 있다. 또 이것들 모두 민간 베이스의 신용 공여이
기 때문에 정부로서 일정의 금리를 약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의 금리는 이를테면 정부로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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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청산 계정 잔고에 대하여 확인된 대일채우 (약 4573만 불)
(1) 10년간 균등 분할 지불, 금리는 없음.
(2) 매년도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 측의 새로운 동의를 요함이 없이 당해연도의 일본으로부터
의 무상 제공 중에서 감액함으로써 현금 지불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5. 청구권의 해결
관계 협정의 성립 시에 존재하는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桑港 평화조약 제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권과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서, 종전 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생긴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92)
6. 일한 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 협력 증진에 관계하여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본
국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 문화재를 인도한다.
<합의의사록>(불공표 1965년 4월 3일)93)
금일 ‘이니시알’된 일한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이하 ‘합의 사항’
이라 함)의 교섭에서 다음의 양해가 확인되었다.
1. 합의 사항 5.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
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따라서 관계 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同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2. 합의 사항 5.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前記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생긴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관계
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그와 같은 모든 청구권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공표)
謹啓

금일 ‘이니시알’된 일한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시이나 외무대신과 이 외무
장관 간의 합의 사항 제 3항 (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이나 외무대신과 이 외무부장관 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선박 수출을 위하여 기대되는
민간 신용 제공 3,000만 불에 대하여서는 금리 5.5%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1965년 4월 3일 외무성 아세아국장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郎)
선을 위한 노력 목표이다”라고 말하여 상업 차관의 조건, 특히 그 중에서도 어업 협력 자금과 선
박 자금의 차관 조건에 관해 정부의 역할을 ‘알선’이라는 미묘한 표현으로 보여 주고 있다. 日本
外務省北東アジア課 <非公式外相会談記録、1965年3月30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
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4
92) 다만 조약의 문구에 관해서는 최종 단계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다.
93) <合意議事録, 1965年4月3日>, 日本政府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第6次公開文書, 문서번호
739;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486≪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프레임번
호 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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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아주국장 귀하94)

조약의 문구를 둘러싼 논의는 최종 조약 조인 직전의 교섭을 기다려야 했지만 적어도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되는 자금량, 그 내역, 그 명목에 관해서는
이･시이나 외상 회담에 의해 김･오히라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결말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최종 단계의 교섭을 보면 단순히 상업 차관에 대한 한국 측
의 증액 요구를 일본 측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 11월 김･오히라 합의에 의해 확실히 청구권 문제 해결의 틀에 대해 합의되었
지만, 한일 각각의 국내 사정과 기타 특히, 어업 문제를 둘러싼 교섭 등으로 인해 교섭
의 타결은 지연되었다. 더욱이 1964년 6･3 사태로 한국 내의 반대 운동이 고양되어 부
득이하게 교섭은 일시 동결되었다. 따라서 한국 국내의 반일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의 사주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대한 긴급 원조를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기존의 플랜트 연불 수출의 승인 등 국교 정상화 전이라도 일본
에서 도입하는 자금량을 증대시키고 차관 조건을 호조건으로 한다는 요구로 대치하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제안에 덧붙여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어업 협력 등도 묶어서 김･오
히라 합의로 ‘1억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업 차관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 ‘3억 달
러 이상’이라는 하한의 확대를 시도함과 아울러, 상업 차관에 어업 협력과 긴급 원조의
차관, 선박 수출을 위한 차관 등 일본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차관을 묶음으로써 상업
차관의 조건을 가능한 한 정부 차관의 조건에 접근시키려는 교섭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
한 교섭 과정을 거쳐 비로소 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도출된 것인데, 김･오히라 합의가
교섭의 최종점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결 론
마지막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사에서 본고의 의의에 대하여 특히 사료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된 것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획을 그었다고 이야기되는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기
94) <日本外務省アジア局長後宮虎郎の韓国外務部亜州局長延河亀宛て書簡合意, 1965年4月3日>, 대한
민국 외무부 외교문서 등록번호 1486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프레임번호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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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교섭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청구권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1961년 11월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방일, 그리고 박정희･이케다 정상 회담의 평가에 대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한일 외교 사
료에 나타나는 기록의 차이에 주목하여 정상 회담의 개최가 한편으로는 확실히 한일국
교정상화 교섭을 촉진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로부터 오히려 그 후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교섭
에 대립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로, 한국 측의 사료로는 1962년 3월의 고사카
젠타로･최덕신 외상 회담의 시점에서, 이후 10월과 11월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회담
에서 한국 측이 타협한 것과 같은 수준의 안을 한국 대표단이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 측이 제시한 숫자가 너무나 기대 밖이어서 오히려 당초 훈령보다 높은 금액
을 제시하여 결국 타협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것, 또 일본 측도 한국 대표단이 예상 밖으
로 높은 숫자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한국 측 대표단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 분명해졌다. 셋째로,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른 회담에서 안보
와 경제 협력을 연결시키는 사고,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공헌
하고 있다는, 한국 측이 제시한 ‘안보 경제 협력’의 논리를 오히라가 거부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거부가 한일 관계와 일본 외교에 관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는 이
후의 과제로 하겠다.
다음으로 김종필･오히라 합의 이후의 청구권 문제에 관한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무
엇보다도 김종필･오히라 합의에서 청구권 교섭이 거의 완결된 것이 아니며 그 이후 교
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교섭이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특히 결과적으로 김종필･
오히라 합의에서는 명시할 것인지 여부는 불문에 부쳐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이
최종적으로는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이 명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종래는 이러
한 변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변
경’을 초래한 교섭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외교 사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교섭이 한국이 ‘하잘 것 없는 것’을 요구하고 일본이 안이하게 승낙하
였다고는 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964년 6･3 사태로 드러난 한국 국내의 반일 여론의 고양에 따른
교섭의 일시 동결이 일본의 대한 긴급 원조를 촉진하였는데, 그것이 김･오히라 합의를
‘변경’하게 되는 교섭 역학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소비 물자의 긴급 원
조가 아니라 플랜트 연불 수출의 호조건과 조기 승인에 대한 배려, 한국산 농산물의 수

12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입 촉진에 의한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상업 차관의 하한을 증액시키
고 상업 차관을 일본 정부의 관여에 의해 호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측의 교섭 카드
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래 청구권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인 어업 문제를 청구권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어업 협력 차관을 상업 차관 속으로 위치지었고, 그로 인해 상업 차관의
하한 증액과 호조건을 위한 교섭 카드를 한국 정부가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
상과 같은 교섭을 통하여 적어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용 가능한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도
입량을 증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금 도입의 조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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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이석우
기미야 다다시 교수의 논문은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다루어져 온 청구권문제를 새
로운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까
지의 논의(특히, 청구금액에서)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거의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미야 교수는 오히려 그 이후의 전개과정
에 방점을 두면서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 제시된 청구 금액과 최종타결에서의 청구금
액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이며, 앞
으로의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우선 김종필-오히라 메모 이후 전개된 한일간 교섭의 역학구조를 전체적으로 한국 측
의 요구와 일본 측의 수용이라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즉 한국 측의 사정만을 일방적
으로 반영한 분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행위로서 어느 일방
의 요구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
본 측의 내부 사정 내지는 국내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상/배상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식민지
피해국가인 한국에 대한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야기하게 될 일본의 국제 사회
에서의 지위 및 외교적 어려움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균형 잡힌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안보경제협력’의 논리에 대해서이다. ‘안보경제협력’
논리는 명치 이후 한반도를 일본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이
른바 일본의 ‘한반도 이익선론’의 역설로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 이익선론은 전후 일본
에서는 ‘釜山赤旗論’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면, 안보경
제협력의 논리는 군사적 관점을 중시하는 한국의 군사정권으로서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며, 1980년대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 때도 이것이 한일 양국간에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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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우선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 교섭은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
芳) 회담으로 거의 타결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에 대해, 그 이후의 교섭 과정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본 논문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해 준 비평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
다. 이를 바탕으로 비평에서 지적한 두 가지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오히라 메모 이후의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교섭 역학에 관해 한국
측의 사정은 중시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일본 측의 사정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결과
로서 한국의 공세와 일본의 수용이라는 도식이 전제되고 있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 필자의 전문 분야가 한국 정치외교사이어서 주로 한국 측에 초점을 맞추
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일본 측의 외교 문서도 상당 정도
사용함으로써 일본 측의 내부 사정, 예를 들면 외무성과 대장성의 관계, 나아가 자민당
내의 정치 역학 등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살핀 바이다. 다만, 이석우씨의 지적은 그러
한 정치 역학의 배경에 있는 일본 외교를 둘러싼 조건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 다음을 지적하여 두겠다. 외교 문서를 읽고서 느낀 것은, 한일 교섭에서
한편으로 일본 정부 측에 반공 진영의 결속과 그를 위한 경제 협력이라는 외교 구상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쟁점, 예를
들면 청구권의 명목과 금액을 어떻게 사정하며 그를 다른 관청과 국회,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 과정의 분석에는 그러
한 일본의 외교 구상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안보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 제기인데, 안보 경제 협력의 발상은 한일 서로
간에 공유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전혀 그것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본 논문에서도 안보 경제 협력의 발상에 관해서 한일이 공유
하고 있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의 교섭 과정에서 한국 측, 구
체적으로는 김종필이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하여 ‘안보 경제
협력’의 논리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오히라가 그 논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하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필자는 일본 측이 안보 경제 협력의 논리를 부정하
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오히라가 한일 교섭을 지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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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경제 협력의 논리에 관해 ‘그러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김종필을 ‘질
타’하듯이 반론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단순히 교섭 전술 상 한국 측의 요구를 차단하
기 위해 행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만 귀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반공 진영의 결속과 그를 위한 안보 경제 협력이라는
것만으로는 귀착되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별도의 한일 관계’를 오히라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필자로서
는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제3장 대중문화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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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정부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을 제한
해 왔다. 과거 식민시대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감안한 조치
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치･외교적 연대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대중문화 교류의 제한은 기형적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1990
년대 글로벌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특정 국가와의 문화교류 제한은 국제적 조류에도 벗
어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1998년 4월 17일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오부치 게
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와 한일파트너십 구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래지향적인 양
국관계 형성에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개방조치에 앞서 한국정부는 한일 문화교류정책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을 밝혔다. 국
민적 합의, 단계적 접근, 상호주의, 건전한 문화교류, 민간차원의 교류 등이 그것이다. 여
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상호주의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은 새로운 우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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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해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그 동안 밝힌 자성의 모습을 성의 있게 뒷받침하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상호주의를 식민지에 대한 과거 청산과 문화 개
방이라는 교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001년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상호주의의
교환적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처럼 한일 간의 대중문화교류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식민지의 기억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식민지 기억과 일본 대
중문화의 유입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일관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양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보다 바람직
한 방향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문화의 유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문
화 유입 허용(개방)은 곧 한일 간의 상호 문화교류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한일
문화교류가 아니고 일본 대중문화 ‘유입’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조약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으나, 한일
관계는 이러한 조약 등의 하드웨어적인 틀만으로 규정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일 간에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많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여
전히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관계에서 조약 등
과 같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제도가 갖는 효용성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은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가지는 구속력은 매우 중요하지
만, 동시에 문화교류와 같은 비제도적인 요소가 가지는 효용성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일관계를 보다 중층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은 과거사 즉 식민지 경험에 대한 기억과 직
결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문화의 유입이 한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그것이 한일관계에 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
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은 한일관계를 다양화 시킴과 동시에 내용적으
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일본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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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객관화를 가져와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다.1) 그러나 그 후에도 한일관계
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05, 2006년의 독도문제를 계기로 한일관
계는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당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반감
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한국에게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문제가 아니라 식
민지 지배 문제와 직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현상을 한상일
교수는 “한일관계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외교적 마찰은 정치적이거나 또는 경제적 이유
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감정에서 기인했고, 그 원인은 과거사에 대한 인
식과 평가의 괴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일관계는 대중문화의 교류 등을 통한 민간 교류와는 관계없이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사 즉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한일관계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키워
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식민지의 기억이 한국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접근 및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문화의 유입이 한일관계에 구체적으
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즉, 식민지 경험, 일본문화 유입(개방), 한일관계
의 3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적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정책의 성격을 살펴
보고, 문화개방 이전과 이후의 한일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 그러한 변화와
일본 문화 유입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야할 것이다.

1) 曺圭哲, 2001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단국대학교 단국일본연구학회 편, ≪일본의 언
어와 문학≫ 8, 116
2) 2006년 4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중앙일보≫ 2006년 4월 26일).
3) 한상일, 2000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바람직한 한국, 북한, 일본관계의 정립>현대일본회, ≪남북
화해시대의 한반도와 일본≫ (2000년 10월 12일, 21세기 평화연구소, 현대일본학회 한일포럼 발
표논문)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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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교류가 없는 국교정상화－‘65년 체제’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는 전후 한일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65
년 체제’라 부른다. 65년 체제는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된 기본관계조약, 청구권조약, 재일
동포 지위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화재 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식민지기에 일본이 약탈해 간 문
화재 반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 간의 문화 관
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협력을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을 뿐이다. 이 협
정을 기초로 1967년 한일 문화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여론 반발로 실
현되지 못했으며, 정부도 반일 감정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본문화의 유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4)
이러한 측면에서 65년 체제는 양국의 관계를 정치, 경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으
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는 제외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1998년 10월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선언이 이루어지기 까지 지속되었다. 즉, 65년
체제를 기초로 한 한일관계는 ‘문화교류가 배제된 정치 경제 중심의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한일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작용했으며,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 관계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협력적 관계, 문화적으로는 비우호적(적대적)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가깝고도 먼나라 라는 한일
관계는 반드시 지리적,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와 문화적 관계의 이중적 성격
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교류가 없는 실질적인 양국 관계는 가능한 것일까.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지리적
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교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국교 정상화 협상과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식
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세
4) 장인성, 1998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자기해방’－일본 대중문화 담론의 성격과 개방의 방향－>
≪국제문제연구≫ 2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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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가장 긴 협상과정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대만, 동남아시아 각국이 일본과
1950년대 중반에 국교를 정상화 한 것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두 나라의 간극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만 정부에서 한일회담이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오히려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된 이유를 이정식 교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로 결론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원했던 것은 일본인들에 의해 짓밟힌 국민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신적 화해’였다. 한국이 일본에 임한 기본자세는 정신적이며 도덕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법적･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한국의 자세는 통합적이고, 동양적인데 비해 일본의 그것은
단편적이며 서구적이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인간의 고통과 모욕감을 논한 반면, 일본인들은 그들
이 한국에 가져다 준 물질적 혜택을 거론하였다. 이승만시대에는 이러한 대립된 입장이 두 나라
의 감정을 어지럽혔으며, 이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西方人들에게
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는 문화적 간격이 존재했던 것이다.5)

즉 한일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일본의 식민
지 통치가 한국에 유익한 점이 있었다”는 이른바 구보다(久保田) 발언과 카이로선언에
명기된 “한국 국민의 노예상태”론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의
갭이 1950년대 한일회담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든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물질적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법률적 접근을 시도한 데 반해 한국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면서 도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여기에서 정신적 피해와 도덕적 측면은 전통적
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문화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
해 문화적,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손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희 교수가 “(일본에
대한) 저항의 자세에서 전통적인 倭奴觀-尙武적인 후진 문화라는 멸시관에서 새삼 虎狼
같은 수구관이 첨가되고 그 위에 또 다시 우리보다 선진인 근대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는 요인이 겹쳐지게”되면서 민족적 대립의 콤플렉스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6)
이러한 민족 아이덴티티의 손상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
과의 요구로 이어지며,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일본 색깔 지우기와 일본 문화유입의 금지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인식 구조 하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한국인의 대일 거부감
이라는 국민정서의 상징으로”, “일본에 대한 민족적 거부 심리의 최후의 보루”로서 자리
5) 이정식, 1986 ≪韓國과 日本－政治的관계의 照明≫ (교보문고, 서울) 45∼45
6) 이용희, 1977 ≪한국민족주의≫ (서문당, 서울)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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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게 되었다.7)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유입은 매우 곤란한 것이다.
한일회담의 문화재 관계회의의 교섭과정은 문화교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한국은 1905년 이후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 유
출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으나, 일본은 문화재 반환을 계기로 “문화협
정을 체결하여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8) 즉 “문화재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문화협력의 견지에서 문화재의 인도를 고려한다는 일본 측 입장과 문화교류보다
식민지기에 [약탈해 간 문화재] 반환문제의 선결을 우선시하여 반환문화재 품목의 목록
제출을 촉구하는 한국 측 입장이 대립했다. 재차 일본 측은 문화재 품목 목록과 문화협
력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하고 의정서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9)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문화재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
정’이 체결되고, 양국은 문화교류에 대해 가능한 협력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게 되었
다. 즉 회담을 통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문화재를 반환받아 손상된 민족문화를 복원하
고 동시에 일본문화 유입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문화재를 반환하는
대신에 한국이 일본문화의 유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한국이 일본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금지한 데에는 신생독립국
으로서의 사정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일본의 식민지
가 되고, 식민지하에서 동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민족말살 정책을 경험한 한국
으로서는 민족문화의 복원이 큰 과제로 놓여 있었다. 해방 후에 전개된 강한 반일 이데
올로기와 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민족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민족
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문화적 침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문화의 개방은 곧 일본문화의 일방
적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교정상화 직후의 1965년 6월 28일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에
게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문물의 대량유입의 문제점으로 국내문화 활동의 위축과 문
화주체성의 약화, 가치판단 기준의 동요” 등을 우려하면서 “문화계 자체의 대비책과 정
부입법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10) 또 1966년 3월, 정부는 <국
7) 黑田勝弘, 1998 <일본 대중문화의 금지와 개방에 대해> ≪일본학보≫ 5, 20
8) 한일회담 외교문서, <예비교섭 문화재관계 제1차회의 회의록 요약> (1963년 2월 13일) 문서번호
68860006.
9)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8 ≪한일회담 외교 문서 해제집 Ⅲ≫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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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화에 따르는 일본의 정신적 침투에 대한 여론>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문화 도
입으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일본의 독소문화에 휩쓸릴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일
본의 퇴폐적인 저급문화 및 정신적 침략을 받게 될 일본풍 종교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11)
덧붙여 이처럼 한국정부가 일본문화의 유입을 우려한 데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
죄가 명기되지 않은 채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경제 개
발과 동아시아의 냉전이라는 현실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불가피하게 한 점에 대한 일종
의 보상심리에서 문화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개방을 금지했다는 것이다.12) 친
일 경력이 있으면서 무리하게 ‘굴욕적’인 국교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
진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본 문화를 개방, 수용하기는 어려운
정치적 입장도 작용했을 것이다.

Ⅲ.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과정－‘98년체제’
65년 체제가 문화교류가 제외된 비정상적인 양국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
이고 균형잡힌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문화교류는 불가피했다. 여기에서 문화교류는 엄밀
한 의미에서는, 일본은 한국 문화의 유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문
화개방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줄곧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을 요구해
왔다.
한국이 식민지의 기억을 근거로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을 금지한 데 반해 일본은 자국
의 대중문화의 보급으로 과거 식민지의 기억을 지우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 일본은
1972년 국제교류기금을 창설하고 1987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대외문화정
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 이래 “전후정치를 결산하고 (중략) 제2
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서가 아니라” 경제대국, 국제화 국가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국
제 사회에 심으려 노력했다.13)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일본을

10)
11)
12)
13)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8 ≪한일회담 외교 문서 해제집 Ⅳ≫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664
≪위 책≫ 755~756
장인성, 1998 <앞 논문> 78
박충석, 유근호, 2001 <현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국학 연구> ≪梨花史學硏究≫ 2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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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일본
의 대중문화가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없는 전후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용,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에게 즐길 수 있는 일본의 현대문화를 널
리 알림으로써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없애
려는 강력한 욕망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인기를 끈 것은 일본 지식인이나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을 흥분하게 하였다. 그
들은 일본 대중문화가 일본 문화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이다”는 지적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14)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되
었던 ‘오싱(Oshin)’은 아시아 각국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오싱을 통해 아시아 각국은 가
족애, 근대사의 고난 등을 일본과 공유함으로써 근대 일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
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15)
이러한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과 전파는 특히 대만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에 일본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계엄령 해제와 함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
가 완화되고 일본의 위성 방송이 방영되고 부터이다. 그리고 1994년 일본 텔레비전 프
로그램에 대한 전면 해금으로 더욱 박차가 가해져, 1998년에는 일본방송만을 취급하는
케이블 방송이 5개가 될 정도가 되었다. 물론 대만에서의 일본문화가 큰 저항 없이 유입
되고 수용되는 데에는 “대륙에서 넘어 온 국민당의 압제와 탄압 경험의 반동으로서 일
본 통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일본 TV 프로그램의 유입과 수용을 비교적
쉽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16) 대만은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
한 후 한국과는 다른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당의 지배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당 지배에
14) 이와부치 코이치, 2003 <일본 대중문화의 이용가치－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민지 욕망
－> 조한혜정･황상민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08
15) 오싱(Oshin)은 한국에서는 방영되지 않았으나, 2008년 5월까지 전 세계 64개국에서 방영되었다.
1984년에 태국, 싱가폴, 1985년에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 방영되었으며, 1994년에는 대만, 베
트남 등에서 방영되었다. 그리고 1991년 2월, 동경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오싱이
방송된 각국의 관계자가 모여 ‘세계는 오싱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주최:
NHK인터내셔널)이 열렸다. 여기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의 李徳純씨는 “일본인만의 오싱이 아니다. 중
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인, 전 세계의 오싱이다. 일본만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오싱이라는 인물
의 이미지 특히 그 민족정신 이것을 나는 전세계가 공유하는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http://www.nhk.or.jp/archives-blog/2008/06/oshin2.html, 2009년 7월 13일 검색).
16) 이와부치 코이치, 2003 <앞 논문> 115에서 재인용. Lia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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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반동이 일본문화 유입을 쉽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대만의 일본
문화 유입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대만은 일찍부터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본 문화의 확산을 배경으로, 1988년 5월 영국을 방문한 다케시타 노보
루(竹下登) 수상이 런던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3개
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국제문화교류를 역설했으며, 그 다음해 9월 5년간에 걸친 ‘국제문
화교류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에서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적극
적인 문화외교가 본격화된 1990년 이후 논의가 활발해졌다. 1981년 한일의원연맹 제9차
합동회의에서 “문화교류기금 설정”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1983년 12월에 제 1차 한일문
화교류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2, 3년에 1차례씩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대중문화 개방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등의 기회를 이용해 한국에
대해 일본문화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을 앞세운 한국정부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1983년 1월 한일경협 차관 협
상을 타결하기 위해 일본 수상으로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나카소네(中曾根
康弘) 수상은 “문화적 국경을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는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

(중략)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형태로 공동성명에 반영
되었다.17) 1988년 3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민간 중심의 “21세
기 한일위원회” 발족에 합의하고 8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문화개방에는 도달
하지 못했다. 다음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개
선 문제와 재한 원폭피해자 치료요양기금 지원 문제, 일･북한 관계개선 추진 시 사전협
의 등에 합의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언급되었다. 1990년 3월 제4차 한일문화교류
실무자 회의에서도 일본은 대중문화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후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개방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한국정부는 일본 음악과 영화의 개방 의사를 밝혔으며, 1994년 1월 공로명 주일한국대
사는 일본문화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했다. 그 이듬해 2월 이홍구 국무총리는 국
회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필요성을 밝힘으로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1997년 10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17) ≪조선일보≫ 1983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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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언급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본격
적으로 진행시켰다. 1998년 4월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본 대중문
화 개방을 공식확인하고, 5월 13일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
로 일본문화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을 통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수상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선
언 제2항에서 오부치 수상은 과거보다 진전된 형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
하고,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
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선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30억 달러
차관도입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은 매우 긍
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30억 달러의 차관도입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또한 오부치 수상의 사죄에 대해서도 65%의 한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8)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
력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전된 사과 표명과의 교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전된 사과 표명을 외교 문서화함으로
써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 개방을 수반한 1998년의 ‘21세기
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은 한일관계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즉
이를 통해 문화교류가 배제된 비정상적인 65년 체제는 문화교류를 포함함으로써 정상적
인 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98년 체제라 일컬어도 좋을 것이다.

Ⅳ.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담론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기에 이르렀으나, 개방이 가까워지
면서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본 대
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정부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기로 정책적 방향이

18) 金대통령 방일외교에 81% ‘만족’, 연합뉴스 속보, 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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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구체화된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논의는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크게 나
누어졌으나, 반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정하미의 아래와 같은 언급은 당시
의 논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문화를 개방해도 되겠는가 하는 설문은 백번을 해도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不毛한 논
의이다. 그 이유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뿌리깊은 감정의 골과 직
결되어 있고 게다가 구체적으로는 대중 즉 저질 문화라고 생각하는 만화, 음반, 가요, 영화라고
하는 문화 상품과 연결되어 일본의 문제인지 대중문화가 문제인지 개방이 문제인지 그 실타래
가 헝클어져 있기 때문이다.19)

위의 글에서는 반대론의 주요한 근거로 한일 양국의 감정과 일본문화의 저급성을 들
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반대론자들의 거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반대론자들이 지적하
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일본의 문화제국주의 내지는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이다.
자본력을 배경으로 우리의 문화산업 전반을 장악하여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려
한다는 시각이다.20) 물론 여기에는 일본문화를 개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위의 논의에서 일본문화 개방반대론의 핵심은 과거사(식민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
억으로 귀결된다. 일본문화의 저급성이라는 문제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투영
된 것이며, 문화제국주의 역시 일본의 과거 침략주의와 식민지 하의 동화주의의 연장선
상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일본문화의 저급성은 구체적으로 개방적 성문화, 청소년 폭
력,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가리키고 있으나, 이는 일본 문화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문화에서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 전체를 저급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국의 민족문화 및 도덕
적 우월성이 깔려있으며,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동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문화의 저급성론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투영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문화
역시 일본의 것만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화의
저급성을 지적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미국문화 유입 반대론도 우리 사회에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19) 정하미, 1997 <일본 대중문화 수용의 다중구조> ≪민중과 문화≫ 6, 322
20) 김필동, 2001 ≪리액션의 예술 일본 대중문화≫ (새움, 서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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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강만길 교수는 반대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아직은 식민지 시대에 침해된 한국문화의 독자성 및 주체성이 일본문화와 동등한 교류가 이
루어질 수 있을 만큼 치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事不如意하면 한국문화가 이번에
는 동화정책이 아닌 시장원리라는 것에 의해 다시 일본문화에 동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두 나라 사이에 각기의 차별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대등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호혜적이지도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문화관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21)

즉 강만길 교수는 시장원리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문화적 식민지’가 되어 민족적 정
체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시대의 동화정책에 대한 폐해의 역사
적 기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문화가 대
량으로 유입된 것도 사실이다. 정대균 교수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본문화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해방 후 미군정 3년간이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이
남기고 간 생활문화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인에게 전파되었다고 지적 한다. 도시를 중
심으로 밀집되어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들만이 공유했던 생활문화가 해방과 함께 그들이
떠난 후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제한 없이 전파되었다는 것이다.22)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
이라면, 즉 해방 직후 식민지의 기억이 가장 생생한 시기에 일본문화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들었다는 사실은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반드시 일본문화의 유
입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일반론과는 모순된다. 이는 일본문화의 유입과 식민지의 기
억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찬성론자들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일본문화 개방론을 전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찬성론은 세계화, 국제화를 기초로 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
면에서 “일본 문화만 안된다”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산업이 일본 문화산업의 10분의 1만 잠식하여
도 오히려 한국 문화산업 전체 규모를 능가한다는 논의와 함께 일본 문화산업의 진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론을 폈다.
또 찬성론의 배경에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 정부의 강
21) 강만길, 1998 <바람직한 한일문화교류정책의 기본방향>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동북아
시아의 문화와 한일관계≫ 21
22) 鄭大均, 1990 <植民地支配の遺産> ≪日本學誌≫ 10, 216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143

력한 일본문화 유입 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문화 금지정책은 이미 그 유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화의 경우는 일본 만화가 우리나라 전체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1996년 수입 만화영화 가운데 약 62%, 1997년 방송용 만화
영화의 60%가 일본의 것이었다.23)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IMF 하의
1997년 12월 시점에서도 일본 만화, 일본 만화영화, 일본 게임의 접촉빈도가 각각 78%,
58%, 66%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문화를 접하고 있다. 또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일본문화에 대한 접촉빈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4)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금지정책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대중문화는 현
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미 대량 유입, 수용되고 있다. 상황은 오히려 규제가 필요할 정
도이다”고 한 지적은 당시 한국사회의 일본문화 유입실태를 상징하고 있다.25)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의 자체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에 식민지의 기억을 강하게 연
결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개방 조치를 취하
면서 5대 기본방침을 밝히고,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본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그 동안 밝힌 자성의 모습을 성의있게 뒷받침하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과거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와 관계가 적은 분야부터” 개방을 실시해갔다.26) 그리고
교과서문제가 발생한 2001년 7월 한국정부는 “일본 대중문화개방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제4차 개방을 중단했다.27) 이러
한 정부의 조치는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 정책이 식민지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된 형태
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인식과 같은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일반의 인식은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23) 김필동, 2001 ≪앞 책≫ 55
24) 馬居政幸, 2001 <한국은 금후 일본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
화 접촉 상황을 통해 보는 수용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일본문화연구≫ 4, 74
25) 黑田勝弘, 1998 <앞 논문> 20
26) 문화관광부, 2001 ≪문화정책백서 2001≫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서울) 431
27) 문화관광부, 2001 ≪위 책≫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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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과 식민지 기억의 연쇄구조
한국인의 초기 일본 인식(고정관념, 특히 부정적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구체적
으로 밝힌 연구는 없으며,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형성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
도 문제 등은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 인식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
로28) 미루어봤을 때, 전반적인 일본 인식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숙희 씨의 연구에 의하면29)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역사 관련(42%), 문화 관련(35%), 지리(20%) 등 이라고 한다. 역사 관련은 일제강점기
(48%), 임진왜란(35%), 독도(9%)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 관련은 애니메이션, 스포츠
한일전, 일본어, 한류, 초밥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 인식은 주로 교과
서와 수업(33%), TV나 신문, 인터넷(31%), 책(24%), 부모나 가족, 친구(12%)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역사 관련은 주로 교과서나 수업
을 통해서, 문화 관련은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이다.
어린이들의 일본 인식을 형성하는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면 전체의 약
27%(137쪽 가운데 37쪽)가 일본에 관련된 기술이며, 그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관한 것
이 68%, 임진왜란, 문화전파, 경제교류가 각각11%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전파는 가야와
백제가 일본에 문화를 전수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교류는 주로 통일신라, 발해,
고려와 일본의 무역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일본 관련 기술의 거
의 대부분은 일제식민지기에 관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문화와 경제교류에 관련된 것도 한국의 우월적 입장을 반
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
적 기억과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
의 한국인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일본을 생각하고 일본의 문화를 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이 한국인의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
28)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ー独島･竹島問題の政治学≫ (ミネルヴァ書房, 京都)
29) 하숙희, 2006 <초등 학생의 일본인식 실태와 역사수업을 통한 개선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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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까. 이는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경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
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직접 의식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조
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기로 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논점을 두 가지
로 한다. 하나는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과 식민지 기억은 별개인가. 또 하나는 일본의 대
중문화 유입과 식민지의 기억이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구조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이
다. 이를 규명하는데 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의 공개된 조사 자료를 원용하기로 한다.30) 본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우선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문화 접촉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전체적으로 약 10년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좋
다, 싫다는 비율이 다 같이 줄어들면서 모르겠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적대적
감정이 다소 줄어들면서 중립적인 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다, 싫다는 비율이
줄어든 만큼 그것이 반대 쪽으로 옮겨가지 않은 것은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그만
큼 저항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31)
<표 1> 일본에 대한 호감도 및 친밀도 조사 결과 비교(한국갤럽조사)

구 분
싫다(%)
좋다(%)
호감도
모름(별다른 감정없
다)(%)
일본에 대해 친밀감
친밀도
을 느낀다(%)

1993년9월
(18세 이상)
63.1
33.9

1994년9월
(18세 이상)
64.2
33.9

2002년2월
(20세 이상)
56.9
33.7

2004년11월
(20세 이상)
43.7
26.8

3.1

1.9

9.4

29.4

42.5

48.7

<표 2>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2000년 4월 조사, 20대 의식조사)

역사적
국민성이
배경/과거사
맘에
때문
안든다
49.1%
13.7%

모름
9.6%

역사왜곡하
고 반성
않기 때문
7.9%

선입견
5.8%

우리나라를
성문화
무시하기 독도문제
문란
때문
3.4%
2.7%
2.4%

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http://www.gallup.co.kr)의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하였음.
31) 이러한 견해는 우마이 마사유키, 2001 <앞 논문> 67, 78~79.

일본
문화가
싫어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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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 배경과 과거사이다. 또 독도문제와 역사 왜곡과 반성 부족이라는 항목 역시 식민
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의 약 60%가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다. 즉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기억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식
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로부터 해
방된 지 약 60여년이 지났음에도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약화되지 않는 이유는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그 동안 반공이데올로기에 억제되었던 민족주의가 갈등요
인으로 표면화되고, 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과 함께 우경화가 지속되면서 정
치인의 망언,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이 쟁점화되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도 한일관계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종래 군부정권 하에서 억제되었던 대일감정이 폭발
적으로 분출되었으며, 분출된 반일감정은 여론으로 형성되어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32) 양국의 이러한 사정들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를 크게 만들었으며, 한국인의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여 일본에 대한 호감도
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쇄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인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요구와 일본문화 접촉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양자의 상관
관계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일본 문화에 대한 접촉빈도를 증가시키고, 그
것은 곧 한일관계를 호전시킬 것이라 논한다. 일반적으로 양국관계는 상대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대중문화 개
방으로 한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논의는 일본문화의 접촉과 수용이 한국
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준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문화 접촉이 일본에 대한 태도 즉 호감도를 높이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늘어나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32) 이원덕, 1997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 사죄발언과 문제발언의 배경 및 정치과정> [하영선 편, ≪한
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출판사, 서울)] ; 이원덕, 2001 <한일관계의 구조
전환과 쟁점현황의 분석> ≪일본연구논총≫ 14,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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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일 간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령별 측면에서, 일본문화 접촉률이 가장 높은 10대와 2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다
른 연령층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의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조사
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일본문화 접촉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20대는 50대 이상에 비
해 일본문화 접촉율이 약 3배나 높으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문화 접촉도와 일본에 대한 호감도 사이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식민지에 대한 기
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접촉이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한국인의 일본문화 접촉은 전체적으로 증가했
다고 볼 수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개방 후에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일본문화 접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상
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3)
<표 3> 일본문화 접촉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관계(갤럽조사를 이용해 재작성)

구
분
일본문화 접촉도(%)
(1995년2월 조사, 20세 이상 남녀)
호감도 (아주 좋다, 약간 좋다, %)
(1994년 9월 조사, 18세 이상 남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72.3

54.1

55.4

22.8

18-24세
30.9

25-29세
35.7

30대
32.2

40대 이상
35.8

33) 이러한 결과는 1999년 11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고 있
다. 金居修省, 2000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37, 412~413
<N=336>
전혀
둘다
매우
문 항
안됨
기여
M
Std
안됨
아님
기여
문화개방으로
22(6.5) 115(34.2) 105(31.3) 85(25.3)
9(2.7)
2.83
.97
반일감정해소(%)
문화개방으로
15(4.5) 46(13.7) 69(20.5) 195(58.0) 11(3.3)
3.42
.92
우호관계구축에 도움
문화개방으로
일본에 대한 친근감 22(6.5) 73(21.7) 60(17.9) 166(49.4) 15(4.5)
3.24
10.5
증대
문화개방으로
8(2.4)
78(23.2) 69(20.5) 173(51.5) 8(2.4)
3.28
.93
문화교류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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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2년도와 2004년도 실시한 일본에 대한 친밀도 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해 친
밀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각각 42.4%와 48.7%였다. 2002년도와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친밀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1>), 데이터의 부족으로 일반적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친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 교류의 증대 및 일본문화 접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34) 이와 같이 호감도와 친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류와 문화 접촉을 통해
친밀도는 향상되지만 호감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양가성(ambivalence)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호감도는 인지적, 사회적 성격이 강하나, 친밀도는 개인적,
정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접촉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친밀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지적 기억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
를 억제하고 있으며, 문화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향상되고 있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자주 만나는 이웃집 사람을 가깝다고는 느끼나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덧붙여, 2004년 12월 만20세 이상의 한국과 일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연구소의 <욘사마 열풍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는35) 조사에서 일본인들의 50.0%
가 욘사마 열풍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44.4%는 그것은 단순한 문화교류의 확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의 19.7%만이 양국의
친밀감 증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문화교류의 확대가 친밀도로 직접 연결되는 정도가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가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에게 더 낮게 작용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요인보다는 한국인이 일본에 대
해 느끼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6)
다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일본문화 개방 반대
34) 그렇다고 교류나 접촉의 증대가 반드시 친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일 간의 돌발
변수는 친밀도와 호감도를 다 같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호감도보다는 친밀도의 감소가 적
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01년 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조사된 청소년의 의식조사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馬居政幸, 2003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중문화의 역할－한일 공
동문화 구축의 관점으로부터－> ≪일본문화연구≫ 8, 42~44 표 참조.
35)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4&pagePos=1&selectYear=0&search=1&
search(2009년 7월 22일 검색)
36) 황화철, 2004 <심리적 거리와 국가이미지에 대한 한일비교> (한국마케팅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
표 논문집)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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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찬성론을 염두에 두면서, 1995년 2월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표 4~11>).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시
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와 “2~3년 내”, “가능하면 늦게”를 포함해 개방에 찬성
하는 쪽이 약 81.1%를 차지하고, 개방에 반대하는 쪽은 18.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쪽이 61.7%, 반대하는 쪽이
32.4%, 모름(무응답)이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
하는 쪽보다 약 2배나 높게 나타났다. 개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일본 대중문화가 이미
폭넓게 침투되어 있으므로 빨리 개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다. 같은 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61.5%가 이미 우리사회에 일본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72.2%와 68.1%를 차지
하고 있다. 즉 일본 대중문화의 최대 소비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의 유입은
정부의 정책과는 관련 없이 이미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금지라는 정책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본문화 자체가 싫다”, “선입견과 피해의식”이 각각
24.4%와 2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식민지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표 4>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일본 대중문화의 정도(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일본문화 경험자
일본문화 비경험자

많이 퍼져있다
61.5%
72.2%
68.1%
57.1%
44.2%
69.8%
52.5%

약간
29.3%
20.6%
25.2%
35.0%
40.8%
24.2%
34.9%

별로없다
8.6%
7.2%
5.7%
8.0%
14.1%
5.7%
11.9%

모름
0.5%
1.0%
0.9%
0.3%
0.7%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 반대론의 주요한 근거의 하나였던 일본문화의 저급성으로 인한
폐해와 문화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 대중문화를 개
방해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일본
문화 개방이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
도 절반을 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저급한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발생할 폐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오히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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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으며, 특히 일본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대
중문화가 개방되더라도 한국의 대중문화가 침체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8년의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1)식민지의 기억과는 관
계없이 이미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2)한
국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식
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접촉 및 유입은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실제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문화유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방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
러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호감도와 친밀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문화의
유입으로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강화될 수 있으나, 그것이 호감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친밀도와 호감도에 관한 이와 같은 경향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계명대학교
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간이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전체
연령(그렇다고 대답)

그렇다

아니다

모름

54.6%

44.1%

1.3%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58.3%

56.7%

58.7%

45.1%

<표 6>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전체
연령(그렇다고 대답)

그렇다
48.2%
20대
41.1%

아니다
50.4%
30대
48.5%

모름
1.4%
40대
55.0%

50대 이상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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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산업에 영향
(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전체
일본문화 접촉 경험
연령

일본과 경쟁할 수
없어 침체될 것
40.5%
경험자(침체)
37.8%
20대
33.3%

자극받아
발전할 것
56.2%
비경험자(침체)
43.6%
30대
39.6%

모름
3.3%
경험자(발전)
58.4%
40대
40.3%

비경험자(발전)
53.8%
50대이상
50.8%

<표 8>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반대 이유
(1995년 2월 조사, 20세이상)

일본문화 자체가
싫다/선입견
24.4%

피해의식

도움이 안된다

퇴폐/저질

22.6%

7.9%

7.4%

청소년 교육에 안
좋다
4.6%

<표 9> 일본 대중문화를 빨리(2~3년내) 개방해야 하는 이유(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세계화 추세
18.2%

이미 침투했으므로 우리 것 화해야
13.1%

배울점이 있다
9.4%

<표 10> 일본 대중문화를 가급적 빨리 개방해야하는 이유(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세계화 추세
16.5%

이미 침투했으므로 우리 것 화해야
32.1%

배울점이 있다
14.3%

<표 11>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빠를수록 좋다
15.2%

2~3년 내
22.3%

가능하면 늦게
43.6%

개방 금지
18.3%

모름
0.6%

*연령차 및 일본문화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는 큰 차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일반론을 전제로 일본 대중문화의 최대 소비자이면서 앞으로 한일관계의
담당자가 될 청소년의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의 최대 소비자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일본 대중문
화 개방을 전후하여 청소년의 일본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본 문화개방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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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속연구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우려할 만한 특별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통계 분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결과도 대
부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일본문화의 접촉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일본에 대해 플러스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3월 조영달, 구정화가 초, 중 고등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는37) 일본 대중문화를 접촉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일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본 대중문
화의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일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일본에 대한 동경’ 영역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38) 즉 일
본 대중문화의 접촉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질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
도와 친밀도를 다소 애매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민에 대해 친밀
감을 느낀다”를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으나,39) 이는 호감도가 아
니라 친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호감도(favor degree)와 친밀도
(intimate degree)에 대한 혼란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인다.
호감도는 “좋다”, “싫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강하게 작용
하며, 친밀도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개인적 기능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접촉의 빈도가 높거나 동류의식이 강하면 친밀도는 높아지게 된다. 예
를 들면 조영달, 구정화의 같은 연구에서 “서구인보다 일본인이 좋다”는 응답이 “중국인
보다 일본인이 더 좋다”는 응답보다 강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유사성에 의한 친밀감
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서구인들에 대한 특별한 好惡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서구인보다 일본인을 더 좋다고 응답하며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좋다”는 데 대해
37) 조영달･구정화, 1997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매체 접촉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
소년연구≫ 26
38) 조영달･구정화, 1997 <위 논문> 57
39) 조영달･구정화, 1997 <위 논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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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큰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한국인에게 중국인과 일본
인은 거의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호감도와 친
밀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상당수의 연구에
서도 호감도를 친밀도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또 위와 같은 일반론적인 견해를 벗어나는 연구 결과도 보인다. 상호지향성 모형을
이용하여 한일대학생의 상호인식을 분석한 강현두 외 4인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은 일
본문화 및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일본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매체를 이용하고 있
으며, 또 일본문화와 일본사회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과대평가와
매체 이용의 갭은 “오히려 상호 간의 오해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40)
가나이(金居修省)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화되었으나, 반일감정 해소와 친밀도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
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41) 전국의 약 1600명을 대상으로 한 박순애의 조사에서는 일본
문화의 접촉과 일본 호감도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초등학
생이 가장 낮고 중학생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때의 교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는 일본문화접촉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42)
또 하종원이 2002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본 및 일본 (문화개방)에
대한 태도 자체가 독립변인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
화의 효용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나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이 보다 큰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즉 일본 대중문화 수용은 식민지에 대한 기억 등
일본에 대한 태도에 관계없이 自益關與 즉 개인적 필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대중문화 수용을 분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었던
연구를 개인레벨에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40) 강현두･배규한･권호연･이창현･김동명, 2001 <한일 대학생들의 한일문화 및 사회에 대한 상호인
식과 매체이용: 상호지향성모형의 적용> ≪한국방송학보≫ 15-1, 38
41) 金居修省, 2000 <앞 논문> 412~413
42) 박순애, 2007 <한국 젊은이의 대일본 이미지 형성과 그 변화> ≪한중인문학연구≫ 22,
338~339
43) 하종원, 2002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에 관한 일 고찰: 태도－행동 관계의 분석 모델을 중심으
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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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일본 대중문화 유입과 한일관계의 전망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는 일본 문화의 유입을 금지한 정치경제 중심의 한일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때문이
었으나, 한국으로서는 식민지를 통해서 훼손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일본에 대한 문화
적 우월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일본문화의 유입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문화 개방에 즈음해서는 더 이상 일본문화 유
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일본문화의 접촉을 별개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일본문
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는 헌팅턴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경
제발전을 배경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재발견하듯,44) 경제 발전을 비롯한 하드파워(hard
power)의 성장이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우월성을 재발견한 한국인의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45)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한국인의 일본문화 접촉을 크게 늘렸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일본문화 접촉율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친밀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호감도는 일
본에 대한 식민지의 기억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친밀도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
한 일본문화 접촉을 통해 일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좁혀졌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식민지의 기억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시킨다. 즉 일본문화 개방과 식민지의 기억은 관련성이 없으며, 한국인은 식민지의 기억
과 일본문화를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구조가 식민지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를 큰 저항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문화로서 역사는 역사로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문화 개방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한일관
44) Samuel P. Huntington,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서울) 참조]
45) 李盛煥, 2006 <日本とモンゴルにおける韓流の展望と課題> ≪日本文化硏究≫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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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
이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
나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지
지 않지만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감소하면서 일본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친밀감은 호감도 향상으로 연결되고 한일관계는 결정
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를 살펴봤을 때, 한국인을 만족시킬 정도로 과거사 문
제가 해결되거나, 일본이 한국인이 만족할 만큼의 사죄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일본이 한국인이 만족할 만한 사죄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을 수 있다.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
년대 들어 군위안부 문제가 밝혀졌듯이 새로운 과거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인의 식민지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한일관계도 여전히
불안정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한일 간 문화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
민지의 기억과는 별도의 레벨에서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
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친밀도의 향상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소 완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활발한 문화교류는 일본
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한일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친밀도가 높아지면 상황 악화
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더라
도 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독도 문제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정치, 외교 이외의
부분에서는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의 기억 때문에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민지의 기억과 별개로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일본문화 접촉 및 수용의 증대는 일
본에 대한 호감도를 향상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전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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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령효과가 세대효과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 일본문화 접촉 및 친밀감의 증대가 지속적으로 한일관계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기억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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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본 논문은 식민지의 기억이 일본 문화에 대한 접근과 유입에 미친 영향과 일본의 대
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 문화의 한국 유입이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 정책의 성격과 문화 개방 이전과 이후의 한일 관계에
양적, 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한일 관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
는지를 검증한 의욕적인 논문이다.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일본 문화 개방의 사회적 배경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일본 문화의 접촉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식민지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를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국인은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문화를 혼동하여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러나 왜 이러한 분리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또 평자는 아래의 두 가지 점에 대해 의문을 느낀다. 첫째로 일본에 의한 문화 교류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에게 즐길 수 있는 일
본의 현대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
사를 극복하고 없애려는 강력한 욕망이 생겼다”라는 이와부치 고이치(岩淵功一)의 논문
을 인용한 뒤 대만을 사례로,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과 전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쓰고 있다. 확실히 소프트파워로
서의 문화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며 문화를 만들어 내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
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중문화의 유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되는 문화 교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며 일본 정부
가 적극적인 문화 외교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그 의도가 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극복에
있으며 그를 위해 문화 교류를 확대시켰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거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 본 논문에서는 이렇다 할 검증도 없이
인용 논문에 의거하여 일본의 문화 정책의 의도를 논하고 있는 점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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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의 경제
협력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진전된 사죄 표명과 교환적 의미를 갖는다고 논하는
점이다. 김대중 이전의 역대 대통령은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정치적 결단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정권 지지율 하락을 염려하여 개방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일본 대중문화가 이미
유입되어 있어 일본 대중문화 금지 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정책을 단행한 것은 일
본과의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과 리
더십에 기인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된다. 다른 인물이 대통령이었더라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159

[집필자 답변]

우선 하루키 교수의 비평에 감사를 드리며, 전체적으로는 수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이를 전제로 하루키 교수의 비평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이 일본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문화를 통합적
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이다. 본 논문은 데
이터의 결과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
지 못했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하여 추론을 한다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약
60년이 경과되었다는 시간적 문제와 해방 후 한국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먼저 해방으로부터 약 6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식민지를 경
험하고 그것을 직접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소수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식민지 기
억은 식민지 경험의 당사자들로부터가 아니라 교과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식민지 기억에서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
이 배제됨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해
방 후 한국은 근대화에 성공함으로써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가운데 2차 대전 후 유일하
게 정치･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일본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일본에 대한 객
관적 인식이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문화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기제를 형성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둘째, 일본문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
인 문화 외교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그 의도가 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극복에 있”다고 한
지적은 “더 많은 논거를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되나 본 논문은
일본의 문화정책론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급에 그쳤으
며, 또 한국과 일본이라는 선입견에 의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일본 측의 자료(이와
부치 고이치(岩淵功一)의 논문, 및 http://www.nhk.or.jp/archives-blog/2008/06/oshin2.html)를 활
용하였다. 또 논문에서의 필자의 지적은 하루키 교수가 “확실히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
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문화를 만들어 내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고 한 일반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
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대중문화개방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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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루키 교수의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정책결정 과정론
에서 최종 결정자의 가치관, 신념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환경적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현실적 이해관계를 다투는
국제사회에서는 그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1998년은 한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결정 외에 1998년
1월에 일본이 한일어업협정를 파기한 결과 9월에는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한국으로서
는 근대화 시작 이후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렇
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대중문화개방 및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한일간의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위와 같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어업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
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개방
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정부도 현실적으로 일본문화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도 개방을 단행했을 가능성은 컸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정치적 결단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정권 지지율 하락을 염려하여 [김대중 대
통령이 아니었다면] 개방책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하루
키 교수의 지적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즉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과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
다.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친 일본적이라고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문
화를 개방함으로써 가져올 여론의 반발은 다른 정권에 비해 훨씬 더 증폭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다소 보였다. 그러나 일본대중 문화
개방 이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 및 여론의 반발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161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야마나카 지에(山中千惠)

Ⅰ.
Ⅱ.
Ⅲ.
Ⅳ.

‘만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한일 만화시장의 현재
만화문화의 기원을 둘러싸고
‘나’의 만화를 말하는 사람들

Ⅴ. ‘한국’ 문화를 말하는 사람들
Ⅵ. 만화문화를 둘러싼 정책
Ⅶ. 상호 시선의 행방

Ⅰ. ‘만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그림１을 보기 바란다. 이것을 보고 여
러분은 어떤 ‘만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
소년용 만화인가, 소녀용 만화인가? 이
캐릭터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아마 거의
가 ‘만화독자’인 일본 사람들이라면 이 컷
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지 자체를 모
른다고 말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의가 ‘만화독자’가 아닌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아마도 이 그림을 어떻게 독해하
는가 하는 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
닐까?
이것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
이 된 체사레 보르자를 그린 역사만화

[그림 1] 惣領冬實, <체사레ー파괴의 창조자≫
(講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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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파괴의 창조자>에서 줄거리 진행을 맡는 역할을 하는 청년 캐릭터이다. 작가
소료 후유미(惣領冬實)는 원래 소녀 만화 작가이지만 <체사레>는 講談社가 출판하는
청년지 ≪모닝≫(<神の雫>이나 <島耕作>의 게재지)에 연재되고 있다. 만화독자도 이
그림을 보고 ‘소녀 만화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여성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남성 캐릭터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까다로움’이 있다
고 해도 이 만화를 ‘읽을 수 없게’ 되지 않는다. 이 만화는 소녀만화 그림으로 그렸지만
컷 구성이나 전개에 주목하면 오히려 충실하게 소년만화 문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읽기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만화를 읽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만화를 캐릭터의 수준과 문법 수준의 장르적인 越境性을 전제로
‘역사만화’로서 읽어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 앞의 설명(만화에 대한 이야기)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감상
을 품었을까?
① 만화표현과 독해력의 이야기인가? 역사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② 만화는 읽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번거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③ 이러한 만화 기술을 분석하면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④ 일본만화는 우수하다는 이야기인가?
과연 어떨까? 어느 것에도 꼭 들어맞지 않는 의견도 있을 테지만 가까운 것을 선택하
기 바란다. 선택한 결과를 보면, ①②가 일본 사람들의 감상에, ③④는 한국 사람들의
감상에 많은 것은 아닐까? 본론에서 서술하는 것은 왜 그렇게 나뉘는가 하는 점이다.
서둘러 덧붙여 두겠는데, ①~④의 어느 의견을 필자가 지지한다거나 평가하려는 것
은 아니다. 물론 만화 독해력이 있는 독자나 만화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
니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은 까닭이 있다. 만화라는 테마를 통해 한일
사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회에서 만화문화가 어떻게 체화되어 있는지를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두고 싶기 때문이다. 일본은 만화가 읽히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
며 독자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양국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행위의 의
미 부여도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서 말하는 만화 언설은 언뜻 보면 유사한
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당연하게도 보이는 사항이 간과되어 온 것은 아닐까? 역사적 문제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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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의 문화교류,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한 교류가 진행되는 데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찾아낸다. 이러한 말에서 ‘대중문화’가 이용될 때 대중문화가 낳는 차이
나 갈등은 논할 수 없다. 문화, 특히 대중문화는 ‘친숙하기 쉬운 것’,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정치적 갈등의 ‘잠정적인 미봉책’으로서 이용되어 온 것처럼 생
각한다.
물론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대중문화의 越境과 수용이 종래 한일관계의 문맥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
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중문화를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視點, 그것이다.
본고는 한일 사회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일의 검토를 통해 양국에서 만화라는 대중
문화와 내셔널리즘의 결합 방식의 차이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대중문화
의 한 영역에 초점을 둔 한일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 한일 사회･문화연구에서 대중문화를 테마로 삼는 것이 정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정치성은 우리의 감각 속에서 ‘기껏해야’라는 감각과 함께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Ⅱ. 한일 만화시장의 현재
그러면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의 만화 상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현재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만화시장을 생각하는 경우(근래 한국에서는 PC만화, 일본에
서는 휴대만화의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으로서는 불확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의 시장 구성은 유사하다.
연령, 성별로 대상이 구분된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가 발행되며, 판형도 한일이 거
의 같다. 잡지는 두껍고 작품은 흑백 페이지 수가 많은 점도 같다. 더욱이 잡지에서 발
표된 작품이 단행본화되어 수익 확보가 예상되는 모델도 공통된다. 구미의 코믹문화와
비교하면, 표현 형식과 유통형태의 유사함은 강조해도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구
미에서 한국 만화는 ＭＡＮＧＡ라는 장르에 분류된 경우가 많다.
다른 점도 있다. 그것은 시장에서의 수입번역 단행본 출판량과 인쇄 방향이다.
한국에서는 일본만화의 번역판 출판이 활발하다. 잡지의 일부에 일본만화 번역판을
게재해서 단행본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잡지를 거치지 않고 단행본으로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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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국에서 일본만화 번역판은 만화시장의 약 반수를 차지한다고도, 8할 가까이 차
지한다고도 얘기된다(해마다 발행점수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폭이 있다). 일본
이외의 구미, 중화권으로부터의 만화 수입, 번역도 많다. 그것에 비하면 일본의 만화시
장은 거의 쇄국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차이는 인쇄 방향이다. 일본만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만 한국 만화는
가로쓰기된 한글에 준하여 (현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도록 만들어졌다1).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만화시장을 보면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눈에 띄는 것
은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한국에서 주간만화잡지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초래
되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만화는 스포츠신문(성인용 스토리만화가 게재되었다)이나
어린이용 종합잡지를 구입해서 읽든가 ‘도서대여점’이나 ‘만화방’이라 부르는 시설에서
빌려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山中, 2008).
일본에도 대여점 만화가 주류를 차지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1959년에 주간 소년
만화잡지가 등장하자 만화시장의 중심은 만화잡지로 옮겨갔다. 이때 만화잡지 시장을
지탱한 것은 전후 베이비부머,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였다. 일본의 만화출판사는 그
들의 성장에 맞추어 차례차례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여 시장은 함께 청년화, 거대화해 갔
다(中野, 2004). 단카이 세대가 대학생이 된 1960년대 후반에는 ‘오른손에 <아사히(朝日)
저널>, 왼손에 <주간 소년매거진>’이 슬로건이 되었으며 그들이 사회에 나가자 샐러
리맨도 주부도 만화를 본다고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도서대여에서 만화잡지 시장으로의 이행은 잡지 구매층이 되는 어린
이 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만화 유입이라는 성격이 강했다(山中, 2008). 그 때
문에 인기 일본만화 연재종료 후 판매부수가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이 변화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걸쳐서 급격하게 일어났다. 한국 만화시장은 한국 국내 독자나
만화작가의 성장과 발맞춰 충분히 잡지시장을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2008년도 일본의 만화(단행본＋잡지) 추정 판매부수는 4억 7,847권. 출판시장 전체에
1)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일 양 만화의 표현형식과 아이덴티티에 깊이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좌우 양 페이지의 차는 구미권으로의 만화수출을 생각할 때 일본만화
가 부득이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하는 데 대해 한국만화는 그대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것을 가지고 한국만화의 해외 수출면에서의 우위성을 논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만
화는 페이지 열기를 전제한 위에 시선의 흐름이 고려되어 표현이 짜여 있는 것이 많다. 즉 페이지
열기는 만화의 이야기 진행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泉, 2009). 이것에 입각하여 현재 ＭＡＮＧＡ는
구미권에서도 일본식으로 번역 출판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인쇄 방향은 만화의 스탠더드와 아이
덴티티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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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만화 점유율은 발행부수 기준으로 36.7%였다(篠田, 2009). 이에 비해 한국에서
는 만화단행본 기준으로 보면 같은 해의 만화단행본 발행부수는 1,691만 권으로 점유율
은 15.8%로 보고 있다(2009, 한국만화연감). 한국의 만화유통은 단행본, 잡지, 대여본으
로 나뉘어 있어서 일본과 같은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 도서대여 만화는 평균 발행 부수
가 1,000부로 4,655점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465만 권 정도가 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잡
지에 관해서 말하면, 233점이 발행되지만 부수는 확실하지 않다. 근래 주간잡지의 판매
가 격감하고 있어서 폐간이 늘고 있다. 실지로 수천 부 밖에 판매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소문이 날 정도로 빈사상태라고 한다. 이것을 고려해서 대략 2,000만 권 정도가 단
행본과 잡지의 발행부수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추가로 추계를 더하더라도 한
일의 만화 발행부수에는 큰 차가 있다.
한 마디로 만화문화라고 해도 일본의 만화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거대 산업이며 한국
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파악해두어야 한다. 이 차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다. 압도적인 양의 차는 양국 사람들에게 만화가 얼마만큼 일상에서 ‘당연한’ 것인가 하
는 감각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Ⅲ. 만화문화의 기원을 둘러싸고
한일의 만화시장은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경위를 거쳐 현
재에 이르렀고 규모의 차도 크다. 이 차는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양국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만화 언설2))에 주목한다.
만화에 대해 누가 말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까지
모든 수준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은 90년대 말부터 현재에 걸친 ‘만화의 기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검토하고 양국의 만화언설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실마리를 얻기
로 하자.
그러면 한국에서 ‘기원’ 이야기는 어떠한가. 2009년 한국은 ‘만화 100주년’을 맞이했
다. 여기서 근대만화의 기원으로 삼은 것은 1909년 ≪大韓民報≫에 게재된 이도영의 삽

2) 인쇄매체로 발표된 것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서적을 대상으로서 ‘만화 언설’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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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다(그림2).
한국에서는 만화의 역사를 말할 때 만화의
기원이 되는 표현의 초기형태로서 고구려벽화
를 드는 일이 많다(손상익, 1996, Kocca, 2007
등). 조선시대의 민화에서 그 원초형태를 본다
는 논의도 있지만, 더 옛것, 더 옛것으로 표현
의 원형을 찾게 된 결과가 고구려벽화이다. 그
리고 한국 만화사 대부분이 이와 같이 고대로
계보를 더듬은 뒤 현재의 만화를 근대 인쇄기
술에 바탕을 둔 미디어라고 자리매김하고 직
접적인 ‘기원’으로서 이 이도영의 작품을 꺼낸
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만화의 주류가
이른바 스토리 만화임을 생각하면, 신문에 게
[그림 2] 이도영 작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 게재

재된 1컷에 그 기원을 모두 짊어지게 하는 것
은 적이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된다. 혹은

1909년으로 괜찮은가 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이보다 전에 만화로 간주할 수 있는
듯한 그림이 잡지 표지를 장식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만화적인
그림은 기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어째서일까? ‘만화－한국만화100년’3)전의 도록
에 게재된 다음 문장에 그 답이 있다.
1909년 6월 2일, 창간된 ≪대한민보≫는 우리 신문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만화를 실어보냈
다. (중략) 이런 조국의 형세를 바꾸어 보고자 일단은 지식인, 애국적 심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신문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
을 타개하는 일에 나서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거듭했을 것이다. 많은 논의을 거쳐 그림을 넣으
면 좋으리라 여겼을 것이다. (중략) 이 일을 담당한 사람 당시 26살의 이도영이란 젊은이가 아
마로 만장일치로 정해져 맡겨졌을 것이다(최석태, 2009：26).

도록에 게재된 <이도영, 100년 전 만화, 복원해야 할 가치>라는 제목의 글은 이와
같이 ≪대한민보≫와 이도영이라는 작가를 소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보≫
3) 2009년 6월 2일～8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2009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
서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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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애국적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사람들을 계몽할 목적으로 만든 신문이었음이
강조된 점이다. 더욱이 이 글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족미술사 연구 속에서 이
도영과 ≪대한민보≫가 고찰되고 그 의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최초 걸맞는’ 게재지에 대한 언급은 만화사라고 일컫는 다른 서적에서도
거듭되어왔다. 거기서도 ≪대한민보≫는 일본 지배에 저항한 ‘우리’ 신문으로서 소개된
다. 그리고 거기에 게재된 것이 이도영의 삽화라는 구도이다(예를 들어, 손상익, 1996;
최열, 1995 등). 즉 이도영의 삽화는 저항으로써 ‘우리’를 주장하는 매체에 게재된 것이
기 때문에 ‘우리’ 만화의 기원에 걸맞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한국의 만화100년이라는 단락에는 또 하나의 의도가 담겨있다. 그것은 만화사가
순수한 ‘한국(반도)의’ 역사, ‘우리의 역사’로서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만화(적인 것) 유통이라는 면에서 생각하면 한반도에는 100
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식민지 시기 전후에 한반도에서 유
통하던 일본계 미디어에 게재된 만화에 대해서 “이것은 구태여 한국 만화사에는 포함시
키지 않는다”(손상익, 1996：108)라고 선언했다. 또 대한민국 성립 후부터 역사를 시작
해서도 안 된다. 한국 만화사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으로서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기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일본에서 만화의 역
사에 관한 언설은 두 가지 경향을 가졌다고 본다(宮本, 2009). 하나는 “풍자만화부터 스
토리 만화까지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 ‘만화’라고 간주할 수
있는 표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데에서부터 기술하기 시작하고, 연표를 좇듯이 현대까
지의 흐름을 시기별로 주요한 작가, 작품을 들면서 기술하는 것”이다(宮本, 2009：96－
97). 헤이안 시대에 그려진 ‘鳥獸戱畵’나 에도시대의 ‘北齋漫畵’에서 만화의 기원을 찾고
만화와 일본문화의 친화성을 강조하여 전통을 창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스토리 만화에 한정한 만화사의 이야기이다. “전후 태어난 평론가들에 의
해 다루어지고, 시대적으로도 전후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虫) 등장 이후의 전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宮本, 2009：97). 이러한 이야기 중에는 데즈카 오사무가 ‘기
점’이 되는 것이 많다. 여기서는 전전이나 전시기와의 연관보다 단절이 전제된다. 스토
리 만화라는 미디어는 전후라는 시공간과 강하게 결합되어 말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을 가진 만화사의 상태에 대해서 각각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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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鳥獸戱畵’에서 만화의 기원을 찾아서 일본문화의 전통과 접합하려고 하는
만화사의 시점은 大正期에 호소키바라 세이키(細木原青起)가 ≪日本漫畵史≫에서 제시
한 것이며, 이것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술사의 한 영역으로서 만화가 취급되
고 있었다는 것, 또 大正 말기부터 昭和 초기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내셔널
리즘 대두의 일종으로서 그 결합이 강조되었던 것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
는 것 등이 있다(大塚, 2005：22). 즉 만화라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불문하고 만화사를
구축해버린 데 대한 무자각이 비판받는 것이다(宮本, 2009：98).
또 데즈카를 기점으로 해서 만화를 논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째서 데즈카가 기점
으로 ‘보이는’가를 표현론 관점에서 재고한 것(伊藤, 2005 등), 전전 만화와의 연속성을
재검토한 것(宮本, 2002 등)이 나타나서 즈카 기원의 만화 언설이 가진, 전후를 한 덩어
리로 보아 문화를 말하려는 시점의 폐쇄성이 비판되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만화사의 ‘기원’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불확정인 데 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화사를 둘러싼 언설은 ‘일본의’ 만화사를 묘사해버리는
일의 구축성과 정치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때문에 만화사는 언제나 갱신의 와중에
있으며 기원은 늘 비판에 노출된다.
이상과 같이 만화의 역사를 말하는 데에 한국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만화사’를
지향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일본’의 公定문화가 되지 못하는 만화사가 지향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에서의 만화 언설이 머리에 ‘일본의’라고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만화 언설이 내셔널리즘에 비판적인 시
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Ⅳ. ‘나’의 만화를 말하는 사람들
양국에서 기원을 둘러싼 발언 방식에 보이는 특징은 만화에 대해 누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가라는 발언자의 사회적 위상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
본에서의 만화는 ‘나’로부터 ‘(한정적인 범위의) 우리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를 대표하는一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대중’을 향해 말한다. 이하에서는 어째서 그
와 같은 발언의 양상, 발언 장소가 확보되기에 이르렀는지를 보기로 하자.
현재 일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만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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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 즉 평론, 연구, 비평 등은 학술연구로서 대학에 재직하는 연구자나 대학원생
(만화연구가 전문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있다)에 의한 것도 있지만,
출판시장에서 많이 유통되어 읽히는 것은 만화평론가나 비평가, 편집자에 의해 묘사된
만화론일 것이다. 일본에서 만화는 주로 ‘재야’ 사람들이 말해왔다. 학회나 연구기관으
로서의 만화연구의 장이 정비된 것은 근래 일이다. 애니메이션학회가 설립된 것은 1998
년, 만화학회가 설립된 것은 2001년이다. 대학에 만화학부가 설치된 것은 京都精華大學
이 처음이었으며 2006년이었다(1973년에 미술과 디자인코스에 만화 클래스가 설치, 학
과가 설치된 것은 2000년).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다4). 이것은 일본 대학이 권위주의적
이어서 만화 따위의 대중문화 영역을 경시해온 현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만화론 및
만화연구의 역사를 개관하면 오히려 만화평론이나 연구가 애써 비 아카데미즘의 영역을
택한 경위가 보인다.
대체로 만화사의 기술은 明治 후반에, 만화평론은 大正 무렵에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宮本, 2009 ; 竹内, 2009). 昭和에 들어오면 <노라쿠로>를 비롯한 어린이용 만화의 출
판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해서 교육학, 심리학적인 만화론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서 만화는 어느 쪽인가 하면 비판의 대상이었다. 아동에 대한 악영향론은 근래에도 악서
추방론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전후 스토리만화가 주로 논의되는 가운데 쓰루미 슌스케(鶴見俊介)를 비롯한 ≪사상
의 과학(思想の科学)≫그룹이나, 이시코 준조(石子順造)를 비롯한 ≪漫画主義≫동인이 등
장한다. 이것은 만화라는 미디어가 산출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신체성이나
공동성의 창출이라는 기능에 주목하면서 해석하려는 것이었다(瓜生, 2000：131－132).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전후 태생의 전후 만화독자들에 의해 만화가 이야기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종래 세대(예를 들어 쓰루미나 이시코 등)의 만화론이 비판되었다. 비판
을 통해 주장한 것은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의 私性이었다(瓜生, 2000：133). 예를 들어
만화평론가 무라카미 도모히코(村上知彦)는 종래의 만화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왜) 우리를 위한 만화평론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에게는 교통정리나 길안내로서의 비평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길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만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村上, 1979→1991：326)

4) 한국에서 만화 관련 학과가 설립된 것은 1990년의 국립공주전문대학이 최초였다.≪2009만화연감≫
에 따르면, 현재 만화 관련 학과, 전공을 가진 대학, 대학교는 65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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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의 이야기는 만화독자로서 ‘우리’에게 만화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무라카미는 만화란 무엇인가를 외부로부터(사회와의 관계에서) 해석하려는 논의
는 필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화는 만화로서 그대로 사회이며 역사이며,
어쩌면 사회나 역사나 사상조차 우리 앞에서는 만화로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村上, 1979→1991：330). 만화는 깊이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나’ 자
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말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독자인 ‘나’에 의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시코 준조의 문장에는, 역시 한
독자로서 자기 의견을 구성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다(石子, 1975→1994：177). 그러나
이시코가 한 사람의 독자로서 체험의 한정성을 토대로 말한 데 대해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말은 사적이면서도 만화에 관련된 ‘우리’ 전원의 공감과 이해를 전제
로 한다는 점에서 이시코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 최대의 同人誌卽賣會 코믹
마켓을 운영해온 것으로 유명한 만화평론가 요네자와 요시히로(米澤嘉博)는 만화와 연관
되는 나와 우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만화는 ‘나’와 ‘나’, 즉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만나는 장일뿐 아니라 겹쳐지는 장이기도
하다. (중략）만화를 읽는다는 것은 만화를 그리는 것의 추체험이라는 사실이 거기에서부터 나
온다(米澤, 1987：179).

여기서는 만화독자로서의 나와, 독자로서의 ‘우리’의 공동성뿐 아니라 만화를 그리는
것과 읽는 것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즉 이 시기 만화독자라는 것은 만화 작가라는 것과
도 한없이 가깝고 내가 말하는 만화체험은 한 사람의 독자 경험을 넘어 만화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포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를 기본으로 만화 말하기가 정착한 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 만화의 표현
에 관심이 몰리게 된다. 만화 표현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나쓰메 후사노스케(夏目房之
介)는 만화비평이 스토리 상의 테마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것에 어딘지 부족하다고 느끼

고 “스토리 이전의, 만화라는 표현이 떠오르려고 하는 장소”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夏
目 1992→1995：14). 표현에 대한 이 시점은 어떤 의미에서 종래의 ‘나’를 말하는 것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이시코 등이 착안했던 만화의 미디어성을 추구하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확실히 나쓰메는 자기의 작업을 자리매김해 가는 가운데 이시코 준조가 만화 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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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일정한 평가를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시
코를 “정리 단계에 이르면 ‘민중’이라든가 ‘반근대’라는 용어에 의지해 버려서 결국 이
념의 표명과 소묘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夏目, 1992→1995：15). 이렇게 생각하면 나
쓰메의 표현론으로 대표되는 90년대의 만화론은 적어도 출발선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만화를 그리고 읽고 말하는 공동체의 자립성을 전제로 한 위에 성립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코가 집착한 바와 같이 만화공동체 외부와의 관련을
논하는 데에는 위화감이 표명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서의 만화론은 만화의 위상을 둘러싼 독특한
감각의 정착을 촉구했다. 1997년 ≪코믹학의 관점(コミック學のみかた)≫라는 무크지가 출
판되었을 때 만화가 이시카와 준이 쓴 문장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시카와는 만화
가 ‘학(學)’이 되는 것에 의심을 표명하고 “프로레슬링에 시민권을, 이라고 현수막을 내
거는 순간 재미가 단숨에 퇴색된” 것처럼 “만화를 ‘학’으로 하려는 시도에는 아무래도
위험한 냄새가 난다”(石川, 1997：174)라고 서술했다. 이시카와의 주장은 ‘나’와 일체화
된 만화란 ‘내’가 즐기고 말하면 되는 것이어서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
화는 ‘기껏해야 만화’인 쪽이 좋고 또 그런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다는 만화인식에 바탕
을 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만화론은 만화를 읽는 것(이나 그리는 것)을 체화한 독자(작가)들의 공
동체 내부에서 주고받는 것으로서 사회로부터 일정한 자립성을 가진 영역을 확보해왔
다. 아카데미즘에 의한 권위 부여는 도리어 불필요한 것,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만
화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기껏해야 만화’이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이후 ‘기껏해야 만화’가 낳은 공동체의 밀월은 무너져 갔다. 주간
소년만화를 계속 읽고 만화공동체를 형성했던 ‘단카이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 만화독
자가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나나 우리를 중심으로 한 만화공동체의 윤곽
이 애매해졌다. 더욱이 해외에서 일본만화 유통이 활성화되어 산업으로서 만화를 어떻
게 다룰 것인가, 해외에 대해 어떻게 만화를 말할 것인가를 묻게 되었다.
공동체의 비대와 확산, 외부의 증대라는 변화 속에서 최근 몇년 새삼 만화란 도대체
어떤 미디어인가를 일본 근현대사 속에서 재조명하려는 젊은 연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만화학회의 설립은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과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의 사이에 재접합을 도모하려는 움직임 속에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말로서의 만화언설이 완전히 유효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현재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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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일본에서 만화 말하기를 방향짓는 것은 ‘나’로서 만화를 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에 공감해주는 ‘우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껏해야 만화’라는 만화에 대한 평가이
다. 앞 장에서 일본의 만화언설이 반드시 내셔널리즘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만화에 대한 아카데미즘이나 국가에 의한 개입이나
권위 부여를 거부하는 감각은 단지 만화 말하기가 외부에 대한 거부 표명에 지나지 않
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Ⅴ. ‘한국’ 문화를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한국에서 만화는 누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경위를 거
친 것일까.
한국에서 만화 관련 서적출판이 눈에 띠게 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이
다5). 저자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야 만화평론가뿐 아니라 미술평론가나 대학교수
도 눈에 띤다. 이것은 90년대에 들어오자 바로 한국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관련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는 대학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에 이용할 수 있
는 만화 관련 서적이 필요하게 된 결과, 다양한 저자가 만화란 무엇인가, 어떤 역사를
가지는가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90년대 이전에 만화를 말하지 않았던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1930년대에 이미 만화가 자신에 의한 만화6)론이 몇몇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만화가
최영수는 ≪신동아≫1933년 12월호에 게재된 <1933년도의 조선만화계를 논함>이라는
글에서 만화는 예술일 수 없음을 논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독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漫畵는 民衆藝術이다”이라고 하면서도 “民衆의 要求가 低級的趣味에서 그러한 것만을
歡迎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만화는 저급하다는 매도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최영수,

1933：56).
최영수의 견해는 만화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만화 외부의 문제에 기인함을 주장하는

5) ≪한국만화통사 하≫에 나오는 만화 관련 서적 리스트에는 1970년대～80년대에는 만화를 그리는
법 등 기법서를 포함해서 7권, 90년～98년에는 36권이 실려 있다.
6) 이 시기 ‘만화’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현재의 스토리 만화가 아니다. 풍자화, 컷 만화나 그림이
야기 같은 것을 포괄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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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기껏해야 만화’라는 평가에 반론에 가하려는 시도는 그 후의 만화에 대
한 이야기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 또 이 견해의 평가기준이 된 것이 고급인가 저급인가
하는 이원론인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만화가 널리 보급된 대중문화가 된다면
고급문화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에 대한 언설은 ‘기껏해야 만화’라
는 평가에 저항하기 위해 이것을 고급으로 끌어 올리는 데에 집착해온 것처럼 보인다.
그 후 최영수가 저급한 취미를 가졌다고 비판한 ‘민중’, 즉 만화독자는 만화 장르 확
대에 의해 어른과 어린이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어린이용 만화에 대해서 교육적 관점에
서의 만화비판이 행해졌다.
1948년 ≪백민≫ 10월호에 게재된 양미림의 <만화 시비>라는 글을 보자. 여기에서
는 시사만화를 “정신발육이 완성된 청소년”에게는 ‘간소미와 풍자미’가 넘치는 매력적
인 읽을거리이며 만화는 ‘신흥예술’이라고 일정한 평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반면에 문제
는 어린이용 만화라고 말한다. “優秀한 그림으로 된 健全한 內容의 漫畵책이 없는바 아
니다. 大多數는 無名 新漫畵家(?)들의 글과 그림을 獨擔한 매우 劣한 그림에 不健全한 內
容임에 一考를 加하는 同時에 適當한 對策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는 重大問題다.”라고

하며 그 결점을 이야기의 비과학성, 회화적 기술의 결여(인쇄기술이 나쁜 것도 있다), 적
당한 방언과 맞춤법 오류라고 비난했다. 논지의 주안점은 어린이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하는 데 있다(양미림, 1948：77).
교육적 관점에서의 만화비판은 그 후에도 오래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서 추방의 움직
임은 한일에 공통적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에서 만화를 말하는 것이 가치투쟁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평론
에는 만화와 예술을 분리해서 말해야 한다는 논의나, 미국 등의 해외만화의 특징을 논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용 그림책이나 만화를 많이 다룬 김용환은 마찬가지로 ≪백민≫
에 <만화소론>을 게재했다(김용환, 1947→2005). 김용환은 “普通繪畵가 美를 中心으로
하는 데 對하여 漫畵는 實際的感情을 端的으로 表現함에 그 中心이 있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는 등 만화 그림이 가지는 기호성을 언급하고 미디어로서의 특성에 대해 다루었
다. 또 1950년대에는 잡지 ≪아리랑≫에 <해외만화의 발전사>라는 특집이 편성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만화의 발전사>가 정리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에서 만화가 가지는
문화적 지위를 논하는 것뿐 아니라, 만화란 무엇이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만화문화 자체의 기원과 현상을 묻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담당자는 만화가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교육적 만화비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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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 같다. 손상익의 ≪만화통사≫에 따르면, “당시 문학계의 집단적인 만화비판(어린
이에 대한 만화 악영향론, 필자)가 1960년대 이후까지 끈질기게 계속됐고, 급기야 만화
의 내용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간섭하는 사전심의”로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손상익, 1998：52).
그러면 어린이용 만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성인용 만화, 그 중에서도 스토
리만화는 어떻게 말해왔을까. 한국에서 성인용 스토리만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1970
년 전후이다. 이것은 스포츠신문의 판매 개시와 관계가 없지 않다. 성인용 스토리만화인
‘극화7)’는 대여 만화로서 발매되기도 했지만 주로 스포츠지에 게재되어 지위를 확립했
다. 당시의 스포츠신문에는 <임꺽정>이나 <수호전(수호지)>, <삼국지>의 역사이야
기나 역도산의 일대기인 <피와 꽃> 만화판 등이 연재되었다.
이 ‘극화’의 관점에서 문학평론가 김현은 몇몇 만화론을 발표했다. <만화도 예술인
가?>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는 “만화를 어린애들이 보는 유치한 수준의 그림이 아니라
구라파가 새로이 만들어내려 하는 한 예술의 형태”라 하고 “만화는 대중예술이 아니라
대중들의 예술이다”이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만화비평이 가해야 하는 것”은 “그 사회
비평적 성격의 만화적 형태가 대중들의 어떤 심리와 결부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곳이다.”
라고 하며 프랑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화이론과 기호학적 견지에서 만화를 분석했다.
또 <만화는 문학이다>라는 글에서 만화의 특질을 선과 풍자와 컷 등의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만화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라 자리매김하고 한국에서 만
화의 문학적 측면이 이해되도록 만화비평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작품론으로서는
박수동의 ≪고인돌≫을 거론하며 거기에서 보이는 에로티시즘과 사회와의 관계를 논했
다(김성훈, 2007：12－13).
이와 같은 극화 평은 한국사회에서의 ‘기껏해야 만화’라는 평가를 끌어올려 고급문화
의 문법으로 만화를 말하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 만화이론으로서 구미의 코믹 이론을 인
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갔다8). 그런데 당초 그러한 발언이 가능했던 것은
만화 이외의 평론가나 연구자로서 이미 발언 장소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그러
한 장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발언의 위치를 확보한 것일까.
1980년대 후반이 되면, 민주화로 향하는 기운 속에서 대학학보나 동인지에 만화평론
7) 한국에서 사용되는 ‘劇畫’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한 듯하다. 한국에서는 성인대상 만화에 많이
사용되어 용어로서 정착했는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한다.
8) 이때 일본 유래의 ‘극화’라는 말로 장르화된 대상을 논하는 데에 구미의 이론을 적용하려고 한 것
은 그 후 한국 만화표현론의 부재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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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주로 개별적 작품론을 넘어 만화라는 장르가 가지는 가능성
이 논의되었다(김성훈, 2007：29).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과 같이 ‘나’의 만화체험을 말하
는 공간이 열렸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만화를 읽고 즐기는 공동체 내부에서만 통하는
감각에 바탕을 두고 만화를 말하는 언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화를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민중’이나 ‘대중’과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만화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한국의 만화 상황을 보면, 만화독자를 단숨에 ‘민중’이나 ‘대중’
으로 이동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만화는 영화나 스포츠만큼 ‘대중
성’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만화’는 ‘고급문화로서 취급할 가치가 있는’ 것
으로서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것’으로서 논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
었다.
그래서 어떤 ‘말하기 방식’이 발명되었다. 만화에는 말할 가치가 있지만 현재는 그것
이 충분히 발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인용 만화잡지 ≪만화광장≫에
만화론을 전개한 위기철은 대중적 만화가 가진 문제점은 만화라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
라고 보고 그것을 왜곡하는 사회구조나 지배이데올로기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김성훈,
2007：24). 이와 같이 만화의 현재 평가(‘기껏해야 만화’)와, 그러해야 하는 평가(우리 대
중의 만화, 고급문화이기도 한 가치 있는 만화 등)를 나누고 거기에 사회 문제를 고려해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90년대 이후 “만화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은 군사정권 하
의 검열에 의해서”라고 정형화되어 갔다. 물론 실제로 표현이 억압되어 만화문화가 충분
히 발전할 수 없었던 면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경시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그것과 동
시에 하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군사정권 검열 원인론이 사회의 만화에 대한 평가와 만
화를 논할 때의 이상적인 만화평가와의 차이를 묻기 위해 이용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만화론은 만화를 대중문화로서, 혹은 고급문화에 견줄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호소하
는 것이다. ‘기원’을 둘러싼 언설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어야 하며 내셔널리즘과 일체화할 필요가 있
다. 그렇게 됐어야 만화론은 발언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만화가 본래 가지고 있을 가치를 설명하는 체계로서 만화는 고부가가치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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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화산업적 의의도 덧붙여진다.
물론 한국에도 일본의 ‘우리의 만화 말하기’와 같이, 자기의 만화체험에 바탕을 두고
그 매력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만화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블로
그의 중얼거림을 넘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국의’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
처럼 보인다. 또 그들이 일본 독자들처럼 ‘기껏해야 만화’라는 평가를 허용하는가 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만화’라는 평가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만일 일본 만화독자들의 만화 말하기에 비해서 한국 만화독자들의 말하기가 내셔널리스
틱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늘 외부와의 교섭의 장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과 한국에서 만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처한 장소는 상당히 다르다.
되풀이하지만 이것은 한일의 만화시장 규모나 그 발전 경위와 크게 관련되며 만화라는
미디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차이와 관련해서 산출된 차이이기도 하다.

Ⅵ. 만화문화를 둘러싼 정책
그러면 만화 말하기에 보이는 양국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차이
를 이끌어 낸 것일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의 ‘한국만화영
상진흥원’ 개관과 일본에서의 ‘미디어종합예술센터’ 동결이다. 이것은 만화문화란 무엇
인가의 물음에 대한 한일의 대답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두 시설의 정책적 배경,
개관과 동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자.

1. 국립미디어종합예술센터의 경우
일본에서 만화를 포함하는 문화정책을 검토 추진하는 부처는 內閣府, 經濟産業省, 總
務省, 外務省, 그리고 文化廳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만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이 콘텐츠9)와 미디어예술10)이라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는 애매
9) 콘텐츠는 2004년에 공포 시행된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콘텐츠촉진
법) 제2조에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기타 문자, 도형,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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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는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고 후자는 문화청이 중심이 되어 사용하는 정
책입안의 기초개념이다. 일본의 문화정책은 여러 부처의 연합 혹은 복합으로서 추진해
왔다.
그러면 국립미디어예술종합센터란 어떤 곳인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획은 문화
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왔다. 2009년 4월에 제출된 <미디어예술의 국제적 거점의 정
비에 대해서>라는 보고에 따르면, 센터는 국내에 ‘미디어예술’ 각 분야의 작품이나 정
보를 집약하는 장이 없음을 문제시하여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획되었다. 설
립이 된다면 문화, 관광, 산업의 진흥효과가 기대된다.
이 안은 2009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문화청은 1997년부터 우수한 미디어예
술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연 1회 ‘문화청 미디어예술제’를 개최하고 있
다. 이것은 1996년부터 멀티미디어시대의 예술진흥방책이 검토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제
안, 실시된 것이다. 국립미디어종합예술센터는 예술제의 일정한 성공과 성과의 축적을
근거로 해서 일회성의 ‘축제’를 상시화하는 것으로서 구상된 듯하다. 구체적으로는 2007
년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2차 기본방침)’에 국제 거점 정비의 필요
성이 포함되고 ‘아시아게이트웨이 구상’이나 이듬해의 ‘지적재산추진계획2008’과의 제
휴 하에 거점 형성의 기본구상이 다듬어졌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상은 정권교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경되고 현재 동
결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은 각 방면으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컸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
도 했다.
비판을 받은 배경에는 근래의 경제 불황과 재정난이라는 악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콘텐츠’ ‘미디어예술’ 업계관계자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는 점과, 텔레비전이나
신문보도 등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의 전당’ ‘국영 만화다방’이라는 호칭의 침투라는
두 가지 점에서 보아 단지 경제효과에 대한 불신만이 아닌 문제가 있다. 즉 미디어예술
음성, 동작 또는 영상 혹은 이것들을 조합한 것 또는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개재하
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
합된 것을 말한다)이며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 중에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
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10) 미디어예술은 2001년에 나온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제9조에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
터 기타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용어를 설정한 이유로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구미 중심의 예술관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에
그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가는 이것의 진흥을 도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
라고 기본법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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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의 애매함에 대한 비판, 국가가 대중문화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혹은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생각)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일본 만화 언설의 위상과 ‘기껏해야 만화’를 둘러싼 의식과 관련된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기로 하자.
설립 반대의 최선봉이었던 만화가 이시자카 게이(石坂啓)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 낭비를 검토하는 민주당의 연구회 자리에서 “액자에 들어있는 만화 원화를 보러오는
팬은 없다”, “국가가 만들면 아주 시시한 시설이 된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말했다. 또
자신이 미디어예술대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며 “대가 선생님들은 만화가 불우했던 시
대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다가오면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정부의 윗분들에게 칭찬받고 기뻐하는 만화가는 없다. 도리어 윗분을 희롱하는 것이
만화의 정신. 내 작품이 전시되게 된다면 상장도 상금도 반납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산케이 뉴스≫ 2009.6.28【일본의 議論】<建設費なんと117億円 ‘アニ
メの殿堂’は必要か? 衆院選の結果次第では…>). 이시자카의 의견은 바로 ‘국가가 대중문

화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11). 더구나 이 주장은 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
문에도 좌우 성향 차별 없이 게재되었다.
이시자카로 대표되듯이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방식은 뉴스에서 센터가 비판될 때 ‘국
립미디어종합예술센터, 이른바 애니메이션의 전당’이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국영 만화
다방’이라고 야유되기도 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것은 만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리
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
람들도 만화란 ‘기껏해야 만화’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평론가 나카지마 아즈사(中島梓)는 ≪中央公論≫에서 <어른은 만화를 읽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고를 발표하고 “만화는 원래 논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지
그저 感受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미디어다”라고 썼다. 이 인식이 90년대 일본에서 일정
한 도달과 보급을 본 것은 앞 장에서 서술했다. 만화는 논하기보다는 느끼기 위한 미디
어이며 ‘나’와 내가 인지하는 ‘우리’의 감성에 의미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기껏해야 만화’인 것이다. 그리고 센터 동결의 현실을 보면, 이러
11) 그렇기는 하지만 만화가들이 전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추진파 사토나카 마치코(里中滿智子)는 만
화의 원화를 수집하고 劣化를 막고 보존하는 작업의 필요성, 미디어예술제 성과 축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찬동하였다(里中滿智子 블로그 http://satonakamachiko.seesaa.net/category/3397201.html).
이러한 견해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어디까지나 만화를 소비대상으로 이해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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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화에 대한 감각은 이제는 일본 대다수 사람들의 감각이 되어 공유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듯하다.
국립 미디어예술종합센터에의 비판에는 만화를 비롯한 ‘미디어예술’에 대한, 친밀함,
외부 부재(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기껏해야’에 그
친다), 그 결과 생기는 ‘국가’라는 타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이 담겨있다.
일본의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보면, 만화라는 대중문화는 대중적인 것으로서 소비해
버리면 되는 것이어서 수집, 보존, 축적하는 데에 공공의 가치를 찾아내기 어렵다. 일본
에서 만화란 어디까지나 ‘기껏해야 만화’ 문화이니까.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
2009년 9월 부천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관되었다. 전신은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만화정보센터이다. 만화박물관, 도서관, 애니메이션 상영관 등으로 이루어진 만화규
장각, 만화작가 창작실이나 벤처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이루어진 만화비지니스센터를
가지고 있다. 또 페스티벌도 주최된다(KOMACON 팸플릿). 진흥원 개관까지의 경위를
확인해 두자.
부천시는 199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만화산업에 바탕을 둔 도시구상을 개
시하여 영상문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에는 만화문화도시부천기획안을 작성하기
에 이르렀다12). 이에 수반하여 1999년에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제1회 부천국제
만화페스티벌(BICOF)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 부천시, 부천만화
정보센터의 공동설립 형태로 한국만화박물관 개관에 이르렀다(만화산업백서, 2006). 박
물관과 정보센터는 만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이나 해외교류,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행했다. 그렇지만 박물관에는 만화의 보존과 연구, 전시기능 이상으로 만화 창작의 추진
과 산업환경의 정비 활동이 요구되었다(박신의, 2008).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산업적 기대
를 박물관이 지게 되었을까.
한국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이다. 문화관광부는 1994년 문화산업
국을 설립하여 문화산업정책의 추진기반을 준비했다.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12) 부천이 만화도시를 선택한 배경에는 1990년대 말 특히 김대중정권 이후 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육
성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문화산업육성을 강화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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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육성지원정책이 강화되었다.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2000년에는
재단법인 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동시에 2001년에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콘텐
츠13)진흥과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문화산업 지원체제가 정비되었다.
만화에 대해서는 2002년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만화전문지원팀이 설치되어 정부지원
정책이 체계화했다. 이듬해 2003년에 문화관광부는 ‘만화산업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
여 만화산업의 창작량 강화, 만화산업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의 확대와 해외
진출의 활성화, 만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참여의 활성화, 법 및 제도개선과 지원체
계 정립의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만화산업백서2006). 2008년에는 ‘제2기 만화산업중
장기계획(안)’이 나왔으며, 국내 만화시장 규모를 약 2조 원, 온라인 만화시장을 2,300억
원, 해외수출규모를 2,000만 달러, 국산만화의 시장점유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목표로 삼았다(만화산업백서2008).
이처럼 한국 문화정책의 중심은 산업육성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르는
형태로 부천만화정보센터와 한국만화박물관은 산업진흥기능을 강화한 한국만화영상진
흥원으로 확대되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5년에 계획이 발표되고 2009년에 개관했다. 그리고 현재는
중장기계획(2009년~2013년)에 의거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 계획도 역시 한국만화의 가
치증대를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2013년에 한국만화콘텐츠산업의 중심기지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것을 위한 전략과제로서는 만화산업의 경제력 강화, 만화문화 인프라 확대,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의 발굴과 양성을 들고 있다(2009한국
만화연감). 부천은 만화를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확립을 지향하는데 그것
은 만화의 산업적 성공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미디어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언급될 때에도 산업적 목표나 경제적 효과가 주로

1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의 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및 정보라 정
의된다. 또 이것을 디지털로 처리한 것을 디지털 콘텐츠, 문화적 요소가 체계화된 것을 디지털문
화 콘텐츠, 또 콘텐츠와 관련되는 미디어를 포괄해서 새로운 표현, 축적기능을 가진 것을 멀티미
디어 콘텐츠라 부른다. 문화산업에 관해서는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
송, 문화재, 예술성이나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을 지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캐
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관련 산업, 디지털문화 콘텐츠와 관련되는
서비스, 기타 전통 意匠이나 食 등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는 산업이라고 한다(문화산업백서2002).
또 2006년에는 진흥기본법이 개정되어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 및 문화산품으로 간주하였으며 만화도 문화산업으로서 명시되었
다(만화산업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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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된다. 특히 진흥원건설계획이 대두되던 2005년은 일본에서의 한류현상 가열, 아
시아권에서의 붐 정착이라는 흐름 속에 있었다.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
시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에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 문화콘텐츠가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감각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었을 것이다. 진흥원 개관을 향한
산업적 의의의 주장에 대해 큰 반대의견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문화정책이나 진흥원의 개관이 일본에 비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 사업이며 완전한 국립은 아니다. 여전히 ‘겉치레’라는
느낌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런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산업진흥의 기치
는 일본에서는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흥원은 만화 관련
학회나 작가협회의 합의도 받고 있다. ‘기껏해야 만화’를 진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없다. 만화는 사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목청 높이는 주장도 없다. 한국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셔널리즘에 호소하여 그
발언의 위치를 확보해왔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했다. 한국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혼잣말로 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향후 진흥원은 산업적 성과를 주로 평가받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진흥원을
그러한 곳이라 간주하고 있다. 즉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만화란 ‘한국 문화산업의 하나’
인 것이다.

Ⅶ. 상호 시선의 행방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만화는 ‘기껏해야 만화’이다.
그렇지만 일본에 만화독자는 다수 존재한다. 바로 만화는 사람들에게 널리 소비되는
대중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만화 소비는 소규모에 그친다. 일본에서는 만화 말하
기를 위해 자립적이라고도 할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말할 가치가 있는지를 운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만화를 보지 않는(혹은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만화
말하기 속에 보이는 내셔널리즘은 만화의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대중성을 얻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만화를 둘러싼 모라토리엄적인 태도는 바로 만화
의 대중성에 의해 담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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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만화’에조차 이상과 같은 한일의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만화를 말
할 때, 일본에서는 대중성에 근거한 만화의 輕視가, 한국에서는 만화 자체에 대한 흥미
박약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압도적 기대가 서로의 시선 차이를 낳을지도 모른다.
2009년 9월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만화박물관 및 연구
자와 실무자가 초빙되어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 그 자체는 의의가 깊었다. 그
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만화가 해외시장에서 팔리는지, 무엇이 팔리는지, 벌써 몇
번이나 질문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 나는 몰라요. 그것보다 한국 만화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흥미가 있는데도 말이죠”라고 말하는 유럽에서 온 게
스트나, “해외에서 팔기보다 모두 만화를 좀더 ‘읽읍시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
야？”라고 말한 일본 게스트의 소박한 감상도 매우 흥미 깊었다.
이러한 말들은 한일 양국이 서로의 사회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버
린다면 상호의 시선이 설령 함께 만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까지나 엇갈린 채
로 있을 것이다. 기껏해야 만화이긴 하지만 그 ‘기껏해야’의 위상차, ‘그래도 만화’의 수
신처 차이야말로 문제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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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이석우
야마나카 교수는 이 논문에서 만화라는 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의 결합방식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한일사회에서 대중문화를 테마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정
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만화
는 내셔널리즘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일본의 만화는 사회로부터 자립성을 가진 일
정한 영역을 확보해 왔으며, 만화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한일 양국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듯하다.
한국에서 만화와 내셔널리즘의 결합 양상은 만화의 기원, 만화를 둘러싼 언설 및 정
부의 정책 등 다양한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야마나카 교수의 지적은
한국인이 평소 의식하지 못한 측면을 예리하게 묘사, 분석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만화를 둘러싼 이러한 양국의 차이가 사회적 성격의 차이로 직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민족주의와의 결합은 비단 만화에만
그치지는 않으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사회
가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 즉, 한국사회
의 내셔널리즘화는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의 특수한 역
사적 경험의 반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한국 만화의 기원을 1909
년 대한협회가 발행한 『대한민보』의 삽화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만화는
출발부터 강하게 내셔널리즘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
시의 시대상황에서 모든 매체가 내셔널리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때문
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한일간의 차이는 한일 양국의 만화시장의 규모나 그 발전경위와 크게
관련되며 만화라는 미디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관찰은 한국 사회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만화
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문화로서의 위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화가 남녀노소 누
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강조가 내셔널리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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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쳐지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본 논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
기된다. 즉, 이 논문이 ‘기껏해야 만화’에 지나지 않는 만화마저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식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극단적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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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이석우 교수의 비평에 감사드린다. 지적한 점에 대해서 아래에 회답하겠다.
우선,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확인하여 두겠다. 그것은 한국 만화의 기
원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이석우 교수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모든 매체가 내셔널리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본론에서 다룬 것은 이 사실을 위치 짓겠다고 하는 ‘현재’의 이야기
이다. 결국, 본론은 한국 만화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내셔널리즘과 연결되어 있었다
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원의 이야기를 창출하려고 하는 현재의 내셔널리
즘의 모습을 논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중문화로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 ‘우리들’을 강조하는 논의가 내셔널리즘
을 둘러싼 문제로서 이해되어 버렸다고 문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하여 보겠다. 본론에서
는 한국에서 만화 담론은 그 발언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내셔널리즘에 가
담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내셔널리즘(비평문에서는 민족주의와 섞여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론에서는 내
셔널리즘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이라는 용어의 파악 방식에 관해서는 이석우
교수와 필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본론의 시점을 한국의 내셔널리즘의 영향은 만
화만이 아니라 영화 등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도
아울러서 설명하여 보자.
종래의 논의에서는 한국 내셔널리즘의 원천을 근대 국민국가 형성 시기의 특수한 역
사적 경험에서 구하여 대중문화[포퓰러 문화]는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고 생각된다. 이석우 교수의 비평문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본론
에서 주장하고자 한 것은 이들 논의가 제안하는 ‘역사적 경험’에는 대중문화 영역이 포
함되어 있으며 또 각각의 대중문화의 영역(영화･만화 등)을 ‘통하여’ 내셔널리즘이 이용
되고 재구성되며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내셔널리즘의 원천을
대중문화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존재 양태(대중문화와 사회의 접합
점)에서도 발견하겠다는 것이 본론의 취지이며 내셔널리즘의 파악 방식인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기껏 만화’에까지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접합되었다고 본론이 주
장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이교수의 우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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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람들에게) ‘기껏 만화’와 내셔
널리즘의 결합을 한국적 특수성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기껏 만화’의 일본적 위상, 그
非내셔널리즘적 감각 때문인 것이라고. 이처럼 ‘기껏’을 둘러싼 非대상성을 의식하는 것

이야말로 대중문화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이 내셔널리즘의 강약을 둘러싼
문제로 수렴되어 버리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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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937년 7월 도화선이 당겨진 전면적인 중국 침략은 식민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조선에
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내선일체’가 부르짖어졌고,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었다. 인적 동원의 경우, 지원병･징병제와 같은 병력동원과 더불어 1939년
부터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매년 수십만의 노동자가 현해탄을 건너야 했다. 이른바 ‘강
제동원’의 시작이다. 이미 일본 본토에는 1936년 말 시점에서 약 70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시체제의 본격화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조선인의 이동을 초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시기의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은 자발적인 ‘이주’와 강제동원이라는
두 가지 계기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태도가 등한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후자인 강제동원의 규명에 집중되
었으며, 전자의 경우는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 거주하던 조
선인의 통제조직인 ‘협화회(協和會)’와 연결시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데 그친다.1)
1) 단독저서인 1986 ≪協和会≫ (社会評論社) ; 2001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総和社) ; 2002 ≪日
本の朝鮮･韓国人≫ (同成社)과 공저 山田昭次･古庄正, 2005 ≪朝鮮人戦時労働動員≫ (岩波書店)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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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강제동원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복원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과 성
과를 충분히 참작하면서도, 전시에도 지속되었던 이른바 ‘연고’ 도항에 의한 이주자(이
하 이주조선인)를 강제동원된 조선인(이하 강제동원조선인)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조선 지배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전시동원,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의 이동을 총체적으로
규명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주와 강제동원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준별하고 체계
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은 생활과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한 구분과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그런 현실에서 투사되
는 전시동원의 본질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고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
요 항목을 기존 연구에 견줘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조선인은 전시에 어떤 생활을 영위했는가를 주로 노동 내지 취업을 중심으
로 살펴볼 것이다. 협화회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황민화’의 기치 아래 일상에 이르
기까지 철저하게 ‘일본풍’을 강요당했던 이주조선인의 생활사는 상당 부분 밝혀졌으나,
이주조선인이 주로 종사했던 토목건축이나 광산 등의 ‘저변노동’의 실태 분석은 주된 관
심 영역에서 비껴나 있었다. 가령 일본의 거주지와 조선의 고향을 연결하는 이주조선인
의 네트워크에 주목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연구는 일본정부와 식민지당국이 ‘지
배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규제･차단에 진력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전시기 상
황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2)
이렇게 추출한 이주조선인의 노동과 생활은 전시노동력동원이라는 시대상황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궁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강제동원
된 조선인을 포함하는 전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시국’기업에 배치, 정착시키”는 것이 협
화회의 임무로 기대되었으며, 조선인의 황민화와 숙련노동자화를 병행하여 추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3) 하지만 그의 분석은 강제동원조선인의 사례에 집중된 탓에,4) 이주조
선인이 어떻게 동원되었는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전시체제 운용
에 필요한 노동력을 왜 이주조선인이나 자발적인 도항자가 아니라 조선으로부터의 강제
2) 水野直樹, 1999 <朝鮮人の国外移住と日本帝国> ≪移動と移民(岩波講座 世界歴史19)≫ (岩波書
店)
3) 山田昭次,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に対する国家責任と企業責任> [山田昭次･田中宏 편, 1996
≪隣国からの告発－強制連行の企業責任2－≫ (倉史社) 62~64] 이주조선인에 대한 치밀하고 방대
한 분석을 한 도노무라 마사루도 전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外村大, 1994 ≪在
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陰書房)].
4)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이주조선인이 대상이었던 징용이 조선인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언
급되며, 저항 전체의 주역도 강제동원조선인으로 비정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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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을 통해 조달했는가의 물음도 방기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주조선인을 포함하여 전시기의 조선인 이동, 즉 동원의 전체상을 그려
내는 작업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가 이주와 강제동원의 상
호관련성에 착안하여 “조선인 강제동원 정책은 조선인의 ‘내지’ 도항을 강제동원이라는
권력적인 모집 형태로 일원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5) 하지만
그는 ‘일원화’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일본인을 포함하는 노동력 동원
정책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실상과 한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Ⅱ. 중일전쟁 이전의 이주조선인
1910년의 한국병합은 곧 조선인 이주자의 증가를 의미했다. 병합 직후 내무성이 경보
국장 명의로 각 지방에 ‘조선인 호구 직업별 인원표의 건’이라는 통첩을 발했고, 이어
1911년에는 ‘조선인 명부 조정의 건’을 지시한 것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6)
이를 통해 경찰서에서 작성한 명부는 1부를 상급기관에 제출하며, 조선인의 언동과 사
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동시에는 행선지를 속보하도록 정해졌다.
이주조선인의 증가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에
미증유의 발전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 수요가 창출되었고, 바로 이 노동력 수요
를 매우기 위해 조선인의 도항이 이루어졌다. 1919년의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탄
압을 위해 도항이 제한되었고, 때마침 일본 경제도 불황에 시달리게 된다. 이후 일본은
본국의 경기 순환에 따라 조선인의 도항을 억제하거나 허용하면서 조선인 노동력을 일
본자본주의 하에서의 차별적인 취업구조 속에 편입시켜 나갔다. 1920년에 3만 명을 넘
은 재일조선인 인구는 1930년에 약 3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어떤 경로이든 일본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된 조선인에 대한 처우 문제는 결코 간단하
지 않았다.7) 무엇보다 1931년 이후 중국 침략의 개시는 치안의 측면에서도 이주조선인
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자각하게 했다. 1934년 10월 ‘조선인 內地 이주
5) 西成田豊, 1997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東京大学出版会) 242
6) 2002 ≪日本の朝鮮･韓国人≫ 102~103
7) 이런 측면은 앞의 <朝鮮人の国外移住と日本帝国>이 좋은 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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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건’이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8) 조선인의 일본 도항
억제와 만주 이주의 확대가 골간이었으며, 제4항에는 이주조선인 대책이 열거되어 있다.
‘조선인 보호 단체’의 통일･강화, ‘조선인 밀집 지대’의 보안･위생 등의 생활 개선 도모,
조선인의 지도･교화를 통한 ‘내지’ 동화의 강화 등이다.
한편 중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인 노동자는 “실업 문제의 제공자”인 동시에 “일반 노동
시장의 교란자”로 파악되고 있었다.9)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경우 1932년
여름 실업노동자로 등록된 수 약 1만 명 중 90%가 조선인 ‘자유노동자’(일용노동자)였
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10) 이른바 ‘쇼와(昭和) 공황’을 계기로 한 대량 실업의 파고는
결코 조선인 노동자들을 비켜가지 않았다. 이런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전술한 1934년의
각의에서는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억제하고 일본 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
렸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후자는 협화회의 결성과 운용으로 이어졌다.
중앙 정부보다 지방에서 먼저 움직였다. 1934년 4월 발족된 ‘오사카(大阪)부 내선융화
사업조사회’가 그러하며, 때마침 정부 방침의 전환과 예산 책정에 힘입어 조선인 거주지
에 ‘矯風會’를 설치하고 ‘협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1936년에는 각 지방의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도쿄(東京), 오사카, 가나가와(神奈川), 아이치, 효고(兵庫), 야마구
치(山口), 후쿠오카(福岡) 등지에 잇달아 협화회가 설립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협화
사업은 더욱 강화되어 1939년에는 중앙협화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던 부현에는 지역협화회와 더불어 지부가 다수 두어졌다.
이주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을 다루는 본고의 관점에서 초기의 협화회와 협화사업 중에
서 관심이 가는 대목은 ‘寄留屆’에 관한 방침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의 경우에는
호적의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류계를 제출해야 했다.11) 따라서 기류계를 통한 소
재 파악은 동원정책의 입안과 운용을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36년 8월 31일 내무성은 각 지방장관에게 ‘협화사업 실시요지’라는 통첩을 내리는
데, 협화회의 활동 세목 중 기류계는 ‘기타 제반 수속’과 더불어 ‘장려’되어야 할 사항으
로 열거되어 있다.12) 이주조선인의 최대 집주지인 오사카에서도 기류계는 협화회의 중
8) 1934.9.30 <朝鮮人移住対策ノ件> [朴慶植 편, 1976 ≪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 3 (三一書房)]
이하 ≪박경식≫으로 약칭.
9) 東京府社会課, 1936 <在京朝鮮人労働者の現状> ≪위 책≫ 3
10) ≪協和会≫ 27
11) 1914년 3월에 제정된 기류법은 “90일 이상 본적 외의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주를 갖는 자는
이를 기류자라 한다. 본적 없는 자, 본적 불분명한 자 및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자로서 90일 이상
일정 장소에 거주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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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업이 아니었다. 이마미야(今宮)교풍회에서는 1935년 5월에 “기류계를 장려하기 위
해 신고용지를 인쇄하고 무료로 대서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였고,13) 1936년도 교풍
회의 전체 사업방침 중에서 ‘교육장려’와 관련하여 기류계가 거론되며,14) 1937년도의
‘교풍사업’ 항목 중에서 기류계의 장려는 정확한 호적 신고와 더불어 절대적인 ‘교정’
사항이 아니라 ‘장려’ 사항 속에 포함되는데 그치고 있다.15)
반면에 경찰, 특히 특고의 경우는 이주조선인 문제를 치안유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는 관점에서 별도로 주거지와 신분 변동을 파악해 나갔다.16) 조선인들의 동향 파악을 위
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본적･출생지･주소･성명･별명･생년월일･성별･직업･性行･인
상･특징･도항 연월일･가족관계･교우관계･단체관계 등을 기입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동
할 때마다 정리하여 타 경찰서에 통보하여 “항상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
록 했다. 그리고 ‘容疑인물’을 잡기 위해 조선인 밀집 지대와 직장, ‘함바(飯場, 노동자합
숙소)’ 등은 언제나 엄밀하게 시찰하도록 했다.
요컨대 이주조선인의 대책 중에서 주거지와 신분의 파악은 치안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당국의 고유한 업무였을 따름이며, 결코 협화회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로 병합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본토로 건너간 조선인의 처우와 관리는 경찰, 즉
特高課 内鮮係가 일원적으로 통제했고, 지방행정기관이 조선인과 결부되는 경우는 기류

계와 자녀 입학 등에 한정되었다.17) 각 市町村 사무소에서 寄留簿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
은 1943년에 들어와 이주조선인의 징병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동안 이주조선인
의 직업, 인구, 거주지 확인 등의 사무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18)

12)
13)
14)
15)
16)
17)
18)

武田行雄, 1938 ≪内地在住半島人問題と協和事業≫ (国策研究会), ≪協和会≫ 65에서 재인용.
樋口雄一 편, 1991 ≪協和会関係資料集Ⅳ≫ (緑陰書房) 60
1936.1 <特高月報> ≪박경식≫ 3, 637~638
≪協和会関係資料集Ⅳ≫ 102
<特別高等警察執務心得> ≪박경식≫ 3, 26~28
≪朝鮮人戦時労働動員≫ 218
≪日本の朝鮮･韓国人≫ 103. 1940년부터 실시된 창씨개명의 경우에도 개명 신고는 시정촌의 호

적계가 접수･처리하지 않고 경찰서가 창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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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제동원의 개시와 이주조선인 대책
1. 중일전쟁 직후의 상황
1934년의 각의 결정으로 이주조선인에 대한 처우와 대응이 준비･실행되고 있기도 했
으나, 중일전쟁의 발발이 직접적으로 이주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미미
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쟁 발발로 인해 아이치현 세토(瀬戸)에서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던 조선인의
경우 조업 단축으로 상당수의 실직자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현 당국의 대응은 사업주의
배려를 요청하는 동시에 협화회 세토 지부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出稼를 권장하는 정도
였다.19)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내무성이 발한 통첩에서 다수의 조선인들이 종사하는 공장
이나 군수품 공장의 조선인에 대한 시찰과 취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
이,20) 지역에서도 치안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조선인의 취업 상황에 대한 영향을 협
화회, 즉 경찰 조직을 가동하여 점검해 나갔다.
다른 하나는 전시노동력동원을 담당하던 내무성 사회국의 발상이다. 1937년 8월 ‘지
쿠호(筑豊)석탄광업회’는 ‘석탄광업연합회’ 등에 도항 제한의 완화와 조선인 이입을 요
망했고, 9월에 석탄광업연합회는 상공대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조선인 노
동자의 동원을 요청했으며, 이런 움직임은 조선인 동원이 성사될 때까지 이어졌다.21) 이
와 연계된 대책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사회국은 12월 말의 통첩에서 “내지재주조
선인 노동자로서 취업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자(실업등록자를 포함)가 있는 지방에서
는 이번 기회에 극력 석탄산에 소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22)
조선총독부의 움직임도 일본 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중일전쟁의 발발이 조
선인 지원병 제도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내선일체의 분위기를 다지는 기회라는 판단 하
에, 1938년 3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이 직접 나서서 전술한 1934년의 각의결정
19) 1938.1 <特高月報> ≪박경식≫ 4, 253 하지만 이직자들은 대부분 5-15년 정도 거주하여 정착한
터여서 타 지방으로의 출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20) 1937.7.17 <治安維持ニ関スル件> ≪위 책≫ 3, 12~14
21) 1937 <筑豊石炭鉱業会庶務事蹟> ; 1991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Ⅱ 朝鮮人１上巻≫
(明石書店) 393~396
22) 朴慶植,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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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여 도항 제한의 해제를 요청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23) 일본 내의 이주조선인
처우와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관의 차별적 대우 근절, 일시 귀국의 완화, 이른바 ‘불량
조선인’ 송환의 보류 등의 항목에 무게가 두어져 있지만, 본고에서는 ‘노동자 모집’의 항
목에서 “내지의 고용주로서 조선 내에서 노동자를 모집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내지 재류
실업 조선인 중에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조선 내에서 신규 노동자를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인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 것이 흥미롭다. 이 때문에 요청은 내무성과 후
생성 두 곳을 향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은 7월에 내려졌다. 먼저 동 8일 후생성(사회국장, 직
업부장)과 내무성(경보국장)은 중일전쟁에 즈음한 조선인 노동자 대책을 별도로 정리했
는데, 아래와 같이 문면에서도 조선총독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
러난다.
금번 물자의 사용 제한 내지 금지에 의해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이직하게 될 것으로 판
단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조선인의 고용에 관해서는 내지 재주 조선인 보호의 견지에서 기
업가 기타 고용자를 諭示하여 조선 내에서의 신규 고용을 보류하고 오로지 내지의 이직 조선인
노동자로 충당하고자 하는 바, 이런 취지를 양지하고 협화사업 단체, 직업소개소 기타 관계기관
과도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협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
기를 바란다.24)

역시 동 13일 도항 통제에 관한 내무성의 통첩이 발해졌고, 거기에서는 도항 통제의
완화가 개진되어 있다. 동시에 노동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위 8일자 통첩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의향에 따르겠다고 되어 있다. 당시 ‘내선협정’이라 불렸던 7월 13일자 통
첩 내용은 동 21일 척무성에 전달되었고,25)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8월 18일 그 내용을
각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관련 담당자의 협의회를 거쳐 더 자세한 지침을 담은 통첩을
12월 16일 각 지방에 내렸다.26)
23) 1938.7.13 <朝鮮人ノ内地渡航ニ関スル件通牒> ≪박경식≫ 3, 16~19 1938년 3월 23일 조선총독
부는 척무성에 중개를 요청했고, 7월 1일 내무성에 전달되어 동 13일 결정이 내려졌다.
24) 1938.7.8 <朝鮮人労働者雇傭ニ関スル件> ≪協和会関係資料集Ⅴ≫ 15~17
원래 <内地在住朝鮮同胞ノ第二次一斉調査実施ニ関スル件ヲ定ム>(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부속
문서이며, ≪協和会関係資料集 Ⅴ≫에 수록되어 있어 출처를 통일한다.
25) <内地在住朝鮮人運動> ≪박경식≫ 4, 67
26) <朝鮮人労働者内地渡航取締ニ関スル件> ≪위 책≫ 3, 19~23
7월 8일자 통첩과 연동하여 “내지의 물자 통제에 의한 현재 실정을 고려하여 도항 열기의 억제에
힘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한편 9월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조선 측에서 총독부･경남･전남･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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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는 물론 내무성이나 후생성과 같은 중앙부처에서도 이주조선
인 노동력의 동원에 관한 필요성이나 정책적인 준비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
선에서 노동자를 동원하는 일보다는 이주조선인 실업의 해소와 고용 촉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2. 강제동원과 이주조선인
1939년 7월 노무동원계획이 책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조선에서 노동자들이 도일하게
된다. 이른바 ‘모집’의 시작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협화회의 위상과 관련 방책은 면모
를 일신했고 이주조선인에 대한 관리체계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10월 10일 후생성 사회국장과 내무성 경보국장은 ‘협화사업의 확충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발했다.27) 이 통첩에 따라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물론이고 이주조선인들까지 빠짐
없이 도부현 단위로 조직된 협화회에 소속해야 했고, 회원임을 증명하는 ‘會員章(이하 회
원증)’을 지녀야 했다. 강제동원조선인은 별도로 회원증에 ‘募’라는 표식을 붙여 이주조선
인과 구별하며, 1939년 12월 말일까지 거주지 회원을 조사하여 명부에 등재하도록 했다.
이와 연동하여 경찰 당국의 움직임도 대폭 강화되는데, 이는 1939년 12월 1일부터 특
고의 집무 지침이 대폭 개정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28) 거기에서는 1921년부터 발
령된 조선인 시찰･단속과 異動월보, 도항, 각종 명부 작성에 관한 규칙이 통합되어 일괄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 관내에 전입한 조선인은 명부를 2부 작성하여, 정본은 경찰서에 부본은 각 지구 관서에 비
치한다.
* 조선인이 현 내의 다른 경찰서 관내로 전출한 경우는 정본을 이송하고 부본에도 기록을 남기며,
전입한 경우에도 정본의 여부를 점검하고, 정본이 없는 경우는 새로 작성한다.

1940년에 들어와 중앙협화회는 45만부의 회원증을 발행했다.29) 이 회원증은 부현 협
및 주요 경찰서, 일본 본토에서는 척무성･내무성･후생성･경시청과 더불어 오사카･야마구치･후쿠
오카 및 주요 경찰서 등의 관계자가 모여 ‘내선협정’을 놓고 ‘내선협의회’를 개최했다<朝鮮人労
働者内地渡航取締の状況> ≪위 책≫ 24)
27) 1939.10.10 <協和事業ノ擴充ニ関スル件> ≪協和会関係資料集Ⅴ≫ 39~70
28) 1939.11.30 <内訓特高秘発－第480号 特別高等警察執務心得－>(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문서는
나가노(長野) 현지사가 각 경찰서에 지시한 것이나, 같은 지시가 전국에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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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회와 지부를 통해 각지에 배포되었고, 사진이 첨부된 회원증에는 본적･현주소가 기재
되었다. 정회원(세대주)과 준회원(세대주에 준해 일하는 자)으로 나뉘며, 부인이나 어린
이, 세대주가 아닌 무직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면에서 회원증은 취업, 열
차 승차, 귀국, 배급 등의 계기를 통해 노동에 종사하는 조선인의 이동과 취업 상황을
파악･통제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결정적인 수단이었다.
위와 같이 ‘모집’의 시행과 더불어 협화회와 경찰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주조선인의 ‘동원’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소개한
통첩 ‘협화사업의 확충에 관한 건’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부면에 정
착시켜 국책에 협력하게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지만, 이주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동원
한다는 의도는 희박했다고 보인다. 오히려 ‘모집’에 의해 도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일
본 내에 정착시키는 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1940년 8월 1일, 기간이 만료되거나 공
장･사업장의 사정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일본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동일 공장과 사업장
에 고용기간의 연장과 재고용을 촉진하거나, 다른 노무동원계획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30)
그러나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도항 제한의 완화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았다. 개별적으
로 연고에 의지하여 일본 내의 ‘평화산업’ 즉 비군수산업에 취업하는 도항자(이하 연고
도항자), 즉 신규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그것이다. 1939년 9월 이후 1940년 11월 말까지
‘모집’에 의한 도항자가 78,000여명 정도인 데 비해, 연고도항자는 1939년 9월부터 1940
년 10월 말까지 기간 동안 113,000여명을 기록했다.31) 이런 상황은 통제경제의 강화에
따라 중소상공업자를 비롯한 평화산업을 축소시키려는 계획과 모순을 빚게 되며, “기주
조선인 노동자 및 내지인 노동자를 곤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내지의 시국산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산업 방면에 취직하려는

29) ≪協和會≫ 146
30) 1940.8.1 <雇傭期間滿了セル募集ニ依ル移住朝鮮人労働者ニ対スル措置ニ関スル件> ≪協和会関係
資料集Ⅴ≫ 84~93
강제동원조선인으로 하여금 직업의 변동을 통해 일본 본토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데 직업소개소
가 창구이자 통제기관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31) 1941.1.14 <朝鮮人労働者ノ内地渡航取締ニ関スル件> ≪박경식≫ 4, 12~13 “소위 연고에 의해 내지
에 도항하여 평화산업, 자유노동 등에 취로하는 자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인식은 내무성 경보국의 통
첩에서도 반복되며(1941.2.27 <朝鮮人労務者移住促進ニ関スル緊急措置ニ関スル件>(朴慶植 편, ≪앞 책≫
14~15), 그 중에는 만주 지역을 거쳐 도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941.1.9 <在満朝鮮人ノ内地渡航取
締ニ関スル件> (한국 국회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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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다수 도항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고등외사월보≫는 보다 자세한 정황을 보여주는데, 아래의 <표1>이 그러하다.
약 60%의 연고도항자들이 평화산업에 취업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들은 주로 교토･오사
카･고베(神戸)를 포함하는 관서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32)

<표 1> 연고도항자와 모집에 의한 도항자의 취업 상황

연고도항
탄광, 광산
토목건축
시국산업
공
평화산업
장
소 계
합 계

인원
2,894
6,345
6,261
21,340
27,601
36,840

모집
비율(%)
7.9
17.2
(17.0)
(57.9)
74.9
100

인원
47,064
14,434

비율(%)
75.8
23.2

600
62,098

1.0
100

* ≪高等外事月報≫14호(1940년 9월분)에서 작성했다.
* 인원은 1939년 9월부터 1940년 8월까지의 누적인원을 가리킨다.

이주조선인의 동원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대응과 이에 따른 이주조선인의 취업 실태
는 교토 시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1940년 “관하 재주조선인 … 그 다수는 시내에 재주
하고, 토목, 섬유공업, 유젠(友禅, 교토의 전통 염색, 인용자) 세척직공, 고물상 기타 잡업
등에 종사한다. 그래서 군수공업 관계부문은 여전히 문호폐쇄의 상태에 있어 여기에 직
접 취로하는 자는 지극히 소수이며 그 외는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33) 토목
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다름 아닌 평화산업이다.

Ⅳ.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이주조선인 ‘동원’
1. 이주조선인 ‘동원’의 시작
중앙 부처와는 달리 지역의 협화회 쪽에서는 이주조선인의 ‘동원’을 적극적으로 모색
32) 北海道強制連行実態調査報告書編集委員会 외편, 1999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北海道保健福
祉部保護課) 55
33) 京都府, 1940 ≪府知事引継文書≫ ; 1980.6 ≪在日朝鮮人史研究≫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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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가령 오사카부 ‘내선융화사업조사회’의 경우 1941년 3월 13일 총회를 열고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34) 일본 내에서 오사카 지역으
로 전입하는 숫자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조선인에게 노동수첩을 소지
하게 하고 이동방지령을 적용하여 노무수급의 원활･적정을 도모할 것과, 국민징용령을
이주조선인에게도 실제로 적용하여 시국산업에 취업시켰으면 한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노동력동원정책을 전담하는 후생성은 여전히 이주조선인의 ‘동원’에 대해 소극적이었
다. 다만 1941년 4월에 들어가면서 신규 연고도항자 5,000명을 해당 년도의 노무동원계
획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입안하여 실행하고자 했으나,35) 이 경우도 모집의 틀을 약간 변
형시켜 모집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했다. 대상이 되는 연고도항자는
“이미 모집에 의해 이주한 기주노동자로부터 조선 내에 있는 연고자 중에서 내지에 도
항하여 본인과 동일 직장에서 가동을 희망하는 자”로 정해졌으며, 인원도 홋카이도 900
명, 후쿠오카 850명인 것으로 보아 주로 탄광에 취업시킬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주조선인의 본격적인 동원은 이른바 ‘모집’에서 ‘관 알선’으로의 이행과 맞물려 구
체화되었다. 1942년 2월 13일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이하, ‘방책’)이 각의결
정에 의해 실시된 것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었다.36) 기존의 연구에서 ‘방책’은 강제동원
방식이 ‘모집’에서 ‘관 알선’으로 전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거론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조선인 동원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방책’에 의해 “조선인 노무자는 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필요한 훈련을 가해 송
출하”며, “조선인 노무자는 충분한 국가의 지도보호 하에 사용하게 하여 우수한 황국 노
무자로서 육성하여 일정기간(대개 2년)에 보충･교대시킴으로써 조선에서의 인적 국방자
원의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조선인 청년(17-25세)을 노동력
으로 동원하는 작업은 ‘인적 국방자원의 강화’ 즉 징병제와의 연계도 고려해서 계획되었
던 것이다.37)
34) 中央協和会, 1941.3 ≪協和事業≫[朴慶植 편, 1982 ≪朝鮮問題資料叢書 4≫ (アジア問題研究所)
384~385]
35) 1941.4.11 <昭和十六年度労務動員実施計画ニ至ル迄ノ朝鮮人労務者ノ移住ニ関スル暫定措置ニ関スル
件> ; 1941.4.17 <労務動員実施計画ニ伴フ朝鮮人労働者ノ所謂縁故渡航者ノ取リ扱ヒニ関スル件> ;
1941.4.19 <労務動員実施計画ニ伴フ所謂縁故ニ依ル朝鮮人労働者ノ移住取扱ニ関スル件> ; 1941.5.15
<労務動員実施計画ニ伴フ朝鮮人労働者ノ所謂縁故渡航者ノ取扱ニ関スル件> 등의 일련의 통첩을 통
해 실시된 내용이다 (≪박경식≫ 4, 16~20).
36) 1942.2.13 <朝鮮人労務者活用ニ関スル方策> ≪위 책≫ 24~25
37) 실시요령에서도 “조선에서의 청년훈련 및 지원병제도 등과의 관련에 특히 유의하여 서로 추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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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도입이 정식으로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1942년 5월 8일이었으나, 징병제 준비
에 관여했던 군인의 논문에 의하면 1942년 초에 조선인 징병에 대해 도조 히데키(東条
英機) 수상의 결재를 받아 준비에 들어갔다.38) 이와 연동하는 움직임으로서 1942년 1월

육군성 병무국장(田中隆吉 소장)으로부터 조선 장정의 체위, 국어 보급 상황, 호적정비
상황 등에 관해 조회가 있었으며, 조선군은 총독부와 협력하여 3월 1일부터 10일 동안
전 조선에 걸쳐 만 18-19세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인에 대한 징병검사
실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중앙에 상신했다.39) 위 ‘방책’은 바로 이 징병제 실시와 긴밀
하게 맞물리면서 수립되었고, 조선인의 도항을 금지함으로써 노무동원계획의 집행이나
징병제의 취지와 어긋나는 1934년 10월 각의결정 ‘조선인 내지 이주 대책의 건’은 당연
히 폐지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주조선인의 노동력동원에 관한 원칙도 처음으로 분명히 밝혀졌다. 즉 ‘방책’의 실시
에 수반하여 이주조선인은 징용 또는 국민근로보국대에 참가시킴으로써 노동력동원의
강화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의 방침 전환에 따라 중앙협화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40) 이주조선인
으로서 전직을 요하는 자를 ‘시국 하 긴요 산업부문’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1942년 6월
5, 6일 이틀 동안 도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도쿄, 가나가와 등 7개 부현의 협화사업 관계직원을 후생성 대회의실에 회동시켜 ‘조선
인 전직 훈련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부국민훈련소를 시찰했다. 또 1943년 9월 고
등전문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는 조선인 학생을 각종 공장, 육해군 직영공장, 헌병보 등에
취직시키기 위해 1942년 7월 18일에 ‘조선인학생문제 간담회’를 개최했다.41)
1943년도 국민동원계획은 이런 기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기본방침에는 “조
선인 노무자의 내지 이입은 대략 전년도와 같이 하며, 내지재주조선인, 화인(중국인, 인

장을 기하기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38) 田中義男, 1968 <朝鮮における徴兵制> ≪軍事史学≫ 8-4 ;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29~30
에서 재인용.
39) <朝鮮人志願兵･徴兵の概要 第四章 徴兵制への飛躍> ≪朝鮮軍関係資料≫(일본 방위성 방위연구
소 소장). ;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22~23에서 재인용.
40) 中央協和會, 1943.3 ≪昭和十七年度事業現況≫ ≪박경식≫ 5, 687
41) 조선인 학생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1942년 4월 “강제적으로 징용해서 군무 기타 국가 주요한 시무
에 복무하”게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여기서 군무란 지원병 제도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는 육해군 직영공장이나 헌병보 등이 군과의 협조 하에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在内地
朝鮮学生に関する方針に就て> ≪協和会関係資料集Ⅰ≫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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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노무자, 포로 및 형무소 재감자 등에 대해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동원실시계획에 탄
력성을 갖게 한다”42)고 되어 있다. ‘상시요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내지재주조선인은 ‘급
원’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내지재주조선인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 재주의 조선인
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산업에의 공출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급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이주조선인은 국민징용 제외를 해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규
모의 측면에서도 조선으로부터의 노동력동원 120,000명에 더하여 이주조선인 50,000명
의 동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43년 4월 지방장관회의에서는 “일반 내지재
주조선인에 대해서도 중요산업 방면으로의 전직 또는 근로봉사 등을 종용하여 조선인
노무자의 근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시하 생산 증강에 기여하게 하도록 특단의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지시가 내려졌다.43)
니시나리타는 위와 같은 노동력동원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의 직업 구성에
서 공업, 특히 군사공업의 비중이 1943년 이후 증가 경향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술한 교토 시의 경우 1944년에는 “이들 재주자(이주조선인, 인용자)는 교토 시내 및 마
이즈루(舞鶴), 미야즈(宮津) 방면 등의 도시에 蝟集하여 종래는 토공, 섬유공업, 유젠 염색,
수선직공, 잡업 등의 평화산업 부문에 가동하는 자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는 시국의 영향을 받아 점차 시국산업 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44)

2. 이주조선인의 파악･통제의 강화
전술한 ‘방책’은 ‘관알선’으로의 이행과 더불어 연고도항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조선인들까지도 일원적인 통제 하에 두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조치가 1942년 3월
기획원 제3부(노동력동원 담당) 이름으로 내려진 관계부처 간의 ‘각서’이다.45)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물론 신규 도항 노동자도 노무조정령과 기타 통제법령을 적용하여 인가를
42)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石川凖吉, 1975 ≪国家総動員史(資料編第二)≫ (国家総動員史刊行
委員会) 236~327을 참조했다.
43) ≪厚生次官在勤記録≫ 二, 本省一般関係 ;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209~210에
서 재인용.
44) 京都府, 1944 ≪府知事引継文書≫ ; ≪在日朝鮮人史研究≫ 6, 1980년 6월.
45) 1942.3.31 <朝鮮人ノ内地渡航取扱ニ関スル件> ≪박경식≫ 4,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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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한다.
* 담당관청은 국민직업지도소장과 경찰서장이 되며, 인가는 양자의 협의를 거쳐 국민직업지도소장
의 이름으로 내린다. 국민직업지도소장 이외의 관청에서 인가하도록 한 통제법령의 운용도 이에
준한다.

이리하여 일본 본토에서 운용되던 노동력 통제의 틀, 즉 노무조정령과 국민직업지도
소의 통제체계 속에 재일조선인 노동자 전체를 편입시킨다는 원칙이 정립된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은 협화회의 조직망과 회원증 소지의 철저화를 통해 도모되
었다. 1942년 7월, 빈발하는 도주를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경보국장이 경시총감
과 지방장관에게 내린 통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46) 그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인 노동자는 전원 협화회에 가입시킨다는 방침을 철저히 시행한다.
* 회원증의 교부와 이동사항의 정정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부정도항자이거나 도주자이므로 절대로 고용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게 주지시킨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조선인을 송환하는 외에 적당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
* 협화회 가입과 회원증 소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2개월 간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일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 총수 665,277명(1941년 말)에 육박하는 643,416
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회원증 미소지자는 68,468명이었고, 도주자 6,096명과 부정 도
항자 8,026명, 기타 45,681명의 대부분은 직장에 취업시켜 회원증을 교부받도록 했다.47)
첫 일제조사는 전술한 이주조선인의 징용을 위한 예비조치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
며, 이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첫 징용도 이렇게 구축된 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1942년 9월 21일 해군에서 요구한 징용령의 발동은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다.48) 징
용 대상자의 조사등록은 ‘불급산업 방면’ 종사자로 하며, 담당부서 및 부현 협화회(지회)
와 연락하여 지구별 할당을 고르게 하고, 회원 명부를 이용하여 적격자의 등록에 힘쓴
46) 1942.7.22 <朝鮮人ノ移動防止ニ関スル件> ≪위 책≫ 4, 28~30. 유사한 내용의 통첩이 육군성과 해
군성에 전달되어, 산하의 공장･사업장에 주지시키도록 했다(1942.8.5 ≪朝鮮人労務者ニ関スル件≫
≪위 책≫ 4, 30). 이튿날에는 후생차관･내무차관･상공차관의 연명 통첩으로 산하 공장･사업장 및
지방, 광산감독부 등에 전해졌으며(1942.8.6 <移入朝鮮人労務者逃走防止ニ関スル件> ≪위 책≫
4, 31), 거기에서는 업자 간의 ‘노동자 빼가기’를 막기 위해 노무조정령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것까
지 언급하고 있다.
47) 内務省警保局, 1942 <社会運動の状況> ≪위 책 ≫ 934~937
48) 1942.9.22 <海軍第百四十六次新規要員徴用実施ニ関スル件> ; 1942.9.23 <内地在住朝鮮人徴用ニ
伴フ協和会ノ指導ニ関スル件> ; 1942.9.23 <内地在住朝鮮人徴用ニ伴フ協和会ノ指導ニ関スル件> ≪위
책 ≫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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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두 요구서는 반드시 지방장관의 이름으로 발부하며, 징용령서는 전형 후 즉시 본
인에게 교부한다. 국민직업지도소장은 경찰서장(협화회 지회장)에게 협화회원 명부의 열
람과 사상 경향에 대한 질의 등을 연락한다. 경찰 혹은 협화회가 인선과 추천을 주도한
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체적으로도 경찰관의 관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
도록 한다.
하지만 협화회 회원증을 통한 통제도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41년 3월
국민노무수첩법이 제정되자 이주조선인은 협화회 회원증과 노무수첩 등 두 개의 증명서
를 소지해야 했다. 게다가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만료 후에는 재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었
으나, 문제는 만료되는 시점이 일정치 않아 정리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49)
1943년 7월, 협화회 회원증을 국민노무수첩 내지 직업능력신고수첩과 연계시키는 조
치가 취해진 것은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50) 원
래 국민노무수첩이나 직업능력신고수첩은 회원증을 제시한 조선인 노동자에게 국민직
업지도소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원증에 두 수첩의 교부 사실을 명기하
도록 했다. 이는 국민노무수첩과 직업능력신고수첩의 이중 교부를 방지하는 동시에 회
원증과 연계시킴으로써 “이동 방지 기타 노무 통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국(후생
성, 인용자)으로부터의 요구도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광공업과 토목건축
에 종사하는 조선인은 다른 직업 종사자와는 달리 협화회와 국민직업지도소의 이중 통
제를 받게 되었다. 이주조선인에 대한 직업지도소장의 통제력은 증대되었고, 이는 국민
근로보국대 운용의 원활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된다.

Ⅴ. 이주조선인 ‘동원’의 실상
1. 근로보국대
전술한 ‘방책’에서 지적했던 근로보국대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도쿄의 경우
49) 労務行政研究所, 1942.8 ≪朝鮮人労務管理の要領≫ ; ≪朝鮮問題資料叢書 1≫ 20
그로 인해 노무행정연구소는 회원증의 만료 시점을 통일하여 일제히 재교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0) 1943.7.5 <協和会々員章ニ関スル件> ; 1943.7.7 <朝鮮人ニ対スル国民労務手帳若ハ職業能力申告手
帳ノ交付ニ関スル件> ; ≪協和会関係資料集 Ⅰ≫ 379~389 전자는 후생성 생활국장과 내무성 경보
국장의 연명 통첩이며, 후자는 후생성 근로국장의 통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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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원호회, 협화회, 농회의 주최로 應召 농가에 대한 근로봉사를 1941년 가을에 두 차례
에 걸쳐 실시했는데, 참가 인원은 예정을 능가하여 8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51) 이런 종
류의 근로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41년 1월의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제정은
이주조선인 노동력동원의 개시와도 직결되는 사건이었다. 1942년 1월 8일부터 4월 8일까
지 3개월 동안, 군마현의 다카사키(高崎) 근로보국대에 참가한 다카사키 협화회원 10명은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탄광까지 가서 일을 했으며, 나가사키의 시마바라(島原) 지회에서
는 협화근로보국대를 조직하여 기타마쓰우라(北松浦)군에 있는 닛산(日産)의 야타케(矢岳)
탄광에서 40일 간 근로봉사를 하고 2월 23일 돌아왔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52)
그러면 근로보국대를 통한 이주조선인 동원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1937년 말 현재 조
선인 거주지 상위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근로봉사(1개월 이하)와 근로보국대(1개월 이
상)의 운용 현황을 인원수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근로봉사와 근로보국대의 운용 현황

1941년도

오사카
효고
아이치
도쿄
교토
후쿠오카
야마구치
히로시마
가나가와
홋카이도
합계

60
566
721

근로봉사
1942년도
80
1,220
4,729

1943년도
22
90
425
7,615

1941년도

근로보국대
1942년도
141
142

1943년도
1,896
35
414
30

19,465

232

1,500

66,274

22
20,367
79,889

1,776
614

407
15,936

20
4,104
209,227

52
5,089
279,767

* 1943년 10월까지의 수치이다.
* 굵은 활자는 연인원으로 집계된 수치로서 참고로 인용했고, 순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앞의 자료, ≪協和会関係資料集Ⅰ≫, 357~360
51) 朝鮮銀行京城総裁席調査課, 1942 <内地, 支那各地在住の半島人の活動状況に関する調書> ≪박경
식 ≫ 4, 1298
52) 1942.6 ≪協和事業≫ ; ≪朝鮮問題資料叢書4≫ 496~498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계속 실려 있으며, 탄광 쪽은 통상 장기적(1개월 이상)인 근로보
국대가 대부분이었다. 오카야마현의 경우, “우노(宇野) 지회원 20명은 9월 1일 반도 동포로서 최초
의 국민근로보국령서에 접하고 이후 1개월간 다마노(玉野)시 모 중요공장에 영광스런 근무를 계속
했”다고 한다(≪協和事業≫1942년 12월호, 같은 자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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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봉사의 동원인원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을 각각 집계하면 1941년도는 시가－오카
야마－오이타－에히메－아이치의 순이며, 1942년도는 도쿄－나라－시가－에히메－아이치,
1943년도는 나라－오카야마－시가－야마구치－구마모토가 각각 해당된다. 근로보국대의
경우는, 1941년가 나가사키－나라－에히메－구마모토－가고시마의 순이며(하지만 전체 인
원이 407명으로 미미하다), 1942년도는 후쿠오카－구마모토－야마구치－오이타－아이치,
1943년도는 오사카－이바라키－아이치－오카야마－오이타의 순으로 집계된다.
통계의 엄밀성 여부는 분명히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53) 그 점이 아래 두 가지 사실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저해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하나는 근로봉사와 근로보국대 공
히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치를 제외하면 강제동원이 시작
되기 전에 조선인이 집주하던 지역에서의 동원이 역시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내무성 경보국의 근로봉사 통계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1943년도의 경우 ‘銃
後활동’의 일환으로 집계되는데, 조선인 최대의 집주지인 오사카와 효고의 경우는 근로

봉사의 사례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자세한 통계가 기록된 9월에는 17개 도부현에서
67개 단체에 3,878명의 조선인이 근로봉사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 5개를 열거하면
아이치－시마네－구마모토－나가노－가나가와의 순이다.54) 동 10월~12월까지의 집계
를 보면, 15개 도부현에서 558개 단체에 10,550명이 동원되었는데, 상위 5지역은 아이치
－오카야마－와카야마－교토－야마나시의 순이며, 625개 단체에 14,428명이 근로봉사
를 했다고 되어 있다.55)
이제 근로봉사의 운영 면으로 들어가 보자. 1942년 가을 효고현 협화회에서는 ‘식량증
산 근로봉사 실시요강’을 결정하여, 현과 군의 농회와 협력하여 각 지회 별로 근로봉사대
를 조직했다.56) 당초 연인원 7,450명의 동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동원수는 5,651명으로 상
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위 실시요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태가 드러난

53) 국민근로보국대의 경우, 1942년 12월 말 중앙협화회 조사에 의하면 55회 출동에 연일수 2,494일,
연인원 25,852명이었고(中央協和會, 1943.3 ≪昭和十七年度事業現況≫ ≪박경식 ≫ 5, 686),
1943년 9월 말까지 국민근로보국대의 연인원은 460,021명으로, 근로봉사대의 연인원은 140,940명
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中央協和會, 1944.3 ≪昭和十八年度事業現況≫ ≪위 책 ≫ 691~692).
또한 경보국 통계에서 194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인원 14,428명이 근로봉사에 참가했다(<朝鮮
人運動の状況> 1943년 12월, 같은 자료, 275~278)는 것을 고려하면, <표2>로 대략의 규모를 짐
작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4) 1943.9 <朝鮮人運動の状況> ≪박경식 ≫ 206~208
55) 1943.12 <朝鮮人運動の状況> ≪위 책 ≫ 275~278
56) ≪協和会関係資料集Ⅳ≫ 518~523 이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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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전제로 한 지역 선정, 비용의 자기 부담이라는 한계 등을 참작
하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희망자’ 위주보다는 참가를 ‘종용’한다
는 강제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정황을 종합하면 이 근로봉사는 효고현 협화회
가 총력을 기울여야 간신히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었으며, 상시적인 동원방식이라
기보다는 일회성 캠페인의 성격이 농후했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1943년 7월 전술했듯이 협화회 회
원증을 국민노무수첩 및 직업능력신고수첩과 연계시켰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1944년 3
월 후생성 건민국은 예비훈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국고에
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래의 내용이다.
기주조선인의 노동력활용에 관해서는 근로보국대 내지 근로봉사대의 공출 등에 의해 각각
배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들의 공출에 즈음하여 예비훈련을 지방협화회에서 실시하게 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기로 했으므로 그 운영에 한층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원문은 밑줄이
아니라 방점, 인용자)57)

이 조치는 실시에 옮겨졌다. 동 6월 후생성 건민국은 근로보국대･근로봉사대와 더불
어 ‘중요산업 방면에 전환하는 자’를 위한 훈련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결정했고, 일
정액이 배당된 홋카이도에도 보조 신청의 지시가 내려졌다.58)
이렇게 강화된 이주조선인 노동력동원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노력의 제공 중 근로보국대의 편성에 대해 말하자면, 오사카 같은 곳은 상시편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 보국대의 취업에 임해서는 먼저 3일 간 숙박 훈련을 하게 하여 현장에 내보내고 있
다. 보낸 곳에도 가서 협화회 본부원 등이 이들을 위문 격려하고 있는데, 성적은 우수하다. 교토
의 오에야마(大江山)광산 같은 곳은 특히 그 현저한 예이다. 또 규슈 오무타(大牟田)의 미쓰이미
이케(三井三池)광산 같은 곳도 보국대원 중 1/5 가량은 잔류하여 결국 남아 있는 모양이다.59)

앞에서 확인했듯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초기 단계에서 이주조선인 최대의 집주지 오사카
의 근로보국대 동원은 지극히 부진했으나, 1944년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상시 편성’이 가능
할 정도까지 강화되었던 것이다.
57) 厚生省建民局, 1944.3 <協和会事務打合会への厚生省指示事項> ≪박경식 ≫ 5, 714
58) 1944.6.16 <内地在住朝鮮人の勤労報国隊、勤労奉仕隊員等の訓練費国庫補助に関する件> ≪協和
会関係資料集Ⅲ≫
59) 思想対策係, 1944.8 <半島人問題>[水野直樹 편, 1998 ≪戦時期植民地統治資料≫7 (柏書房)
319~323] “현재 조선에 징병을 펴기로 했기 때문에 장래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상 반도인을 신
용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심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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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용
근로보국대를 통한 동원이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징용은 어떠했을까? 결론부
터 말하자면 강제성의 정도가 훨씬 높은 징용도 그다지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이하
그 내용을 살펴보자.
1942년 9월 21일의 첫 징용은 해군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이주조선인으로 정
해졌다. 첫 징용령은 해군 진수부의 직할 사업장에 필요한 토목건축 관련 노동자를 확보
하기 위한 조치였다.60) 일본어에 정통하고, 사상과 성행이 양호하며, 30세 미만의 독신
생활자를 기준으로 5,203명을 징용하여 군속으로 채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조선인
의 첫 징용은 성과가 매우 낮았다. 홋카이도를 포함한 8개 도현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
로 총 17,188명에게 출두 명령이 내려져서, 9,818명이 출두했고(7,372명 불출두), 4,293명
이 징용령서를 수령했다. “조선인의 징용은 내지인과 달리 국민직업지도소장만으로는
완전한 운영을 기하지 못한”다는 당초의 판단은 적중했던 것이다.
그 이유로서 경찰 당국은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징용 후 가족의 생계 곤란,
임금의 지급, 징용 기간, 징용 후의 업태와 장소 등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기피
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또한 문제의 근원이 “재주 조선인 청장년의 시국 인식이 아직 지
극히 낮다”는 데 찾아지면서 향후의 징병제 실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이
르고 있다.
이런 경찰 당국의 분석과는 다른 각도에서 징용제의 운용과 결과를 살펴보자. <표
3>과 같이 출두 명령을 발한 인원의 40% 이상이 불참한 것은 ‘송달 불능’, 즉 소재 파
악의 불가능이라는 제도적 결함이 주된 요인이었다.61)
이주조선인의 호구 조사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소임이었으나, “호구 조사는 인적 경찰
력의 부족으로 인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이지만, <표 3>은 재일조
선인 통제의 주역이던 협화회(사실상 경찰)의 조사 명부에 의해 내려진 출두 명령의 결
과였다. 해군의 요구로 협화회가 경찰의 협력을 얻어 총력을 기울여 조사했는데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0)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內務省警保局, 1942 <社會運動の狀況> ≪위 책 ≫
900~904을 참조했다.
61)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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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주조선인 징용의 출결 상황

부현
후쿠시마
도쿄
오이타
오사카
사가
에히메
사이타마
계

출두요구
95
4,599
224
1,037
209
397
204
6,765

불참
22
2,345
30
117
69
158
47
2,788

출두
73
2,254
194
920
140
239
157
3,977

징용
20
630
43
619
70
106
50
1,538

불참 사유
송달 불능
제출491, 송달 불능1,435, 무반응419
송달 불능
송달 불능, 징용자619명 중 불참15명
송달 불능
송달 불능29, 병2, 부재자4, 기타34
송달 불능46, 병1

* 樋口雄一,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総和社) 41
* ≪박경식≫ 4권, 901~903과는 일부 숫자가 다르다.

이상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징용제의 운용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자. 먼
저 경찰 당국의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펼치기로 한다.62)
1942년 10월 최초로 발동된 징용령은 출두율이 51%였으나, 이후 점점 높아져 1944년
에 들어와서는 61% 정도에 달했다. 하지만 이주조선인이 주로 토건과 같은 자유노동에
종사하여 상당히 고액의 수입을 얻었으나 징용으로 인해 수입이 격감하게 되고, 또 징용
범위가 확대되어 독신자보다도 오히려 30세 이상의 가족체재자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징
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노동의욕도 저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고야의 조선인 징
용자의 경우, 1944년 2월 중순부터 말까지 무단 장기 결근자는 36%에 이르렀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조선인의 동태 파악이 어려운 탓에 징용의 중심이 종래 해당
구역에 정주하며 생업을 영위하는 “비교적 성실한 사람에게 편중되고, 반시국적 업태에
종사하는 不正업자는 그 이동성 때문에 거의 징용에서 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만
큼 이주조선인에 대한 동원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측면은 당시 관계자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도쿄에서의 징용 상황은 전쟁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미해
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도 출신자는 내지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징용 기피적 경향이 강하여 이를 불출두자에 대해
보면 내지인 1할 9푼에 비해 반도인 4할 5푼이다. 이들 불출두자 중에는 주소 부정자가 많다는
데 의한 것도 상당히 있다. 또 應徵 후의 수입 감소를 꺼려해 부정(暗)임금 또는 암거래에 의한

62)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內務省警保局, 1944.6.10 <思想旬報>第7号 ≪박경식 ≫
5, 31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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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좇아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다.63)

위 ‘주소 부정자’의 사례는 증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金相均의 경우 결혼한 누나
집에서 1943년 징용 통지를 받았으나,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되어 정처도 없이
지바에 와”서 히타치(日立)항공기공장의 매립공사장에서 일을 했다.64) 이주조선인에게
“전시체제 하에서는 극도의 일손 부족, 징용만 잘 피하면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기억
될 정도였던 것이다.65)

3. 징병
이상과 같이 이주조선인의 노동력동원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주조선인은 노동력동원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하지만 징병 기피가 허용될
수 없었던 시대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징병제의 도입으로 이주조선인 통제시스템은 전면
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하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942년 5월 도입이 결정된 징병제는 ‘병역법’의 개정을 거친 다음 1943년 8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성과 내무성도 각 지방에 지시를 내려 조선인에
대한 ‘지도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66)
1943년에 들어와서 협화회는 징병 준비에 최대한의 역량을 경주했다. 동 4월의 지방
장관 회의에서 후생차관은 “징병제 시행의 준비 및 노무자 지도훈련의 강화 철저와 더
불어 지방협화회 하부조직의 정비 확충에 각별히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하는 훈시를 했
다.67) 1943년 8월 정부가 작성한 문서 ‘시국하의 내지재주조선인문제’에 의하면 “1943
63)
64)
65)
66)
67)

労働運動史料委員会 編, 1965 ≪日本労働運動史料≫ 9, 464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200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関東編1－≫ (柏書房) 281~283
韓晳曦, 1997 ≪人生は七転八起-私の在日70年-≫ (岩波書店) 57
1942.6.30 <朝鮮人ニ徴兵制施行ニ伴フ内地居住者指導ニ関スル件> ≪協和会関係資料集Ⅲ≫ 25~26
≪厚生次官在勤記録≫ 二, 本省一般関係,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227~228에서

재인용.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1943년 5월 11일자 통첩을 보면, ‘내지
재주조선인 장정의 연성’에서 ‘이입노무자’는 제외되어 별도로 ‘이입노무자 훈련 및 취급요강’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1943.5.11 <内地在住朝鮮人壮丁錬成ニ関スル件> ≪박경식 ≫ 5, 750~751).
연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 청년학교, 중등학교 이상에 재학하는 자 및 그 졸업자, 청년특별훈
련을 받고 있는 자 및 그 수료자 2, 육해군 군속 3, 이입노무자로서 ‘이입노무자훈련 및 취급요강’
에 의해 소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 등의 세 부류였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근로보국대
등으로 타 지역에서 온 자와 심신 장애자 등도 연성에서 제외되었다(<北海道協和会壮丁錬成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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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징병제 실시에 즈음하여 장정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가정부인의 지도를 개시
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연관된 움직임은 지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홋카이도 협화회는 8월 한 달 동안 1944
년도 징병 적령자(1923.12.2~1924.12.1 출생자)와 1945년도 징병 적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장정 연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실행에 옮겨졌다.68) 효고현 협화회의 ‘효
고현 협화회 청년부 지도요령’에서는 조선인 남자 15~21세를 正부원, 22~25세를 특별부
원으로 하는 협화회 청년부를 지회의 관할구역 별로 설치할 계획이었다.69) 후쿠시마(福
島)현의 경우 1943년 현의 협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상 현 병

사후생과, 특고과 및 노정과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그 적정 원활을 기하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70) 1944년 7월 협화사업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18~21세의 청년은
“제국 군인으로서의 정신훈련에 주력을 쏟아야 한다. 이것은 가정, 사회의 정황 및 본인
의 소질 등으로 미루어 금후 수년의 잠정 기간 중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71)
징병제의 도입에 즈음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거주지 파악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조선인은 높은 이동성과 ‘주거 부정’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기류조사’였다.
참고로 기류조사는 전적으로 이주조선인에게만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효고현 아이오
이(相生)시의 경우, 각종 자료를 보면 지성료(至誠寮)에 조선인 징용공 1,710명이 수용되었
다고 하지만, 지성료가 있던 사카타(佐方)에는 2세대 6명밖에 기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
다. 그들은 군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류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72)
이주조선인의 기류조사에 관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1942년 12월이었으며, ‘내지재주
조선인의 호적 및 기류 정비요강’(이하 ‘정비요강’)이 그것이다.73) 조선에서는 20세 이하
≪協和会関係資料集Ⅲ≫ 51).
68) 같은 자료, 50~51
69) 1943.6 ≪兵庫県社会事業≫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224에서 재인용.
70) 兵事厚生課, 1943.5 <協和事業ノ状況(内政部長議会説明資料)>[長澤秀편･해설, 1996 ≪戦時下強
制連行極秘資料集≫ 1 (緑陰書房) 59]
71) 長島慶三, 1944.7 <協和事業ノ根本的改革私案> ≪戦時期植民地統治資料≫ 7, 267~268. 노동력
동원에 관한 방책이 비중이 낮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72)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編,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兵庫編－≫ (柏書房) 234~237. 아
이치현 호이(宝飯)의 고사카이(小坂井)에서 발견된 기류부에 기재된 조선인들도 이주조선인으로 비정된
다(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編, 1997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25).
73) 司法省, 1944.10 <内地及樺太在住朝鮮人の戸籍及寄留整備提要> ≪協和会関係資料集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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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74) 일본(사할린 포함) 내에서는 모든 남자가 대상이
되었다. ‘정비요강’에 따라 1943년 2월 20일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3월 1일 이주조선인
의 호적과 기류계의 일제 정비가 행해졌다.75) 그 결과 조사대상자(사할린 포함) 949,729
명 중에서 기류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절반인 470,975명에 이르렀다. “징병제 실행
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시되었다는 한계 때문인지는 불명확하지
만,76) 이주조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이 새삼 부각된 형국이었다.
1944년도 징병검사 결과를 참작하여 12월 2일에는 제2차 기류조사가 각의에서 결정
되었고,77) 이듬해 2월 10일에 실시되었다. 1차에서는 남자에 한해서만 호적과 기류 정비
조사를 실시하여 1944년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나, 불충분한 바가 많아 1945년 이후 징병
적령자를 파악하기 위해 ‘급거’ 결정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남녀 전부에 대해 조
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78) 실시요령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동포의
기류를 정비하는 동시에 그 주거의 이동을 상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했다.79)
패전이 임박함에 따라 협화사업의 역량은 한층 징병제 쪽으로 기울어간 것으로 보인
다. 1943년도 1944년도에 걸쳐 협화사업 예산 중 예비비의 경우, 강제동원조선인의 ‘指
導誘掖’과 더불어 징병제 실시에 관한 지도훈련 철저를 위해 예산 지출을 요구하고 있

다.80) 1944년 3월 후생성 건민국이 협화회 실무자에게 지시한 항목에서도 기존의 사업
외에 ‘장정 훈련의 철저에 관한 건’이 ‘이입노무자의 훈련에 관한 건’이나 ‘신문(가칭 협
화신문, 인용자) 발행에 관한 건’과 같이 들어 있으며,81) 1945년 1월의 경우 ‘흥생협회’
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징병준비교육’과 ‘노무자지도’가 열거되어 있다.82)

74)
75)
76)
77)
78)
79)
80)
81)
82)

187~193
조선에서의 기류조사에 관한 사항은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46~47을 참조.
≪박경식 ≫ 5, 175~179
≪協和会関係資料集Ⅴ≫ 187
<内地在住朝鮮同胞ノ第二次一斉調査実施ニ関スル件ヲ定ム> ≪協和会関係資料集Ⅴ≫ 203~208
<司法部内臨時職員設置制中ヲ改正ス>(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1945년 1월 16일 이를 위해 사
법성 속 2명, 재판소 서기 19명의 증원이 이루어졌다.
<内地在住朝鮮同胞ノ第二次一斉調査実施要綱> ≪協和会関係資料集Ⅴ≫ 207
1945.2.1 <東京都官制外五勅令中ヲ改正ス>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또한 ‘兵事 사상’의 보급
철저를 위해 강연, 영화 상영, 부인 1일 입영 등의 시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944.3 <指示事項> ≪協和会関係資料集Ⅰ≫ 441~448
1945.1 <決戰下の協和事業> ≪興生事業硏究≫ ; ≪朝鮮問題資料叢書4≫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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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주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의 괴리
1. 이주조선인 생활의 독자성
이주조선인의 취업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 고베시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으로 도항한 조선인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직업소
개소도 아니고 시립 숙박소도 아니다. 미리 의논한 것처럼 일제히 조선인을 상대하는 노
동합숙소에 흘러들어간다”고 되어 있다.83) 노동합숙소란 다름 아닌 조선인부락이었다.
이런 정황은 중일전쟁 직전까지 이어지는데, 효고현의 사례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
공해 준다.84) 먼저 취업 경로는 거의 조선인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 즉 연고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 4>가 그러하다.

<표 4> 효고현의 이주조선인의 취업 경로

공설소개소 소개
방면위원 소개
중개인(口入屋)
신문광고
지인 소개
자기 지원
친척 소개
기타
계

실수
12
1
1
13
3,857
2,683
684
935
8,186

비율
0.1
0.0
0.0
0.2
47.1
32.8
8.4
11.4
100

* 兵庫県社会課, <朝鮮人の生活状態> ≪朝鮮問題資料叢書3≫

당시 사회정책시설인 직업소개소와 방면위원은 물론이고 중개인이나 신문광고의 이용
도 거의 없다는 데서 이주조선인 공동체의 고립성과 독자성이 분명하게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주조선인의 높은 이동성과 연동한다. 일본 본토 거주 기간, 효고 현에
83) 神戸市社会課, 1927 ≪在神半島民族の現状≫ ; ≪協和会≫ 152에서 재인용.
84) 이하의 기술은 兵庫県社会課, <朝鮮人の生活状態> ≪朝鮮問題資料叢書3≫를 참조했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1937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2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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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현주지 거주 기간 등을 정리한 아래의 <표 5>가 그러하다.
<표 5> 효고현의 이주조선인의 거주 기간

일본 거주 기간

효고현 거주 기간

현주지 거주 기간

~1개월

28

0.3

366

4.5

720

8.8

~6개월

123

1.5

1,212

14.8

2,041

24.9

~1년

221

2.7

856

10.5

1,189

14.5

~2년

441

5.4

1,046

12.8

1,104

13.5

~3년

769

9.4

913

11.2

822

10.0

~5년

1,988

24.3

1,447

17.7

1,102

13.5

~10년

2,666

32.6

1,592

19.4

893

10.9

~15년

1399

17.1

596

7.3

259

3.2

15년~

502

6.1

152

1.9

51

0.6

불명

49

0.6

6

0.1

5

0.1

8,186

100

8,186

100.2

8,186

100

계

* 효고현 거주 기간의 비율 합계는 반올림한 것을 더한 결과이다.
* <표 4>와 같음.

일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지만, 3년 이상 효고 현 거주한
비율은 50%를 밑돌며, 3년 이상 현주지에 거주한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현주지에서 1년 미만 거주자의 비율은 50%를 넘는다는 사실에서 이주조선인의 높은 이
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이동성은 히로시마현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도고치초(戸河内町) 소재 우
쓰나시(打梨) 발전소 공사로 인해 이주한 우쓰나시 심상소학교의 조선인 가족이 그러하
다.85) 1937년에 51가족, 1938년에 21가족 등 총 72가족이 전입했는데, 조선인 보호자의
이전 주소는 조선 32가족, 일본 내 40가족(히로시마 내 18가족) 등이었다. 위 32가족
(44.4%)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현의 내륙부로 이주했는데, 이는 이미 히로시마현
에 이주해 있던 사람들과의 연고나 네트워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히로시마 내의 이주
자 18가족(25.0%)의 이전 주소는 대부분 도고치초 인근으로 수력발전소 공사가 이루어졌
던 곳이어서 수력발전소 공사를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85) 広瀬貞三, <太田川水系発電所工事と朝鮮人労働者>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http://www.nuis.ac.jp/ic/library/kiyou/9_hirose.pdf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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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지의 상황도 마찬가지 경향을 나타낸다. 내역은 조선 귀국 33가족, 도고치초 6가족
을 포함하여 히로시마 내 18가족, 일본 내의 다른 현 9가족, 행방불명 4가족, 공란 8가족
등이다. 요컨대 전체 72가족 중 겨우 6가족(8.3%)만 도고치초에 계속 거주한 셈이 된다.
경찰 당국의 자료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후쿠오카 지역의 경우 현의 특고과
장은 “본 현(후쿠오카, 인용자)보다 홋카이도 쪽이 하루 5전 높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족
을 데리고 홋카이도까지도 걸어간다”고 하면서, 조선인의 높은 이동성이 협화운동의 추
진에도 장애가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86) 그리고 1941년 2월 27일 내무성 경보국 보안
과의 통첩에서 “소위 연고에 의해 내지에 도항하여 평화산업, 자유노동 등에 취로하는
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등의 실정”이라고 파악되었다.87) 여기서의 ‘연고’는 위에서
관찰한 이주조선인의 독자적인 네트워크(취업이나 생활을 포함)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리고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에서 빈발했던 도망자의 경우, 도망의 결행과 일본 정착
과정에서 이주조선인의 네트워크가 활용되기도 했다. 가령 1944년 가을 사가미(相模)호
댐 공사의 강제동원자 2명의 경우, 각각 도쿄의 가족(자형)과 오사카의 친척을 의지하여
도주를 실행했으며, 지바현의 모하라(茂原) 해군비행대의 경우 이주조선인 노동자 중에
는 강제동원으로 도일한 후에 탈출해서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며, 安壽烈의 경우
강제동원지인 홋카이도의 비행장 공사장에서 도망쳐서 오사카를 거쳐 군마 구사쓰(草津)
의 일본강관 광산에서 일을 했다.88) 이바라키의 히타치광산에서 도망친 강제동원자는
히로시마에서 협화회 보도원을 하던 사촌을 찾아갔고, 그는 협화회 회원증을 만들어 주
었으며, 그 댓가로 미쓰이미이케광산에 정신대원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중노동을 했다.89)
이런 높은 이동성은 전쟁 말기까지 지속되었는데, 효고현의 아이오이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90) 1942년부터 1945년까지 214가구가 기류계를 제출했는데, 그 중 조선에서
건너온 가구가 142가구, 일본 각 지역에서 옮겨온 가구가 72가구이다. 일본 내의 이전
거주지로는 오사카와 효고가 각각 26가구와 21가구로 대부분이며, 이어 히로시마 6가구,
86) 司法省調査部, 1939 <福岡県下在住朝鮮人の動向に就て>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Ⅱ 朝
鮮人1 上巻≫ 409
87) <朝鮮人労務者移住促進ニ関スル緊急措置ノ件> ≪박경식 ≫ 4, 14
88)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200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関東編1－≫ (柏書房) 257~259･
277･296~298
89) 山田昭次, <日立鉱山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解説と証言－>(梁泰昊 편, 1993 ≪朝鮮人强制連行
論文集成≫ (明石書店) 461)
90)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兵庫編－≫ (柏書房) 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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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4가구, 교토 3가구, 기타 12가구의 순이다. 아이오이시 소재 하리마(播磨)조선
소에서 관련 공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것이라 추측된다.91)

2.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의 차이
이상에서 협화회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당국자에게서도 이주조선인 대책의 주안점은
노동력동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조선인 노동력 확보에 혈
안이 되었던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어는 물론 일본 본토에서의 생활에도 지장
이 없는 이주조선인은 왜 노동력동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 해답을 찾아가
는 과정에서 조선인 동원의 또 다른 심층이 드러난다.
먼저 홋카이도 소재 탄광의 사례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92) 앞서 등장한 바
있는 유바리탄광의 경우, 중일전쟁 이전부터 재직하던 이주조선인이 약 60명 정도 있었
다. 이들을 강제동원조선인의 관리에 투입할 것인가에 관해 노무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 다음, “내지재주 조선인은 주지하듯이 내지 사정에 정통하여 가동 중인 이입
조선인에게 이런 저런 선전을 하기 위해 악영향을 미쳐 지도와 관리 차원에서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기에 이후 전형에서는 채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청을 본사에 보낸
바 있다. 즉 탄광에서 추진하는 ‘황민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주조선인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물론 강제동원조선인과 이주조선인과의 관계
는 지역적으로 혹은 분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비슷한 인식과 정황은 조선에서의 강제동원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에서의 노동자
모집에 관여했던 미쓰비시 계열의 유베쓰(雄別)탄광 모시리(茂尻)광업소 직원은 다음과
같은 회상을 남긴 바 있다.
1939년 무렵의 조건은 총독부에 가서 각 도, 이른바 어떤 현을 할당받아 거기서부터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다. 그 조건 중에는 일본어를 아는 자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 일본어를

91) 아이치현의 한 지역의 경우에도 기류부에 등재된 266세대 중 약 90%가 1943년부터 1945년 사이
에 옮겨왔으며, 이전 거주지는 오사카, 기후, 도쿄, 아이치현 내를 비롯하여 15개 도부현에 걸쳐
있었다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1997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25
92) 이하의 기술은 戸塚悦郎, <日本帝国主義の崩壊と<移入朝鮮人>労働者>[隅谷三喜男편, 1977 ≪日
本労使関係史論≫ (東京大学出版会) 244~245･256~257]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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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으니 유바리에 있었다, 조반(常磐)에 있었다, 오사카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말을 알고 있다는 것은 폐해를 낳게 됩니다. 일단
내지에 다녀온 사람은 좋은 것보다 쓸데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이 낫다고 정하게 되었다. …93)

‘쓸데없는 것’의 내실은 히타치광산의 내부자료(‘昭和16年度 所長会議資料’)의 조선인
관리방침에서 잘 드러난다.
내지 先行 반도인과의 직접 접촉을 절대 회피하는 것은 관리 대책상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이
다. 내지 선행 반도인이 새 도래자를 이용하기 위해 감언이설로 유혹하거나 고의로 內鮮대립의
민족적 사상과 편견을 주입하고 선동하는 등 신구 도항자 상호간에 직접교섭의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94)

지쿠호 지구 탄광의 노무계장도 비슷한 얘기를 남기고 있다.
기주95)반도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흔히 협화회 관계의 근로보국대 중에는 이입반
도인을 誘引하는 자가 있으며, 이 기주반도인에 대해 그다지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실패를 보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내지에 있어 이입 초기의 반도 노무자보다는 훨씬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악랄한 자에게 걸리면 그 피해는 크다.96)

‘감언이설’과 ‘유인’의 결과는 가와사키 소재 일본강관 노무차장의 분석에서 분명해진
다. 일본강관의 경우 처음에는 회사 내에 훈련공의 기숙사를 두었는데, 인원의 증가에
따라 밖으로 분산 수용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졌고, 특히 당
가와사키시에는 반도 자유노무자가 많기 때문에 통근 도중이나 휴일에 그들과 길에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인부나 다른 일 쪽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다”고 한다.97)
그 결과 작업 현장에서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은 서로 ‘격리’되기도 했다는 것
이 많은 증언에서 확인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지바현의 모하라 해군항공대의 시설부에서
93) 北海道立労働科学研究所, 1999 ≪石炭鉱業の鉱員充足事情の変遷≫ ;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北海道保健福祉部保護課) 47에서 재인용.
94) <日立鉱山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解説と証言－> 380
95) 원문에는 帰住로 되어 있으나, 이는 旣住의 오기로 판단된다.
96) 1943 <半島労務者心理の私見> ≪筑豊石炭鉱業互助会報≫ ;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Ⅱ
朝鮮人１上巻≫ 1054
97) 国民勤労研究会, 1943.3 ≪半島機能工の育成≫ ; ≪朝鮮問題資料叢書1≫ 104~105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221

는 이주조선인의 경우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같이 ‘조’가 직접 모집했고 비행장 밖의
‘함바’에 거주했는데 비해, 강제동원자들은 비행장 안의 가설주택에 수용되어 감시를 받
았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다.98) 앞서 언급했던 김상균의 증언 중에는 니가타(新潟) 니쓰
(新津)에 있던 강제동원자에 대해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 우리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99)
이상과 같이 개별 기업들은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에 대해 상반된 인식과 대응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정황은 강제동원조선인이 이주조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가령 탄광의 경우, 1943년 4월 현재 採炭
夫의 비율은 강제동원조선인(51.6%)－이주조선인(32.9%)－일본인 근로보국대 등(21.9%)

－일본인 정규(18.4%) 등의 순으로서, 강제동원조선인은 “지하노동의 특히 가혹한 직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한다.100) 요컨대 이주조선인이 동원해야 할 노동력으로 상정되
지 않은 데에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의 분리는 식민지배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작동되었던 기업 내
지 자본의 관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Ⅶ. 나오며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많은 조선인들이 현해탄을 건너 일본 본토로 삶
의 터전을 옮겨갔다. 이들은 일본 사회 저변의 하층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지탱하면서 독
자적인 생활을 이어갔고, 그런 조선인의 파악과 통제는 전적으로 경찰 당국에 맡겨져 있
었다.
노동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주조선인은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초기 단계에서
는 정책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노동력 부족이 외
98)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関東編１－≫ 274~275. 역시 1920년대 중반에 도일한 李瑛奭의
경우 1942년부터 야마구치구미 소속으로 일했으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과는 같이 일하지 않았다
고 증언했다(≪위 책≫ 273).
99) ≪위 책≫ 283
지역에 따라서는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이 같이 거주한 경우도 있었다 (山田昭次, <山形
県最上郡大蔵村古河永松鉱業所, 朝鮮人強制連行聞書> ≪朝鮮人强制連行論文集成≫ 380).
100)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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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지던 탄광 등의 산업에는 한반도에서 직접 동원된 조선인들이 배치되었고, 이주조선
인과 새로이 일본 본토에 거주하게 된 강제동원조선인의 통제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협
화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그런 와중에서도 연고도항에 의해 도일하는 이주조
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들은 주로 비군수산업 쪽에 자리를 잡았다.
동원 대상으로서의 이주조선인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미국과의 개전을
전후한 시기이며, 이는 이른바 ‘모집’에서 ‘관 알선’으로의 이행과도 연결된다. 징용 대
상으로 편입되거나 근로보국대와 같이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임시
노동력으로 활용되면서 이주조선인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계상되고 동원되
어 갔던 것이다.
이런 이주조선인의 동원은 그다지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근로보국대는 물론이고
징용에서조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주조선인의
파악과 통제 시스템이 보강되었고, 징병제의 도입과 실시 준비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
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류조사 등을 통해 포착된 이주조선인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징병제 혹은 근로보국대 형식으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동
원되어 갔다. 하지만 계획과 성과의 측면에서 이주조선인의 동원은 강제동원조선인에
비해 명확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주조선인 동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하층 사회 특유의 폐쇄성과 높은
이동성, 취업과 관련한 독자적인 네트워크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이주조선인 공동체의 고립성과 독자성은 강제동원조선인의 ‘도망’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
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주조선인은 필요한 노동력으로 파악되기도 동원되기도 어려운 생
활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던 셈이며, 바로 그 점에 착안함으로써 우리는 이주조선인이 강
제동원조선인과 분리 혹은 격리되어야 했던 원인을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
서도 작동되는 이윤 극대화, 그런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전시동원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견해가 있다. 이주조선인 동원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기주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국’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노동력 동원보다도 치안
유지의 관점에서의 정신적 동원이나 ‘동화’ 정책의 추진에 상대적인 중점을 두고 있었
다”는 니시나리타의 평가가 그것이다.101) 일본정부가 노동력 동원이 아니라 치안 유지
101) ≪위 책≫ 229. 협화회 연구의 선구자인 히구치 유이치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즉 그는 중앙협
화회의 설립 이유는 ‘실업대책상 문제’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전쟁정책 수행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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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의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이주조선인 동원이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 ‘부산물’로서의 결과였다. 즉 치안의 측면에서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조선인의 동원은 병력동원을 제외하면 패전에 이르기까지도 근로보국대와 근로봉
사대의 공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02)

하지 못한 요인을 지닌 80만 명의 집단”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협화회의 과제 중
하나는 ‘치안대책’에 부응하는 것이라 지적했다(≪協和会≫ 81~82).
102) 1945.1.13 <移入朝鮮人労務者の事故防止協議会に関する件> ≪協和会関係資料集Ⅲ≫ 104~105
警保局長의 통첩으로 징용자 증가에 따른 치안대책 강화를 지시하고 있으며, 이런 치안적 관점
은 패전이 임박한 시점까지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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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본 논문은 전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의 관계를 논
한 것이다.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이동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연고 등을
통해 일본에 생활공간을 찾았던 ‘이주조선인’이며 또 하나는 전시기에 들어서 거주하게
된 ‘강제동원조선인’이다. 종래 연구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논하지 않
았고,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함의를 조선인 전체로 일반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야기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런 연구 상의 공백을 메운
본 논문은 의의가 크다. 일본 도항 패턴의 차이는 그들의 생활 패턴의 차이를 낳았다.
그리고 차이가 생긴 것은 서로 다른 패턴으로 도항한 조선인의 존재 형태 자체에 의한
것이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신선하며, 평자로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다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그들의 도항
동기에 대한 고찰이다. 도항의 동기는 도항지에서의 생활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도항의 목적이 현금 수입 획득으로 장기 거주가 아닌 경우 현지에서 네트워
크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꾸로 장기 거주가 목적인 경우 네트워크의 형성
이 중요해진다. 조선인의 일본 도항에는 일반적으로 식민지 권력의 개입 등 외재적 요인
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고찰할 때 필요한 동
기의 분석이 뒤로 미뤄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논문과 같이 현지에서의 생활
을 시야에 넣은 연구를 진행할 경우, 동기에 관한 고찰 없이 분석하면 결론이 불충분한
추론에 그치고 만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도항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의 생활의 차이는
이 점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로 도항조선인 내부의 관계이다. 본 논문은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행동을 일
본 정부, 특히 경찰과의 관계에서 묘사하고 있다. 확실히 조선인의 행동은 경찰의 감시
하에 있었으며 協和會를 통해 지도를 받는 관계여서 양자를 대치시키는 시점은 중요하
다. 다른 한편으로 도항조선인이 경찰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가는 일률적이지 않았다.
소수파이지만 경찰에 협력적인 조선인이 있었던 반면 사회주의 운동에 속하는 과격한
그룹도 있어서 이들 간에는 경찰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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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항조선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가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
셋째로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도항조선인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지니는 치안유지적
측면은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 도항조선인 가
운데 일부분이 과격한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경찰이 이런 각도에서 그들의 행동을 경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본 논문이 말하고 있
듯이 도항조선인이 지닌 정보가 강제동원조선인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들을 저임금과 가
혹한 노동으로 내몰기에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면 노동 임금은
상승하는 것이므로 정보의 차단은 노동 공급이 부족한 전시기 일본의 고용자 측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당시의 정부로서는 적절치 못한 사상이 강제
동원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도 경찰에게는 마찬가지로 중요하였
을 터이다. 전시기를 통하여 도항조선인과 일본인의 混住가 진전되었다는 연구도 있으
므로 이 점은 보다 중시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227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Ⅰ.
Ⅱ.
Ⅲ.
Ⅳ.

시작하며
국가 성격(stateness)와 주민
주민관리 논리(Logic)
모듈J의 형성

Ⅴ.
Ⅵ.
Ⅶ.
Ⅷ.

모듈C의 형성
전시체제
종전
마치며

Ⅰ. 시작하며
본고는 근대 이후 일본과 한국 간의 사람 이동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주민정보관
리제도 선택의 관점에서 일관된 설명을 하고자 한 것이다. 한일 간의 사람 이동에 대해
서는 다양한 논점이 존재한다. 두 나라는 19세기 이전 근대화 이전에는 각각 별도의 국
가를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도쿠가와(徳川) 시대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통일국
가라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두 나라는 한반도의 식민지화
에 의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 사이는 한 쪽은 본국으로서 다른 쪽을 식민
지로 삼는 식민지제국으로서의 관계이며, 각각 주민과의 관계는 같지 않았지만 대체로
내지인, 외지인, 외국인으로 구별되어 그에 따른 주민관리가 이루어졌다. 중일전쟁, 제2
차 세계대전이 개시되자 식민지제국 일본은 주민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려고 하였다. 그
후 일본이 패전하자 제국은 해체하고 일본과 한국은 분리되었으며, 국가－주민 관계는
제국적 요소를 배제하는 형태로 크게 변모되었다. 그런데 쌍방이 순수한 국민국가가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국가－주민관계는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하여 갔다. 근대
화 이전의 국가－사회관계는 국가와 주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같은 제국이
면서 주민관리의 방식이 달랐던 것은 왠지, 어째서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해 간 것일까?
제국 시대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종전 후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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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던 한국인 중 상당수가 일본에 계속 거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일본인이
라도 훨씬 가혹한 환경에 처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일본인이 계속 거주를 했는데 왜 한
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일본인은 되돌아온 것일까?
각각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연계하
여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외로 적다. 특히 전전과 전후의 가교적인 인식틀은 제공되
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본고는 국가－주민 관계에 대한 모델로 일관
된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이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개
개인에 따라 이동, 체재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파악에서 빠져나
가고자 하는 주민과, 주민을 파악하고자 하는 국가 사이에서 생기는 쌍방의 합리적인 대
응이 한일의 사람 이동 및 관련된 제도의 상당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대량 현상으로서
단순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1)

Ⅱ. 국가 성격(stateness)과 주민
1. 두 개의 성격
본고는 국가－주민 관계에서 한일 간에 생기는 다양한 사람의 이동에 관한 문제를 통
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일본
과 한국이 근대적인 국제체계에 포섭된 이후부터 현대까지로 한다. 이 사이 양국 국가
시스템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국가－주민 관계를 둘러싼 제도도 변화하
고 있다. 특히 큰 변화는 일본의 식민지제국화와 해체, 순수 국민국가로서의 일본과 한
국의 재출발이다. 그래서 우선 이 변화가 국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최근 연
구의 진전이 눈부신 일본제국연구를 참고하여 고찰한다.
제국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형태 혹은 국
1) 본고의 초점은 필자의 학문적 관심상 제도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 형성, 제도의 효과에 두었
다. 필자는 역사가가 아니며 역사 연구를 위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필자의 학문적
규율에 따라 설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개별 역사적 현상에 새로
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전제로부터 제도를 둘러싼 여러 현상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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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山本, 2006, 143). 본고는 이데올로기적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정치적･
경제적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와 법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경제적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영향력 관계가 제국 이외의 국가 형태나 국
가간 관계를 구별하는 데 근간이 된다(Doyle, 1986; Motyl, 2001). 제국은 전면적으로 자
율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가진 지역단위와,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전자에 의존하고 부
분적인 자율성만을 갖거나 종속적인 지역단위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형태 내지는 국가간
관계이다. 자율성과 종속성은 정치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상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상의 제국 내에서 지역 구분은 국가－주민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부차
적인 것에 그친다. 보다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 관계의 파생물이지만 근본
적으로 다른 법적 개념이다.
제국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동일 국가
내에 다른 법역(法域)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淺野 2004a; 淺野, 2004b; 山室, 2003). 일반적
으로 제국과 대비되는 국민국가에서는 국내에 단일한 법 결정기구를 가지며 국내는 단일
한 법에 의해 지배된다. 반면에 근대에 등장한 제국은 대부분 모든 지역이 하나의 법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국은 식민지제국이었다. 게다가 식민지가 된 아시아･아
프리카 지역에서는 서양과는 전혀 다른 법체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문
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제국에 의해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본국의 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물론 서양의 식민지 제국은
본국의 법체계야말로 문명이라고 인식하고 同化에 대한 지향, 바꾸어 말하면 법체계 통일
을 향한 모멘트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먼 장래의 이야기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입법기구의 비대칭성이다(山室, 2003). 제국본국에는 본국 및 식민
지를 규율하는 법을 형성하는 입법기구가 존재하지만 식민지에는 그것이 없든가 크게
제약되었다. 제국본국의 법률은 필요에 따라 식민지에도 적용되었지만 이런 입법기구의
배치 차이에서 식민지의 법이 제국본국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방제국가와는
달리 지역 간에 명확히 優位인 지역과 劣位인 지역이 존재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식민지제국이 가진 특징을 (山實, 2003)를 본떠 ‘帝國性’이라고 부르
고 있다. 즉 제국성이란 동일 제국 내에서 다른 법역을 가지고 게다가 그 법역 사이에는
우위－열위 관계가 존재하며 법역의 통일도 상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한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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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제국 해체 후의 일본이나 한국에서 보이는 특징을 ‘국민국가성’이라고 부른다. 즉
국토와 법역이 동일한 것이다.
제국성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국가성을 가지고 있는가로 국가－주민 관계에 차이가
생긴다. 국민국가성을 가진 경우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민은 본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뉜
다. 본국인에게는 본국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에게 본국법 적용은 부분적으로 그친다.
권리의무에도 양자는 큰 차이가 있고 통상적으로 양자는 별도로 관리된다. 한편 제국성
을 가진 경우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민은 본국인(內地人)과 식민지인(外地人), 외국인으
로 나뉜다. 국민국가와의 대비에서 중요한 것은 식민지인의 존재이다. 그들에게는 어떠
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본국인이 본국에만 거주하고, 식민지인이 식민지에만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주민은 그 땅에 적용되는 법에 따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
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활발한 사람의 이동이 있는 것이 당연
하다. 식민지에서 본국인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본국에서 식민지인은 어떻게 다
루어져야 하는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주민정보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국인을 본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식
민지인을 식민지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이 가진 주민정보이다. 주민정보는 각각이
소속한 법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인과 식민지인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생
년월일이 어느 정도 정확한가 등 정보의 차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주민정보를 관
리하는 행정조직도 같지 않다. 양자가 같은 국가에 속하는 만큼 주민정보를 취급하는 데
는 복잡한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제국성에는 상당한 폭이 있다. 즉 식민지제국에 따라 혹은
동일 제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식민지인의 취급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식민지인이라
도 본국에서는 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엄연히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
서는 전자의 경우는 보다 국민국가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후자는 보다 제국성이 강하
다고 규정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역이 속인적인 쪽이 제국적이고 속지적인 쪽이 국민국
가적이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주로 淺野(2004b)에 의한 제국법제적 연구를 중심
으로 논의해보자. 일본이 전전에 영토로 만든 지역 가운데 홋카이도(北海道), 오키나와
(沖繩),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등 초기의 것은 일본 본국의 법이 적용되어 동일한
법역에 속했기 때문에 정의상 일본 본국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본국법이 당연히 적용
된 지역이 아니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식민지에 해당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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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제국 일본은 당초 제국성을 강하게 띤 법제를 가지고 있었다. 1895년에 대만을
획득하고 그 후 사할린을 얻고 한반도를 병합했는데 이런 지역에는 본국과는 다른 법체
계가 존재하여 본국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국법(내지법)과 식민지법(외
지법)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법역을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이 법역 간에 생기는 법적 행
위에 관해서는 1918년 제정된 공통법에 따라 처리하는 체제를 취했던 것이다.
법역의 차이는 주민정보 취급에도 미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본
국의 호적법은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호구규칙(대만), 조선민적령(한국)을 대만과
조선의 총독부령으로 발포하여 주민관리를 실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조선
인이 일본 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본국인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 체계로 주민정보가 관리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혼잡은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본국에 호적을 가지지 않은 식민지인에게 본국에서는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법역의 차이를 속지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속인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공통법 제정 당시 쌍방의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징병 등에서 속인적 요소를 남
기면서도 속지적으로 규정한 복잡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국과 식민지의 구별을 일본은 항구적인 것으로 상정하지 않아 외지
법은 잠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너무나 舊慣이 달라 잠정적으로 외지법을 인정하
지만 결국 외지법은 폐지되어 내지화되리라고 전제하였던 것이다. 즉 식민지를 식민지
그대로 두지 않고 본국화하는 모멘트는 일본에서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앞서 식
민지가 된 대만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 법체계는 형법을 제외하고 거의 내지화하였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에서도 30년대에 진행된 공업화에 보조를 맞춰 법체계의
내지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동화의 모멘트는 다른 식민지 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
본에서는 특히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식민지의 본국화에는 적극적
인 움직임을 보였다. 하라 다카시(原敬)의 내지연장주의는 그 증거이며 식민지에서도 정
치적 권리를 언젠가는 인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정리하면 일본은 당초는 제국성이 강한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잠정
적이었으며 급속히 국민국가성을 강화해 간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제국 일본의 본모습
은 어중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외에 일본의 영향권 내에는 만주국 등,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실상 일본의 강한
통제 하에 들어온 지역이 존재하며, 이들 ‘비공식(informal) 제국’을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와의 관계이므로 비공식 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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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연구
다음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람의 이동을 이민연구의 문맥에서 검토하자. 이민연구 그
자체는 정치학, 경제학에 그치지 않고 인구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야할 다면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민을 전적으로 국제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노동력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점의 연구와 이민을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주체로서의 이민집단으로 보는 입
장에서의 연구이다(重松, 1999, 제1장). 후자의 관점에 선 연구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
는 요즘의 상황을 감안하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연구 입장에서 검
토를 진행한다. 시기적으로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의 이른바 제국주의 시
대로 한정한다. 당시 식민지제국 일본에서는 본국에서의 이민과 본국으로의 이민이 동
시에 나타났다. 조선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회 저변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각 시대에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며, 1939년부터 일
본 본국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많은 조선인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것과 유사한 노동력 이동으로서의 이민은 일본에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 다른 식민지
제국에서도 많든 적든 존재했다. 그러므로 비교를 통해 일본을 자리매김하고 상대적인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민은 라벤스타인이 주창한 고전적인 밀고 당기기
(Push-Pull) 이론(Ravenstein, 1885)이 현재에도 중요하다. 즉 노동력은 상품이며, 임금수준
의 격차가 노동력의 이동을 송출지와 이주지라는 두 지역 간의 균형이 발생할 때까지
진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동의 인센티브를 임금수준에만 찾는 이 모델은 너무 단순하여
그 후 여러 수정이 이루어졌지만(예를 들면 Lind, 1969), 기본적으로 현재에도 설명력이
높은 모델이다.
라벤스타인의 모델은 사람의 이동에 관해 국제간과 국내를 구별하지 않는 성격을 가
지고 있는데, 송출지와 이주지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다. 그러나 송출지와 수입지의 지역적인 성격에는 임금수준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기질
(無機質)적인 것 이외에 어느 특정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것을 기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이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것이 이민정책론과
세계체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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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세계에서 많은 나라는 전근대 시대에 존재했던 주민의 토지 속박을 풀고 거주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의 노동시장은 라벤스타인의 모델에 따라 노동력의 지역적
이동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는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식민지제
국에서는 본국과 식민지, 식민지 간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가 사람의 이동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좌우된다.
이민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동의 제한을 가하는 것, 셋째는 이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는 대영제국 하에서의 이민정책에 이들이 나타난다. 첫째로 대영제국 본국은 식민지도
포함하여 모든 주민은 ‘제국 신민(臣民)’이라는 원칙하에 제국 내에서의 이민 제한에 부
정적이었다. 그러나 둘째로, 같은 제국 내에서도 자치령에서는 실업문제 발생이나 치안
유지의 필요에서 이민의 제한을 부과하는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제한했다. 셋째로 영국
령 말레이에 전형적으로 보이듯이 식민지정부가 산업개발을 위해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
기 때문에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태로 이민을 모집했다(重松, 1999. 46).
이민은 수입 측에서나 송출 측에서도 국가 구성원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
치문제화하기 쉽고 제한 내지는 강제를 실시하는 계기를 가지기 쉬운 정책과제였다. 그
것은 식민지제국 일본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민정책론은 국가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도 역시 엄밀히는 송출처와 수입처의 질적 차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체제론 이 점을 중시한다. 월러스틴(Wallerstein, 1974)에 의하면, 근대 세계 체제는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은 차별적이다. 중심은 선진공업지역이며 주변은 미
개발의 농업지역이다. 중심은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상품이 생산되지만, 주
변은 레벨이 낮고 중심의 발전에 공헌하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편성된다. 그 결과 자본･
상품･기술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중심의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형태로 흐른다. 이에 대응
하여 페트라스(Petras, 1981)에 따르면 노동력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유입한다. 노동력의
송출지와 수입지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의 대부분
은 공장이나 광산, 거대농장에서 저임금노동이 강요되며, 거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도시잡업층에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도시부의 슬럼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식민지제국 일본은 이민에 관해서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체제론의 말을 빌리면 아시아 지역에서 대해서는 ‘중심’같은
모습을 띠지만 미국대륙･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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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본 이민연구가 미국대륙의 이민쪽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본국은 이민의 송출국이었다(石川, 1997, 91). 게다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이 미국 대륙에 이민을 보냈던 것이다. 이민은 자연적인 흐
름이었고 국책이기도 했다. 이 흐름은 전후에도 계속되어 고도경제성장시대에 맞아 겨
우 막을 내렸다. 좁은 국토, 많은 인구로 일본 내지의 인구함양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
다. 이민 패턴도 확실히 ‘주변’의 것이다. 일본인 이민은 수용하는 사회의 저변에 편입되
어 저임금노동력으로 출발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러한 이민 패턴이 수입하는 나라의 정
치 상황으로 종종 거부된 것도 확실히 주변적이었다.
한편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어떨까? 일본은 한반도나 대만, 중국에서 이민을 받아들
이고 있던 점, 일본의 정치상황에 의해 종종 수입을 거부했던 점에서 주변이라기보다는
중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민도 대부분 일본 사회의 저변에 편
입되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거론했던 대영제국에 비교하면 식민정책 측면에서 제국 본
국이라기보다는 자치령이나 식민지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국이 불황이면 한반도에서의 이민은 거부되고 반대로 전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면
강제노동의 대상으로서 이민을 받아들였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민’ 패턴도 중심으로서의 모습과 주변적인 요소가 동거하고 있
다. 일본 본국인은 조선이나 대만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총독부관료나
지배자로서 떠났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이 滿蒙개척민으로 대표되는 형태로 이민
하여 갔던 것이다.
아시아로 향하는 모습은 지배자적 입장에 있으면서도 일본이 국내적으로 끌어안고 있
던 과잉인구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이나 대만 등 외지를 외지 그대로
둘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외지를 내지화해 가는 모멘트를 일본은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리
많은 식민지 제국은 제국의 법제로서 제국성과 국민국가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이 보다 강했는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은 당초 제국성이 강했지만
그것은 잠정적인 조치였으며, 결국 국민국가성의 강화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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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들어 급속히 국민국가성이 강해져 갔다. 한편 식민지 제국으로서 부산물인 이민에
관해서 일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국본국은 식민지에서의 이민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대량의 이민을 식민지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내고 있었다. 일본 본
국은 과잉인구를 떠안고 있었다. 즉 일본은 대만, 조선 등을 얻어 식민지 제국이 되었지
만 그것을 계속할 의도는 없었고, 국민국가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또 그럴 필요성도 있
었다. 그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서도 이 두 성격이 병존하며 어느 쪽인지가 강해졌다. 조
선에 대해서 제국성이 강했을 때는 차별이 강화되고 국민국가성이 강해질 때는 황민화
라고 하였다.
일본과 한반도 간의 사람의 이동이라는 점에서도 이 두 성격이 착종하여 나타났다.
일본인의 조선 이민에 관해서는 총독부 관료 등 지배층(제국성)과 식민자=개척자(국민
국가성)였다. 또 조선인의 내지 이민에 대해서는 하층 계급으로의 이입(제국성)과 징용･
징병(국민국가성)이었다.

Ⅲ. 주민관리 논리(Logic)
앞 절에서 말했듯이 식민지제국 일본의 성립과 해체는 국가－주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번 절에서는 국가에 의한 주민정보관리를 위해 어떤 행정스타일
(module)이 채용되는지, 그것에 대해 주민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앞 절에서 검토한 조건 하에서의 국가의 선택을 이론적으로 살핀다.
먼저 도대체 왜 국가는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하자.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
는 우리는 국가가 주민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대 이후의 현
상으로 전근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근대사회에서
도 인구조사는 존재했지만, 개개 주민의 생년월일이나 가족관계, 국적에 이르기까지 관
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필요도 없었다. 근대사회에 국가가 주민정보를 필요로 했던 것
은 주민, 그 중에서도 국민이 국가의 존재이유가 되는 정통성의 전환이 생긴 것과 동시
에 주민에게서 제공되는 자원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국가
가 형성될 때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행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大
西, 1997).

그러나 근대국가 형성 시에는 주민에게 근대국가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한 부담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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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주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
과의 관계를 규율하며 사회전체의 실상을 보여주는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전근대사회에서 국가만 독점적으로 행했던 것은 아니다. 미그달이 말하는 ‘생존
전략’(Migdal, 1988)은 촌락공동체 등 전통적 사회집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집단이 담당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민은 국가가 부과하는 많은 부담을 회피하는 동기와 수단
을 가지게 된다.
주민정보를 파악하고 싶은 국가와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주민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게임이 전개된다. 즉 관리자로서의 국가와 피관리자로서의 주민 사이의 정보를 둘러싼
게임이다. 그래서 관리자인 국가는 자원동원이나 치안유지 등의 목적에서 관리대상인
주민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정보는 사적 정보, 즉 주민 밖에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여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역선택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가는 주
민 자신은 알 수 없는 사회경제 전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피관리자
인 주민이 관리자인 국가와 정반대로 주민정보는 알고 있지만 사회경제 전체의 정보는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알지 못 하는 주민은 생존이 위협받는다. 따라서 관리자인 국가가
어떤 관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교환하여 피관리자인 주민은 주민정보를 제공한다.
단 사회경제 전체의 정보를 주민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입수가능하다면 관리자로부터
도피를 지향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촌락공동체와 같이 국가에 대항적인 관리자
인 사회집단의 존재나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전근대사회에
서 국가와 경합하는 ‘사회적 통제력(social control)’을 가진 사회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은 이들을 이용하여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후자
에 대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데, 취직정보, 단기적인 자금 원조, 도피를 위
한 이동 비용의 부담 등은 주민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공급되는 적이 많다. 특히 네트워
크가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했다는 것은 통설적 견해라고 말해도 좋
을 것이다(服部, 1988).
주민으로부터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국가는 주민관리를
위해 법적행정구조(모듈)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모듈을 선택한 것일까?
모듈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관리단위이다. 즉 무엇에 의거하여
주민정보를 관리하는가이다. 주민정보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는 그 수집을 위해 순회
할 수는 없고, 어떤 단위를 빌어 자주적인 정보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그에 따
라 국가가 주민정보를 관리하는 비용이 다르다. 이러한 관리단위로는 일반적으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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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분 등의 규모가 큰 사회집단, 이어서 촌락 등의 지역적 사회집단, 가족, 개인이
다. 관리 비용은 이 순서로 커진다. 다만 비용이 낮은 관리단위는 주민 사이의 중간조직
(사회집단)을 매개시키므로, 그 만큼 정보의 왜곡이 생기기 쉽고 정확성이 부족해진다.
또 하나는 관리조직이다. 즉 어떤 조직이 주민정보를 관리하는가이다. 관리조직의 성
격에 따라 비용, 정보파악률에 차이가 생긴다. 관리조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찰,
호적사무소 등의 전문행정조직, 일반지방행정조직이다. 관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이 순서로 커진다. 경찰은 치안유지상 필요하므로 정비하지 않을 수 없어 부가적
으로 주민정보 관리가 가능한 데 비해, 일반행정조직은 지연적인 사회집단으로부터 분
리된 형태로는 정비가 곤란한데다 대량의 공무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민정보의 파
악률은 전문행정조직, 경찰, 일반행정조직 순으로 좋아진다. 주민정보는 사회에서 멀어
질수록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비용을 고려하면서 이 두 개의 요소를 조합하는 모듈을 선택한다고 생각되는
데, 그 선택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주민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의 수준이다.
즉 국가는 어느 정도 주민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 목적 수준이 높고 보다 정확히
주민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모듈을 선택하는데 허용적
으로 될 것이다. 둘째, 주민의 국가정보 의존도, 즉 주민의 자율성 수준이다. 자율성이
낮으면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발달 등 자율성
이 높은 경우 그러한 정보 제공은 기대할 수 없다. 자율성 수준은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
한 비용의 수준을 좌우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목적의 수준을 단순화하여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국가가 치안유지와 자원동원(구체적으로는 징병) 모두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낮다
는 것은 치안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경찰조직에 의해 목적은 달성
되기 때문에 보다 비용이 드는 관리조직을 구축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준이
높은 경우 경찰조직으로는 관리가 곤란하여 보다 정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행
정조직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세 가지 패턴이 상정되며 각각에 최적인 모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이
낮은 경우 관리조직은 경찰이 좋고, 경찰이 기능하고 있는 한 관리단위는 경찰로서 적당
한 것이면 좋다. 이러한 관리 형태를 모듈C라고 부른다. 둘째, 목적이 높고 자율성이 낮
은 경우 관리조직은 일반지방조직 등이며, 관리단위는 보다 큰 것(구체적으로는 가족)이
된다. 이것을 모듈J라고 부른다. 셋째, 목적이 높고 자율성이 높은 경우 관리조직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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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며, 관리단위는 개인이 된다. 이것을 모듈K라고 부른다.
국가가 갖는 목적과 주민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국가는 비용 부담이 타당한 주민관리
모듈을 선택한다. 따라서 그것이 변화하면 모듈을 변경한다고 생각된다.3)
이상의 설명은 본국정부가 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어서 외국인이나 식민지의 본국인, 본국의 식민지인 관리에 대해 설명하자. 외
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높지 않고 관리의 주목적은 치안유지에 그친
다. 그러므로 모듈C가 시대, 지역을 불문하고 기본이 된다. 단 사회집단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단위는 개인이다. 기대할 수 있는 조직화의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
회집단이 관리단위가 된다. 치외법권이나 조계지 설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
리가 법적으로 좁게 한정되는 경우, 모듈C에 의한 관리도 곤란하게 될 것이다.
식민지의 본국인이나 본국의 식민지인 관리는 외국인 관리와 주민 관리 사이에서, 앞
절에서 검토했던 국가의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국민국가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듈J 내
지는 K에 가까운 형태로 모듈을 선택하고, 반대로 제국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듈C가
흔하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모듈의 선택은 사람의 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라벤스타
인의 모델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동에는 임금 수준 차이에 보이는 미는
(push) 요인과 당기는(pull) 요인이 존재하지만, 개개의 이동성의 차이에는 네트워크의 존
재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즉 해당 개인과 관계가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이동은 용이하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존재가 이주처에 대한 사회경제 전체 정보의 수집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성이 낮고 국외의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
아도 이동이 용이해지는 경우가 있다. 즉 해당 개인이 속한 국가가 모듈J를 채용하여 이
동시 이동처의 전체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는 경우 이동은 용이하다. 단 이동처에서 자율
적인 네트워크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이동 후에 개인은 국가의 동향에 좌우되어 버린다.
그것은 국가가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성이 낮은 개인으로서는 국
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네트워크를 발달시키는 등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비
용이 적으므로 국가에 의한 정보제공이 계속되는 한 네트워크는 발달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3) 단 주민정보관리기구는 경로의존성이 있다.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에 따라 형성된 기구는 새로운
조직구축 비용을 고려하므로 목적이 보다 낮은 차원으로 변경된다 해도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낮은 차원의 목적에 대응한 기구는 높은 차원의 목적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변
경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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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민정보관리에 관한 모델에 따르면 앞 절에서 검토한 식민지제국 일본이 직
면한 상황에 대해 일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고 예측된다. 즉 일본에서는 주민정보관
리에 관해 크게 네 개의 전기가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본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메이지유신기이다. 메이지유신에 의해 일본은 국민국가를 형성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강한 국민국가성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은 외적 위협에 대항하고 독립 유지를 위
해 주민 자원을 동원한다는, 주민정보에 관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것은 모듈J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둘째로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의 획득이다. 새로운 영
토가 된 식민지에 대해 일본은 머지않아 본국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사회 상황
의 차이에서 본국과는 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일본은 이 시기 제국성을
띤 식민지제국으로 전화한다. 식민지 관리가 필요하지만 당면한 치안유지 등의 낮은 목
표를 달성하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모듈C가 채용되었던 것이다.
같은 제국 내에서 모듈이 다른 것은 사람의 이동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국토가 좁고 인구함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 이민
을 진행했지만, 아시아 쪽과 미국 쪽은 전혀 다르게 대응하였다. 남북미 대륙으로의 이
민은 이출 단계에서는 국가의 후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민 후 국가에 의한 전체 정
보의 제공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민은 네트워크에 의해 정보문제를 해결해 갔다.
한편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민은 이출 단계만이 아니라 이민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정부
가 전체 정보를 제공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발달은 기대할 수 없었다. 한편 한반도 주
민은 일본이나 아시아 대륙으로 이민을 하였지만, 국가에 의한 정보 제공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네트워크에 의해 정보문제를 해결해 갔다. 그 점에서 보면 일본인
의 남북미 이민과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전기는 1930년대 중일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걸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
본 본국은 대규모 징병이 실시되어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력
의 부족에도 직면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 주민정보관리상 낮은 목적을 할당
해 온 식민지에도 자원동원을 포함한 높은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모듈C를 모듈J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그 결과 식민지에서 대량의
인적 동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전기는 일본의 패전에 의한 식민지 제국의 해체이다. 해체로 인해 원래의 식민
지제국 일본에는 복수의 국민국가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국민국가는 전전
과는 다른 상황 변화에 직면했다. 한일 양국에서 공통으로 경험했던 것은 미군 점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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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국인 관리를 외국인 관리 전문기관에 맡기는 형태로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다. 종래의 경찰에 의한 관리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무
장해제가 행해지고 징병제가 금지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징병제가 도
입되었다. 마지막으로 귀환의 발생이다.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
왔으므로 한국은 외국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민관리를 행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에
서는 강제노동으로 연행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량의 한국인이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수십만의 한국인이 일본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다. 복잡한 것은 그들은 외국인이기도 하
고 일본인이기도 한 지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환점에서 조선인은 주민등록제
도에 의해 모듈J로 관리되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외국인 등록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모듈K를 채용해 갔다. 자율성이 높았던 주민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개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제 모듈C라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미 모듈J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 관리를 미세하게 조정함으
로써 모듈J를 유지했다.
사람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면 한일 쌍방에서 두 개의 대칭적인 움직임이 제국 해체에
의해 생겨났다고 여겨진다. 첫째 일본의 경우 국가에 정보제공을 의존한 아시아지역에
서는 네트워크가 미발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 귀환 현상이 발생하지만, 네트워크
가 발달했던 남북미이민은 거의 귀환하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둘째, 한국에서는 네트워
크에 포함되지 않고 강제노동에 의해 일본에 온 주민은 일본에서도 정보문제가 해소되
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귀환하지만,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제국성이 강한 시대에 일본
에 온 주민은 그 후에도 거주를 계속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모델이 예상하는 형태로 식민지제국 일본의 주민관리가 전개되는지 아래에서
검증해 보자.

Ⅳ. 모듈J의 형성
먼저 전전 일본의 주민정보관리 모듈의 내용을 확인해 두자. 일본은 주민정보관리 형
태로서 호적제도를 확립시켰다. 호적 자체는 나중에는 개인의 존재를 공증한다는 의미
에서 민법적 요소가 강한 제도가 되지만, 처음에는 그 이상으로 주민등록제도로서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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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즉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주민정보로서 주민을 이
에(家)에 귀속시키고 이에를 토지와 연관시켜 관리하였다. 신분 행위의 변경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가족의 주(主)인 호주가 그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둘째 주민의 이동은
寄留法에 의한 寄留簿로 관리했다. 기류부는 호적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주민이 이동한

경우 신속히 호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에 전달하게 되어 있었다. 셋째 호적과
기류를 관리하는 것은 시정촌(市町村)의 일반지방조직이었다.
한편 외국인 관리는 유럽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행했다. 1899년 내무성령
‘숙박 기타의 건’ 이후 외국인관리법제는 1918년 내무성령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건’,
1939년 내무성령 ‘외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에 관한 건’까지 일관해서 관리주체를 경
찰로 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 재류하는 경우 지방장관에게 재류허가를 신청
하고, 그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거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黑木, 1988, 12). 경찰서장
은 신고를 받아 외국인 거주등록부를 작성하고, 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였던 것
이다. 이 제도는 식민지 지배 하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조선총독부령 제189호 ‘외
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에 관한 건’ 1939년 11월 1일). 출입국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내무성 안의 外事경찰이며 1939년 이후 경시청 特高部에 두어졌다(大沼, 1978).
외국인 관리는 물론이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모듈
은 이전에는 없었고 메이지 시대에 형성되었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를 이하 壬申 호적제도의 도입과 변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결론을 제시하면, 일
본에서 주민정보관리 모듈은 메이지유신 전에는 신분 단위로 행해지고 있었고, 관리조
직도 사사(寺社, 절과 신사, 역주) 등 자율성이 높고, 행정과는 직결되지 않는 조직이었
다. 그것을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모듈C에 가까운 형태로 재편한 것이 임신호적이었다.
이 모듈은 징병 등 높은 목적의 운용이 곤란했기 때문에 1884년에 관리조직인 지방행정
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모듈J가 되었다. 이하의 검토를 통해 밝히려는 것은 국가에 대항
적인 사회집단의 중요성이다. 그들이 강력한 상황에서는 그들 없이 국가는 주민정보관
리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에 의한 주민정보관리를 저해하
기도 한다. 일본에서 모듈J의 정착은 촌락공동체의 퇴행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막부 말기의 국가－주민 관계, 임신호적의 목적과 그
형성과정에서의 국가－촌락공동체 관계, 징병을 둘러싼 국가와 촌락공동체의 대립, 모
듈J의 정착 순으로 설명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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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 말기 유신 기의 국가－주민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이 시기의 일본은 중앙정
부 이외에도 주민에게 사회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혼돈된 상황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국가에 대항적인 사회집단이 다수 존재했다. 첫째, 여전히
국토의 3분의 2를 지배하는 여러 藩이다. 戊辰전쟁 후 번의 권력은 쇠퇴했지만, 번은 자
기의 영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4) 번의 지배지역에서 유신 정부는 처음부
터 주민을 파악하지 못했다. 둘째, 촌락공동체이다. 촌락공동체는 에도시대 내내 정부로
부터 자율적인 존재로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생존전략을 제공해 왔으며, 막부 말 혼란 속
에 촌락공동체의 자율성은 더욱 강해졌다(松尾, 1986, 64; 中村, 1992, 61).
이 시기에도 주민정보관리 제도는 존재했지만,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호적제도와는 다
르다. 첫째, 제도는 신분에 따라 달랐고 주로 관리대상이 된 것은 피지배적 신분인 농민
과 상공업자였다. 그들을 관리하는 것은 ‘宗門帳’이라고 총칭되는 제도였다. 일반적으로
‘종문장’에는 종문장, 人別帳, 五人組帳이 있는데, 종문장은 원래 기독교도 단속 수단으
로 등장했고, 인별장은 부역 등에 주민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오인조장은 상호 감시에
의하 치안유지의 수단으로서 각 번에서 채용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지탱한 것은 번 권력
과 寺社이며, 일반적으로 사사를 통해 주민정보관리가 행해졌다(大石, 1959; 久武, 1988).
둘째, 주민정보의 수집은 징병 등 인적자원의 동원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주된 목적은
봉건적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을 토지에 속박하여 영주에 대한 반란을 예방하는 것
이었다. 그 의미에서 치안유지가 초점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정보관리조직은
사사 등이었는데, 그들은 촌락공동체에 의존하면서 형성, 관리하고 있었다. 영주가 설치
하는 村方三役 등의 행정기관도 촌락공동체로부터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임신호적(메이지 4년식 호적)의 목적과 편성 과정에서 국가－촌락공동체 관
계를 살펴보자.5)
1871년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 제도는 주민을 이에의 표현인 ‘호(戶)’의 구성원으로 삼
으며 호를 본적지라는 토지에 결부시킴으로써 주민을 관리하는 주민등록제도이다(村松,
1999). 호적이 주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순전한 신분등록제도가 된 것은 메이지기 후
반이며, 그때까지는 행정적 의미가 강한 제도였다. 종전의 제도에서 변화한 것을 보면,
첫째 족속별 등록주의에서 주소별 등록주의로 변화했다(山主, 1958, 51). 신호적은 신분
4) 井戸田(1993, 제2장)의 성씨(苗字) 법제연구에 의하면, 메이지 초기에 유신정부는 幕藩체제 하에서
와 마찬가지로 성씨의 인허가권을 행사하였지만, 번의 관할하의 주민에는 이것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것으로 대표되듯이 유신정부는 번에 대해서는 아직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5) 이하, ‘이에’제도연구회의 연구 업적에 근거해 호적제도형성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을 행한다.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243

별 호적편성을 중지하고, 가옥에 地番을 붙여 가옥 및 토지의 등록이라는 형태를 취했
다. 이것에 의해 士族과 평민의 차이는 사족, 평민 등의 속칭의 기록으로 한정되었다(福
島, 1969, 172). 둘째, 호적업무에 관한 신고는 호주를 통해서만 행해지게 되었다(福島,

1969, 179). 즉 호적을 통한 신분행위를 ‘호주’가 독점하게 되었다. 호적법에 따라 호주
는 이에에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유신정부는 메이지천황제 절대주의체제에 의한 국가통합이라
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고(山田, 1991, 157~158; 佐藤, 1985; 井戶田, 1993, 제1장), 그
일환으로서 호적편찬사업을 했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게다가 임신호적 편찬사업은
개인을 ‘戶’를 통해 파악하기 때문에 유신정부는 호적을 통해 ‘이에’제도를 확립했다는
견해(福島, 1959; 福島･利谷, 1959a), 호적편찬사업 안에 징세･징병이라는 자원동원의 구
체적인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山中, 1988)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는 아마 모두 맞다.
특히 인적자원동원에 의한 병력의 확보는 냉엄한 국제환경을 살피건대 당연히 주민정보
관리의 목적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대처였다고 봐도 좋다. 그것은 3부(府, 도쿄, 교토, 오사카, 역주) 개항지 대책에 대
한 기묘한 충실성으로 드러난다. 임신호적은 3부 개항지에 관해 제도 시행의 전해인
1871년 6월 29일까지 送入籍 수속, 기류조사, 여행･기류 감찰제도의 항목에 관해서 급속
히 시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福島 編, 1959, 32). 이것은 유신 개국 이래 농촌에서 3부
개항장으로의 인구이동과 집중이 생기고 있어, 그 단속이 지방관에게 중요하고도 당면
한 최대 급무였기 때문이다.6)
또 임신호적에는 감찰･기류 제도를 마련하여 사람의 이동에 관한 단속이 엄격히 행해
지고 있다(福島 編, 1959, 34~37; 福島, 1959). 戶長의 임무와 관련하여 말하면, 公私의
사무로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수행･봉공을 위해 다른 나라에 기류하는 사람을 모두 기
류부로 파악하게 되어 있었다. 기류자는 이동할 때 본관 관할청의 감찰을 소지했고, 기
류지의 호장을 통해 기류 관할청에 이름과 함께 감찰을 제출하여 기류지 관할청에서 새
로운 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 호장은 여행자･여인숙을 단속할 의무가 있었으며,
감찰조사를 토대로 숙박부의 검사･관할청 신고를 하고, 각 호의 현재 인원 구성을 파악
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이동을 사전에 알려 치안 문란을 예방하는 성격을 가
지고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1871년 1월 9일 히로사와(廣澤) 참의 암살이나 2월
6) 福島(1959). 또 이것과 관련하여 전 해에는 ‘3부 및 개항장 단속 심득(三府並開港場取締心得)’이
나와 해당하는 지방관에게 단속이 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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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야마구치(山口) 번 부대의 이탈 소동의 예에서 보이듯이 당시 불온한 치안정세로 인
해 임신호적으로 사람의 이동에 관한 기능을 충실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임신호적은 매우 결함이 많은 법률이었다. 호적법 편성에 참여했던 호소카와 준지로
(細川潤次郞)의 증언에 의하면, 법안 편성 초기에 원안은 더 장대했지만 실제로 편성되
는 과정에서 원안을 매우 압축했다.7) 이 법에서는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방식도 불명확
하고, 인구 조사의 전통과 임신호적의 원형이었던 교토부 호적 사법서(仕法書)의 선례에
의존하고 있어, 출생 사망, 신분 변동 등록 수속 규정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임신호적은
호적편성법으로서의 수속조차 빠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치안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사실 임신호적이 치안유지 이외의 목적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압축되면서도 치안유지 관련 부분만
은 압축에 따른 미비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유신정부가 당면 과제로
서 치안유지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면 유신정부가 호적법 제정을 서둘렀던 치안유지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山主
(1959)에 따르면 메이지 초기의 호적법은 脫籍浮浪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법이 말하는 “脫籍無産浮浪의 무리”란 정치적으로 스스로 무법자(outlaw)가 된 사람
들이며 그 다수는 사족으로 유신 정부 수립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유신
정부 성립 시에는 유신 정부의 지지 기반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신정부 정책을
방해하는 자이기도 했다. 탈적부랑 사족은 유신정부 그 자체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었
지만, 유신정부의 정책이 과거의 攘夷 이데올로기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3부
개항지에서 외국인 습격이나 요인 암살을 거듭하고 있었다(山主, 1959, 184 주2,3). 그들
은 각지의 하급 무사 급진파로 존황(尊皇) 이데올로기의 담지자였기 때문에 유신 정부는
정면으로 탄압･저지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행위는 통
치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탈적부랑은 금지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유신 정부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각각 있을 곳을 얻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원적을 복귀시키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山主, 1958, 32). 또 脫藩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등
일자리를 마련하였다(山主, 1958, 32). 이것은 1869년 2월 5일 ‘府縣 시정 순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조치는 復籍을 강제할 수 있어도 脫籍의 발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 여전히 많은 무적자(無籍者)가 나왔다(山主, 1959).
그러나 그 후 ‘탈적부랑의 무리’는 질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1868년 6월 25일, 1870년
7) 이것은 호소카와의 발언에서 추정할 수 있다. 福島, 1959 주 (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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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행해진 秩祿 처분에 의해 사족의 특권 회복을 요구하는 반동적인 ‘불평사족’의 등
장은 컸다.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1870년 9월 4일 ‘탈적무산의 무리 복적 규칙’이 제정
되어 탈적부랑사족 대책은 보다 처벌적 성격을 강화했다(山主, 1959). 그것은 새로운 ‘탈
적부랑의 무리’인 불평사족의 목적이 이전의 탈적 사족과 같이 자신의 주의 주장을 관철
하기 위해 3부 개항지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봉건 복귀를 원하는 반동주의로서
민란(百姓一揆)과도 결합되어 반동적 에너지로서 각지로 파급되어 갔기 때문이었다.8) 이
때문에 복적 수속에 의한 불평사족의 본적 송환 등의 형태로 반정부 활동을 억제하려는
종래의 정책은 한계를 보였고, 단지 3부 개항지만이 아니라 번을 포함한 전국 차원의 통
일적인 호적 제정에 의해 그들을 확정하여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던 반란을 억압하
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치안상황의 악화를 막는 수단으로서 전국적으로 통
일적인 호적 제정이 시급해졌다. 이것이 임신호적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신호적을 스스로의 힘으로 편성할 능력이 없었다. 廢藩置縣의 결과
생긴 府縣制 아래 호적법이 예정했던 호적 管區制가 실시되었다. 각 호적관구에는 區長
戶長을 관선으로 두고 公選으로 부호장을 두게 되었고, 세부는 지방관의 재량에 위임하

였다(大島, 1981). 여기에서 말하는 구호장은 정부의 의도로서는 단지 호적만을 편성하
는 戶籍吏로서의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구호장은 일반 지방행정기관이 아니
라 호적을 전담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위치지어진 것이다(福島, 1969). 유신정부가
호적 조사 기관을 종래 조직이나 기관 대신 새롭게 마련한 이유는 유신정부가 구 촌락
공동체에 불신감을 가져 村을 낙오된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과, 촌의 능력에 의문
을 느꼈던 점이 아닐까(福島, 1959, 181)싶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도와 달리 지
방관은 법령의 하달･징세 기타 일반 서정의 말단기관으로서 이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
존의 통치기관이었던 町村관리와 경합이 생겼다(大島, 1981). 그래서 1872년 4월에는 호
적법에 따른 正副호장은 區와 함께 폐지되었고, 庄屋･名主 등의 명칭을 正副호장으로 개
칭했다. 그런데 지방관 중에는 통치상의 편리를 위해 관할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大區 小
區를 두었기 때문에 1872년 10월에는 大藏省 포달로 그것을 공인하여 大區小區制가 성

립되었다(福島･利谷, 1959b). 이 과정에서 町村役人은 폐지되어 大區에 구장, 小區에 호
장이 관선으로 두어지고 公選으로 부호장이 여러 명 두어졌다. 소구는 여러 町村을 합친
것이었고, 다시 여러 소구를 합쳐 대구로 하였다.
이 개혁에 의해 자연촌인 종전의 町村은 區 속에 파묻힌 형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행
8) 농민 폭동(百姓一揆)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稲田 編, 1966, 114, 138, 土屋･小野(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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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무를 행하기 위해서 정촌의 기능은 살아남았다. 예를 들면 가미야 지카라(神谷力)의 아
이치(愛知)현 조사에 따르면(神谷, 1976, 제4장), 호장 아래에는 五人組에 근거한 伍長 중에
서 組 안의 사람들이 公選으로 임명한 組總代가 존재했고, 이들이 포달 철저, 호적 조사,
징세 등 縣廳에서 小區에 부과된 모든 행정을 수행하였다. 또 부호장에는 종래의 명망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호적 편찬 사무는 그들이 행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후쿠오
카(福岡)현에서는 부호장 아래 ‘保長’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부락문제연구소 편,
1989). 이렇듯 호적편성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촌락공동체를 이용하면서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치안유지의 목적을 넘어 정부가 임신호적으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자 했을 때
정부는 촌락의 강한 반발을 받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군의 창건은 주민으로부터의 징병을 필요로 했지만, 유신정부 하에서 징병제 도
입에는 다음 두 점에서 곤란이 따랐다. 첫째는 징병제가 주민의 반발을 부른다는 것이
고, 또 하나는 재정상 문제이다. 결국 국민군의 기초가 된 병졸로 장정을 모집하지 않으
면 안 되었지만, 장정을 국민군에 편입하면 그 만큼 유신정부의 주된 재원인 地租가 감
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1873년 징병령에서는 호주를 면역하
는 제도를 두었다(福島, 1969, 187~188). 그런데도 주민의 반발은 컸고, 1873년부터
1874년 12월까지 징병 반대 폭동(一揆)이 빈발했다. 1875년 이후 이러한 폭동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에 징병 기피가 임신호적법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면역
조항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주민은 호적법에 근거해 분가제도 등을 활용하
여 호주가 됨으로써 징병을 기피했다. 이 때문에 1878, 1879년에는 예정의 4%밖에 모을
수 없었다(福島, 1969, 189).
이 영향을 직접 받은 육군성은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였다. 육군성은 지방제도나 호주
면역 조항이 징병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징병문제는 지방제도의 문제가 되
었던 것이다(福島, 1956). 1873년에 성립한 대구소구제 아래의 관선 區戶長은 징병이나
지조라는 형태의 수탈을 행하는 국가를 대변한다고 간주되었고, 징병반대, 지조개정 반
대를 외치는 新政 반대 폭동의 와중에 촌락공동체에서 제기되어 반정부 행동의 표적이
되었다(福島, 1969, 182).
징병령 포고 직후 촌락공동체는 무사단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에 대항적인 능력을 가
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바라키(茨城)･미에(三重)에서 대폭동이 일어났을 때 오쿠보(大
久保)의 제안으로 유신정부는 촌락공동체에 대폭 양보하는 형태로 1878년 이른바 3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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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여 대구소구제를 폐지하고 郡村을 부활시키고 호장도 민선으로 했던 것이다
(福島, 1969, 182). 이것으로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크게 후퇴했다.
또 호적 첨삭은 지금까지 부현청의 호적관리가 했지만, 너무 번잡했기 때문에 1877년
에 이미 구호장 사무로 옮겨졌다(福島, 1969, 182). 따라서 호적 첨삭은 민선의 촌락 대
표적 존재인 구호장이 행하게 되었고, 징병 도피를 위해 호적을 바꾸는 것이 쉬워졌다.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정부의 호적관리 능력은 현저히 쇠퇴하였다. 이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은 육군성이다. 그래서 육군성은 징병 기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역조항의 삭제와 지
방제도의 개입을 실시해 갔다. 면역조항의 삭제는 1875년, 1879년, 1883년에 행해졌다.
이것에 의해 진정한 ‘호주’ 이외에는 거의 면역이 불가능해졌다(福島, 1969, 193~208).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육군성은 지방제도의 근간인 호장제도에도 간섭하였
다. 우선 1881년에 오야마 이와오(大山巖)는 호적법 개정 건의를 제출했다(福島, 1969,
213~215). 오야마는 호장 민선과 호장의 호적 첨삭권한을 비판했다. 호장 민선과 호장
권한에서 보이듯이 호적에 관한 권한이 국가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호적은 변조되고
징병기피가 횡행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이것이 1883년에 원로원에서 다루어졌
고, 다음 해인 1884년에 육군성 주도로 정촌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福島, 1969,
216~219). 이로써 호장은 다시 관선제가 되어 戶長管區制를 채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호장관구는 6개 정촌을 합친 것으로, 촌락공동체와 밀접히 관계하던 종래의 평민 호장
을 정리하여 사족 호장의 비율을 격증시켰다(龜卦川, 1955, 77).
그런데 종래라면 이상의 개혁을 실시하면 당연히 촌락 공동체 측에서 맹렬한 반발이
생겼겠지만, 이때는 그런 반발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왜일까?
이 점을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은 이시카와(1987)의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메이
지 10년대(1877~1886경) 호장은 이미 실력 있는 지방 명망가가 아니었다. 특히 1882년
을 경계로 호장의 질은 크게 변화하였다. 벌써 명망가는 지방의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났
고, 이류 삼류 명망가 내지는 청년 서생들이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명망가 가운데 일부
는 기생지주가 되어 정촌 행정에 관심을 잃었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마쓰카타(松方)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몰락하여 자가 경영에 급급하여 정촌 행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명망가가 이미 지방행정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는 촌락도 더 이상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자원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촌락은 독자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도 별로 없었고 조직적으로도 취약해졌던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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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듈C의 형성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다. 그에 앞서 1895년에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만
을 획득함으로써 일본은 본격적인 식민지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지만, 1910년은 그 경
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식민지화는 주민정보관리라는 점에서 몇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한반도 거주자 정보 관리이다. 구대한제국 臣民은 기본적으로는 일본국
민이 되었지만 그들을 어떤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때까지 외국인이었던 한반도 거
주 일본인을 이후 어떻게 취급하는가도 중요했다. 게다가 조약개정으로 치외법권을 없
앤 일본 본국과는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일본에 병합될 때까지 치외법권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관리를 둘러싸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했다. 둘째, 일본 국내에
서의 식민지인의 관리이다. 종래는 외국인이었던 식민지인이 일본 국민이 되었다. 그들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식민지화는 본국인의 식민지 이동과 식민지인의
본국 이동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식민지인을 본국에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는지가 중
요하다. 반대로 식민지화 이후 새롭게 식민지로 이동하는 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는지도 중요하게 된다.
단 인구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민지인의 관리이다. Ⅱ에서는 주민정보관리 모
듈의 선택에서 주민의 자율도와 목표 수준을 결정요인으로 들었다. 식민지가 된 한국에
서는 어땠을까? 木村(2000)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메이지 유신기 일본과 같이 촌
락공동체의 응집력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근세 일본에 비해서도 경제 상업화가 늦어진
것도 한 요인으로 주민이 국가의 사회경제정보에 의존하는 정도도 낮았던 것 같다. 한편
목적 수준의 경우는 메이지 유신 초기의 일본과 유사하여 우선 대책을 필요로 한 것은
치안유지였다. 또 장래는 차치하고 이 시점에서는 식민지인을 징병하려는 예정도 없었
기 때문에 목적 수준은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된 주민정보관리 기반은
모듈C였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정보관리를 둘러싼 움직임이 모델로부터 추정되는 대로인지 검증해
보자.

9) 이후 촌락재편과 명망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大石,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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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지인 관리
먼저 조선왕조의 주민정보관리기반인 호적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최(1996)에 의하면 조
선시대 호적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즉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과징하기
위해 호구수를 파악하는 것, 봉건적인 신분의 확인, 인민의 토지긴박에 의한 유랑방지이
다. 이것으로 봐서 조선왕조의 호적제도는 정부에 의한 인적 동원이라는 수준 높은 목적
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거듭해서 지적되었듯이 당시 호적
제도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호적은 3년에 한 번, 호주의 신고로 지방관
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호적의 신고는 곧 신분에 의한 용역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으로 이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五家統制라고 하는 일본의 五人組제도와 유
사한 근린 상호 감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패제를 도입하여
호적조사의 실효를 거두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특히 임진왜
란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은 호적제도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파탄시켰고, 그 재
건을 어렵게 했던 것 같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친족조직 등 주민 측에 국가 외에도 생존
‘생존전력’(Migdal, 1998)을 공급하는 사회집단이 존재했고, 이러한 조직이 부족한 주민은
노예 등의 형태로 양반 등의 지배계층에 개인적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정보를 국
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었던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도 이상은 높은 수준의
주민정보파악이었다고 해도, 봉건적 신분제도 아래에서는 실제로 국가 운영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 1896년에 제정된 호구조사규칙이다. 1894년부
터 외국의 영향하에서 시작된 근대화 개혁인 갑오개혁은 노비제의 폐지 등을 시행하였
는데, 그에 관련하여 종래의 호적제도를 교체하는 주민정보 기반으로서 실시되었던 것
이 호구조사규칙이었다(최, 1996). 신제도에서는 “전국적 戶數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하
여 인민은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을 균점한다”(호구조사규칙 제1조)고 되어 있듯이 호적
의 목적을 국세조사와 복지에 두었다. 국세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내용도 거주지주의로의
전환, 봉건적 신분관계 기재의 축소 등 구제도와는 큰 변경이 있었지만, 담당 행정기관
등 운용방식은 대부분 구제도를 인계하였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구래의 제도와 차이를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전히 국가에 의한 주민정보관리는 불충분한 상태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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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에 식민지인이 된 구대한제국 인민의 주민정보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실질적으
로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였다. 1905년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반도를 실질적인 세력
권에 편입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을 보호국화하여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 대
한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였다. 그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로서 둔 통감부의 지도 아래
1909년에 호구조사규칙을 대체하는 형태로 도입된 것이 민적법이었다.
민적법의 목적은 국세조사나 직접적인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에’와
‘이에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개인의 신분관계 등기제도로서의 체계
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 의미 내용, 형식, 공식 관리 수속, 관장기관은 일본의 호적제도
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일본에서 확립된 제도를 이입한 것이었다. 즉 관리단위는 이에이
며 관리기관은 일반행정조직이다. 그런 한에서 모듈J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래의 제도에서도 충분히 기능하지 않던 지방행정조직이 일본의 지배를 받자마자 기능했
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주민의 자율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리가 없었다. 한편 일본의
목적은 징병 등 인적 동원을 한반도에서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며, 매우 긴요한 과제는
독립이 침해되고 나아가 빼앗기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일본 측에서 보면 치안불안 요인
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래와는 별개로 당시는 일반행정조직을 정비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경찰력의 동원에 따라 주민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면
그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木村(1999)에 따르면 민적법 ‘민적부’의 작성･보관은 부윤･읍
면장의 책임이었지만 “현실의 보관･조사의 실태는 크게 달랐다. 예를 들면 ‘민적취급요
강’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내용이 실려 있다.
민적 취급
신분 호구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인민의 신고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경찰관리의 호
구조사에 중점을 두어 양자로서 그 완전함을 기하도록 한다
민적부
민적부는 경찰서･경찰분서의 직할구역 내에 관한 것은 각각 그 부서에서, 순사주재소의 담
당 구역 내에 관한 것은 각각 그 주재소에 그것을 갖춘다
각 담당 순사는 인민의 신고 및 호구조사에 의해 알게 된 변동 또는 오류를 민적부에 조회하
여 첨삭정정한다
구두신고서
구두신고서는 각 면장(면장이 없는 곳은 그에 준하는 사람) 아래에 비치하여 인민에게서 구
두 신고가 있을 때 면장은 거기에 그 요항을 기재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순사 주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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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한다
담당 순사는 면장에게서 받은 신고사항 중에 그 담당구에 관한 것은 그에 따라 민적부를 첨
삭하고 담당 구역외의 것은 그 소속 경찰관서에 송부한다.

이러한 민적사무의 실질적인 경찰관서에 의한 조사･관리는 실제로 1925년까지 계속
되었다”(木村, 1999).
민적법은 1910년 식민지화 후 잠시 일본의 호적법과 함께 적용되었지만, 1923년 ‘조
선호적령’이 시행되면서 또 한 번 개혁되었다(최, 1996). 호적행정의 관장기관은 부윤 또
는 읍면장으로 같지만, 사무감독을 행정기관이 아니라 관할지방법원장이 하고, 신분상
지위 변동에 관한 사항을 행정적인 재량에 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확히 공정히 취급하
려고 했다는 점이 큰 변동사항이었다. 또 조선호적령의 기본 골격은 식민지 지배에서 해
방된 후에도 존속하여 법 그 자체는 1960년에 호적법으로 개정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한국인 국적을 식별하는 기능을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주민정보관리기반은 호적제도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호적은 일본과 같이
개인을 토지에 결부시킨 이에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신분을 확정하는 제도이며, 그 자
체만으로는 사람의 이동을 관리할 수 없다. 전전의 일본에서도 그 때문에 사람의 이동
을 기류제도에 의해 관리했다. 식민지화된 조선에서도 민적 내지는 호적에 의해 사람
의 이동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숙박 및 거주 규칙’이 식민지화 후 곧 1911년에
도입되었다(大村, 1999). 이 규칙은 조선인 혹은 내지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주민이 본
적지(당연히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를 떠나 조선 내에 거주 혹은 숙박할 경우, 그
사실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본국의 기류제도와의 차이는 관리기관으로서 경
찰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과, 기류제도가 호적과 관련이 있었던 것에 비해 숙박
및 거주 규칙은 민적과의 관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가 중요하다. 조
선인에 관해서는 한번 본적지에서 이동해 버리면 국가는 그 주민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木村(1999)에 따르면 “경찰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병의 치안유지상 필요성
이었다. 경찰로서는 ‘요주의인물’의 거주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하여 더 이상의 제도
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의욕이 부
족했다. 당면 초점인 한반도의 치안유지에 대처할 정도면 그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25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2. 내지인 관리와 외국인 관리
이제 내지인과 외국인 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조선왕조 시대와 대한제국기의 큰 특징
은 내지인도 외국인이었던 것, 외국인은 치외법권 하에 놓였다는 것이다. 즉 모두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등 조약에 의해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외
국인은 영사의 관할 하에 두어져, 개항지, 거류지, 조약상의 間行里程 안에서는 여권 심
사가 없었고, 내지를 여행하는 경우도 영사가 발급한 여행증서를 소지하는 것으로 여행
이 가능했다(법무부, 2003, 12~13). 실제로 그들이 거주했던 것은 대부분 거류지이지만,
거류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실제 거류했던 것 같다(木村, 1989). 그러나 거류지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류한 일본인과 일본정부의 관계를 축으로 非조선인의 관리
가 어떻게, 왜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자.
1905년 조선통감부 발족을 전후해서 한반도에는 관료나 경찰 등의 형태로 지배자로서
일본 본국인이 이동했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일본인이 한반도를 여행하고 거주하기 시
작하였다. 그들은 “상업을 중심으로 한 생업적 도항”이 중심으로, 주로 서일본을 중심으
로 한 상승지향의 “메이지 전반기의 경제 변동 하에서 몰락한 상인･사족･빈농이 진출의
주체”(木村, 1989, 30)였다. 특히 해상운송업자가 중심이었다. 그들은 일본 국내에 넓은
상업적 네트워크를 가진 동시에 이른바 ‘無産無賴의 무리’와도 접점이 있었다. 그들의 존
재는 조선을 세력권 내로 넣고자 하는 일본정부로서 고마운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
편한 측면도 강했다.
정부가 당초 조선에 진출을 후원하고자 했던 것은 거대 자본이었다. 일본 국내에서
성공한 그들은 정부의 관계도 좋아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내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반도 약한 조선으로의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그를 대신하여 진출한 것이 앞서 언급했던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개항지에 모여 살며 무역이나 그 주변 활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한반도 내에
깊이 들어가 행상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반도 내의 라이벌인 청국상인과의 대
항에 정부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받았고 거류 일본인도 정부의 지원을
활용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는 전쟁에서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전쟁이란
자신들의 존폐가 걸린 동시에 큰 비즈니스 기회였다. 이 점에 주목하면, 高崎(2002)가 말
했듯이 그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 침략에 협력하는 ‘풀뿌리 침략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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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일본정부에게 골치가 아픈 존재였다.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자인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고 일본정부의 정책과 합치되는 한 협력하
는 데 지나지 않았다. 실제 그들은 정부에게 좋은 행동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조선
인과 충돌하여 종종 정치적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외국인 조선에서 일어났기 때문
에 국제문제화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었지만 상업적 네트
워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제사회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불리한 경우 정부의
방침에 반하여 반도에서 철수도 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적 국가로부터 자
율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높은 상인을 중심으로 개항지 등에 형성된 거류민 사회는 일본정부
로서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다. 거류민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활동거점이고 그들의 활발
한 활동이 청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과 경쟁할 필요상 중요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
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는 존재는 아니었다. 청일전쟁
후 거류민단은 일본 국내의 市町村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고, 독자적인 과세권한
을 가지고 거류민 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자주적으로 시행해 가게 되었다(木村, 1989).
1896년에 거류민단장을 공선으로 선출하게 되었고, 1905년에는 거류민단법 제정으로 민
단이 법인화되어 과세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실질적인 자치체가 되어 갔다.
그러나 원래 자율성이 높은 주민으로 구성되는 거류민사회의 자치는 정부로서 바람직
한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행정관
리를 공공연하게 대량으로 배치하게 된 이후, 거류민의 존재 가치는 급속히 낮아졌다.
게다가 일본정부와 거류민 사이에는 심각한 의견 대립도 있었다. 淺野에 의하면 보호국
인 조선에 대한 일본의 방침은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드는 ‘자치육성책’이었고, 거기에서
거류민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특권은 장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 제일은 치외법
권이며 독자적인 자치조직이었다(淺野, 2008, 제2편 제2장~제3장). 초대통감 이토 히로
부미(伊藤博文)는 거류민에게 치외법권 폐기를 제안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1908
년 민단장 관선 제안에 대해 거류민 사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조선 식민지화 후인
1911년에는 거류민단의 폐지와 자치체계로서의 부제 시행에 의한 민단조직의 통합을 시
행하고자 했다. 대한제국이 맺은 불평등조약이 식민지화 이후 일본 정부의 교섭에 의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거류지 그 자체가 폐지되는 이상 일본령이 된 조선에서 거류
민단의 존재는 부자연스러웠다. 민단의 폐지는 식민지화의 효과로서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거류민 사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본국인과 식민지인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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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특권을 잃는 것이다. 자치가 존재하는 거류민
사회를 자치가 존재하지 않는 조선인 사회에 맞추는 것은 자신들을 비문명적으로 취급
하는 것이며 본국인으로서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여 반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 이해할 만한 것이다.
거류민단의 폐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본국인의 자치조직을 허용하는 등 가능한 한 그들
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 지방조직과의 통합은 일본
정부로서 좋은 기회였다. 정부에서 보기에 귀찮은 존재인 거류민 사회는 가능하다면 해체
하고 조직적 응집성을 약하게 하여 거류민을 총독부에 종속된 존재로 두는 것이 좋은 계책
이었다. 1913년 마침내 거류민단은 해산되어 府制에 통합되었다. 단 민단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일본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조합’에 이관되었다. 이
후 그들은 부제에서의 정치에 참가하게 된다(강, 2001, 152~153). 법적으로는 ‘숙박 및 거
주 규칙’에 의해 식민지인, 외국인과 같이 경찰에 의해 주민정보를 관리받게 되었다.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사람의 이동은 앞서 설명한 상인을 중심으로, 거류민 사회의 중
핵을 형성한 사람들이나, 관료나 경찰 등 통치기구 담당자로서 조선에 오는 사람들 외에
개척농민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통치기구를 담당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한 편이나 거류민 사회의 사람들은 자율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던 과정으로 그들도 자율성이 낮아졌다. 나머지 개척농민은 어
땠을까? 간단히 말하면 그들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들은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 농민 이동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민한 사람들이었다. 일본정부는 일본
의 고도의 농법을 조선 농민에게 전달･계몽하는 효과 외에 본국의 잉여인구 해소, 본국
과의 정신적인 일체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때문에 1908년 설립된 동양척식이라는
국책회사를 통해 혹은 민간회사에 의해 이민모집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농업이민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이민한 사람들은 농가의 차남 이하가 중
심으로, 농업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의욕이라는 면에서도 정부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했고, 자립은 곤란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할 수도 없었다(轟, 2007). 식민지인인
조선인과의 화합이 진행되어 정부로부터 자율적으로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간
것도 있지만(轟, 2008), 대부분은 자율성이 낮은 채였다. 즉 한반도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체로 국가로부터 자율성이 낮은 상황에 처했다. 36년간에 이르는 지배 동안 식민지조
선에서 태어나고 자라 본국에 고향이 없는 2세, 3세 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지만, 이러
한 사람들도 국가에 의존적이었다는 점에 차이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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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듈J와 모듈C의 공존
일본은 조선, 대만 등의 지역을 식민지로 함에 따라 식민지제국으로 변모하여 갔다.
따라서 당초 법역을 국내에 하나밖에 가지지 않는 ‘국민국가성’도 변질하고, 복수의 법
역을 가지는 ‘제국성’으로 국가의 성격도 바뀌었다. 국가와 주민의 관계도 식민지제국화
로 크게 변화했다. 메이지유신 후의 혼란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
진 주민에게 자원동원이라는 높은 레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정보관리를 하기 위해, 일
반지방행정기관을 관리조직으로 하고 관리단위를 토지에 결부시킨 이에로 하는 모듈J를
채용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라는 낮은 수준의 목적을 가진 정보관리에 대응
하여 관리조직을 경찰로 하고 관리단위를 개인에 두는 모듈C를 채용했다. 식민지제국화
이후에도 본국에서의 주민정보관리구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식민지화된 조선에서
는 치안유지라는 낮은 수준의 목적을 가진 주민정보관리를 행하기 위해 경찰(공식적으
로는 일반지방행정기관)을 관리조직으로 하고 관리단위를 이에로 하는 모듈C를 채용하
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리단위를 개인으로 하지만 같은 모듈C를 채용했다. 모듈 채용
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형성된 주민정보관리구조의 이식을 목표로 한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일반지방행정조직이 강고하지 않아서 같은 모듈을 적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었다. 더구나 조선에서의 주민정보파악 목적에는 징병 등의 자원동원이 포
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에 의한 정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
다. 그러므로 당면한 목적인 치안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조직이 대신 주민정보관리
를 하였다. 식민지인에 관한 주민정보관리는 결국 일반지방행정조직에서 하도록 예정되
어 있었고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완전히 경찰이 손을
뗄 수도 없었다.
이처럼 양측에서 다른 모듈을 채용하는 것과 두 지역이 하나의 제국을 구성하는 것은
주민정보관리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후자는 일본 본국과 식민지조선 사이의
사람의 이동을 활발하게 한다. 모듈의 차이는 이런 이동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즉 식민
지의 본국인 관리와 본국의 식민지인 관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중 본국인의 조
선 이동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식민인의 본국 이동에 대해 약간 설명하고
자 한다.
다른 法域 사이의 사람의 이동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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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역을 지역으로 하는 속지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하나는 법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규정된다고 하는 속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치외법권 등은 후자에 해당하며 일본 국
내에서는 조약 개정으로 속지주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淺野(2004a)에
따르면 다른 法域 사이의 법 적용문제를 해결하는 1918년 제정의 ‘공통법’에 의해 일본
은 식민지간에 극히 속인주의에 가까운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즉 본국인은 민사법,
형사법에 대해 본국 법률을 적용하는 데 비해 식민지인은 각자가 속한 식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본국인과 식민지인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공
통법은 그 사람의 본적지로 하며, 본적지의 이전을 외국인의 귀화와 같은 수준으로 어렵
게 했다. 이것은 식민지화 이전에 본국인이 치외법권에 의해 가지고 있던 특권을 사실상
계속하는 것이었다. 주민정보에 대해서 말하면, 본국인이 호적법과 기류법에 의해 관리
되는 것에 비해 조선인은 조선민적령에 의해 기본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러한 법체계에
대해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는 찬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는 “조선 병합
에 따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를 지지했는데,
국적법상 귀화에 준하는 수속을 하게 되면……치안을 악화시킨다”(淺野, 2004b, 85)고
하였다. 그러나 본국 사법성은 반대했다. 이 반대의 논리에는 식민지인의 징병으로 이어
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있어 결과적으로 轉籍을 인정하지 않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
던 것이다.
다만 본국 정부는 이러한 속인주의를 과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른 법역을
포함하는 제국성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위화감을 가졌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 후 제2
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본국의 법률을 식민지에도 적용하여 식민지의 독자적인 법영
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갔다. 대만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 형사법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본국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차
본국법이 직접 적용되어 갔다. 하라 다카시가 그랬듯이 정치적으로도 내지연장주의 움
직임이 존재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국정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방향성
이 존재했다(成田, 2007).
그러나 실제 일본 본국에서의 식민지인 주민정보관리는 식민지화 이전을 계승하여 경
찰에 의해 행해졌다. 그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되었지만 일본 본국에 거주하여도 모듈
J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국으로의 도항시 종종 경찰은 도항허가증명을 요구했
다(外村, 2008). 증명의 필요 유무는 시기에 따라 달라 재량적으로 영속적인 규칙에 근거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에 따라 일본국적 보유자이면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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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식민지 제국에는 많든 적든 보이는 현상으로 일본 특유의 것
은 아니다.
초기 조선인의 일본 이동 형태는 다른 나라에도 보이는 전형적인 식민지인 유입형태
이다. 한반도에서의 궁핍과 본국 내부에서의 저임금 노동력 수요가 자주 지적되지만, 이
런 밀기(push) 요인과 당기기(pull) 요인이 사람의 이동을 일으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이
는 현상이다. 그들이 도시부에 집중하고 이동 후에는 주로 도시 잡업층에 속해 불안정한
노동조건 하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존재는 본국인의
도시 잡업층과 경합한다. 그 때문에 본국의 경기가 악화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다양한 알
력을 본국인과의 사이에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차별적인 배외 행동으로 연결
되기 쉽다. 한편 여러 가지 차별에 노출되는 데다 국가로부터 경제사회 정보 제공도 받
지 못하는 그들은 독자의 상조 네트워크를 발달시켜, 집단거주에 의한 거주공간 확보,
고용정보 유통, 출신지와의 연결 회로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식민지인의 이동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에 의해 일본 본국에서의 조
선인을 둘러싼 상황은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은 공업화가 진전되어 도시에서 노동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동시에 다이쇼(大正) 데모
크라시의 움직임으로 민주화의 진전이 보이는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조선인을 끌어 들
이는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배외적 사회 움직임과 정책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본국인보다 더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조선인의 존재는 도시 잡
업층에 속한 사람들의 반감을 사서 간토(關東)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연결되는
먼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그들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지면
정부는 노동력으로서의 조선인 유입을 억제하고자 도항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일본 본국은 아직 공업화의 도상으로 국내에 과잉 노동인구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보
다 강하게 이런 경향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남북미 대륙으로 이민한 일본인 사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주한 일본인들이 북미와 남미에서 받은 취급이 일본 본국에서 조선인
이 받은 취급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은 일본 고유의 현상이라고 파악하기보다 이민
이라는 현상이 가진 특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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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시체제
1. 조선의 변화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본격화했고,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 미국과의 전쟁도 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선을 확대한 일본이 직면한 문제의 하나는 병력이었다. 그 때문에 일본정
부는 일본 본국에서 징병을 널리 행했는데 그 결과 본국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병력도 본국인만으로는 부족하여 식민지인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지금까지처럼 치안유지 이상의 높은 목적을 갖고 주민정보관
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즉 식민지인에 대해서도 모듈C가 모듈J로 주민정
보관리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구조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은 조선호적령과 숙박 및 거주규칙 사이의 관
련 결여였다. 조선인은 호적령에 의해 국가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었지만, 호적령에 의해
호적에 기재된 본적지는 일본본국의 호적과 같이 그들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
어서 이동하는 경우 본적지와 현주소는 괴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기에 들어
인구 유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본적지와 현주소의 차이가 현저하게 되면, 호적령에 따라
조선인 주민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불충분하게 된다. 현주소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
이 숙박 및 거주규칙인데, 일본 본국 거류법과는 달라 지금까지의 식민지조선에서는 서
로 간에 관련이 없었다.
양자를 관련지어 체계적인 주민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듈J는 1942년 朝鮮寄留令
에 의해 구축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조선에서의 징병제도 실시였다. 조선에서도 총
력전체제 하에 1945년을 목표로 징병제도의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종래의 모
듈C로는 주민의 정확한 거주지를 비롯한 주민정보가 부정확한데다가 호적과 숙박규칙
신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어 정확한 정보를 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원은 조선인을 언제까지나 식민지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
다. 일본 정부는 그들을 본국으로서 취급할 필요에서 본국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참정권
을 부여하여 1945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국인으로서 취급
하였기 때문에 한층 더 동화정책이 강화되었다. 1939년 호적령 개정에 따른 이른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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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개명도 그 일환이다. 이런 움직임은 1918년 공통법 제정 시에 장래 시점에 예정되어
있던 법역의 통일 움직임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본정부 주민관리는 제국성에서 국민국
가성으로 중점을 대폭 이동시켰던 것이다.

2. 일본의 외지인 관리 변화
일본 본국 국내에서의 조선인의 주민정보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듈C에서 모
듈J로의 전환이 생기고 있었다. 그 열쇠가 된 것이 協和會였다.
협화회는 간토대지진때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재류조선인이 일본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 그들의 보호･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광역자치체
및 경찰 간부가 조직의 중추에 자리 잡고 특고경찰의 조선인 담당경찰과 그들의 지도를
받는 조선인이 실무를 담당했다.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현에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명칭도 부현에 따라 다르고 사업내용도 같지 않았다. 특히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최
초로 단체가 설립된 오사카(大阪)부 협화회가 모델이 되어 그 후 각 부현에 보급되어 갔
는데, 초기에는 경찰에 의한 미봉적인 대처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화회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꾀한 것은 樋口(1986)에 따르면 재류조선
인에 대한 사회주의 운동 침투 때문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움직임을 전후해서 일본
사회개조의 한 조류로서 사회주의 사상이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여 노동운동도 활발해
졌는데, 재류조선인은 그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였다. 그 상징이 1922년 이후 각지에서
설립된 조선인 노동조합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시위와 파업에 참가하며 사회주의 운
동의 주도세력의 하나가 될 정도의 동원력을 가지고 있었다. 재류조선인에게는 선거권
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일부는 그것을 무산정당 후보자에게 행사하여 무산정당
의 국회진출에 공헌했다(松田, 1995). 따라서 치안문제에서 그들에 대처할 필요가 높아
졌던 것이다. 1934년 일본정부는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을 결정하고, 재류 조선인에
관한 최초의 통일적인 방침을 보였다(樋口, 1986, 27). 이 방침은 쇼와(昭和) 공황 하에서
재류조선인의 급증이 일본 국내 실업문제를 심각화하고 사회문제화한 것에 대응하는 것
이었는데, 이미 재류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조직화를 통한 통제, 거주지역의 치안
유지 강화와 권력에 의한 지도 강화를 통한 동화를 강화하였다(樋口, 1986, 30). 그것을
담당한 것이 협화회이다. 협화회는 새로운 방침을 받아 재편 강화되고 협화회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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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단체는 조선노동총동맹과 같이 해산시켜 갔다. 대신에 협화회는 경찰의 전면적인
개입 아래 재류조선인을 통제하고 교풍회 등의 하부조직을 통해 그들의 통제･동화사업
을 추진해 갔다. 각지에서 협화회의 설립이 잇따랐지만, 지방에는 협화회의 활동 지원에
서 온도차가 있었다(樋口, 1986, 79). 이 시점에서 협화회를 통한 경찰의 통제는 치안유
지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부현에서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0년대 후반에 일본 국내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게 되고 그 공급원으로서
재류조선인에 주목하게 된다. 경찰에 의해 조직된 협화회는 그를 위한 절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시작이 1939년 중앙협화회의 설립이다. 그때까지 격차가 있던 각지의 협
화회를 통제하는 존재로서 중앙조직이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다. 이 이후 협화회는 전국
에서 같은 형식을 가지고 조직화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후원한 것은 1939
년 10월 후생성 사회국장, 내무성 경보국장 연명으로 제출된 通牒 ‘협화사업의 확충에
관한 건’이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노
동자의 강제동원이 결정되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협화사업의 획기적 확충이 도모되었다.
재류조선인에게는 협화회 회원증이 배포되어 항상 휴대할 의무가 부여되었다(樋口,
1986, 101). 경찰은 이에 맞춰 관할관구의 조선인을 포함한 식민지인의 변동을, 일반 행
정기관의 호적･기류 업무와 같이 정확하게 관리하게 되었다(樋口, 1986, 106). 이 관리체
제는 경찰을 관리조직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단위를 개인으로 한 분명한 모듈K이다. 주
민정보관리의 목적이 치안유지에서 자원동원으로 바뀜에 따라 보다 정확한 관리구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재류조선인 주민정보 관리는 불충분하여 그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은 곤란했다. 그들은 도시 잡업에 계속 종사했고, 동화정책에도 예를
들면 자택에 가미다나(神棚)를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던 것
이다.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그들에게는 경제사회정보에 관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어 정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직업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들 대부분은 도시부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거나 음식 등의 곤란에 직면하여도 동포
의 제공으로 생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본인과 섞여 사는 것도 적었기
때문에 모여 사는 지대 내부까지 실제로 경찰이 직접 통제하는 것은 곤란했다. 일반지방
행정조직이 아니라 경찰이 정보관리를 담당했던 것은 이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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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에 따르면 재류조선인의 동원은 낮은 수준에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한

층 더 한반도에 재주하는 조선인 동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일본인은 국민징용령 등으로
이미 한계까지 동원되었기에 재류조선인의 동원이 낮은 수준에 그치게 되면 식민지의
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식민지인 조선인은 일본국내 사회정보를 잘 알
지 못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
다. 그러나 그들도 재류조선인과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는 도망을 쳤다. 네트워크에 의해
경제사회정보를 채울 수 있으면 그들은 보다 좋은 직종으로 전직을 할 것이다. 실제 도
망은 더욱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樋口, 1986, 186) 일본정부는 한층 더 강제동원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종전 때 2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본국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Ⅶ. 종전
1. 귀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 제국 일본은 해체되었다. 핵심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일본 본국과 조선, 대만은 각각 분리되어 별도의 국민국가로서 내딛게 되었다. 제국의
해체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수반했다. 식민지에 이주해 있던 일본인은 일본으로 귀환
했고, 일본에 이주해 있던 조선인의 상당수가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귀환은 한결같지 않았다. 한반도의 일본인은 거의 전원이 귀환했다. 당시 한반
도에는 이미 조선 거주 2세, 3세가 태어나 일본 본국의 땅을 본 적도 없는 세대가 등장
했지만, 그들도 일본으로 돌아왔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만
주 지역 등 아시아 각국에 이주해 있던 사람들도 서둘러 일본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똑같이 일본에 기원을 가진 이민이라도 남북미 대륙에 이민한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에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본에 머물러 일본 최대의 외국인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전후 시기의 주민정보관리와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은, 왜 이러한 차이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그리고 같은 일본인 사이에 생기는가이
다. 본고의 모델로는, 사람의 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모델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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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경제사회 전체 관한 정보가 무엇에 의해 제공되는가가, 국가에의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것이 네트워크에 의해 혹은 국가 이외의 사회집단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주민은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고 주민 측에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경우 주민은 국가에 의존하며 네트
워크 발달이나 다른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정보제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는 경우 주민은 만일 큰 사회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지를 바
꿀 필요가 없다. 거주지 이동은 곧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자기와의 관계성이 없는 사회로
의 이동이다.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거주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익을 가
져오기 때문에 이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다. 한편 국가에의 의존이 강
해 현지 사회에의 관계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 그들로서는 거주를 계속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비호가 있는 한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 거주를 계속할 우위성은
소멸되어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이상의 모델이 가져오는 함의로서 조선과 일본의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제국 해체까지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
로 정보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거주를 계속할 이유가 사
라진다. 향후 그들의 생존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일본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이므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귀환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한편 남북미 대륙으로 이민
한 사람들은 이민 후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현지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
로 정보문제를 해결해 왔다. 따라서 예컨대 일본이 패전했다하더라도 그들로서는 귀환
할 어떤 이유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거주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戰時期에 강제동원으
로 일본에 간 사람들은 현지 사회와 네트워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그들은
원래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더 이상 강제의 테두리가 없어
진 이상 그들은 앞 다투어 귀환을 했을 것이다. 한편 전시 이전에 일본에 가서 현지 사
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귀환으로 얻는 이익은 전자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 잃는 이익은 크다. 그러므로 거주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귀환에 대한 이들 이민자의 선택은 모델의 예측에 거의 부합한다. 在朝일본인의
귀환부터 살펴보자. 일본의 패배로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 미군은 무장해제된 일본군 및
일본인의 본국송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한반도에는 약 70만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약 20만의 일본군이 존재했다(森田, 1964, 7, 25). 전쟁의 패배로 많은 일본인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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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둘러 귀환했다.
이에 대해 미군 및 미군정청은 일본군의 무조건 귀국을 명령하고 용무가 없는 일본인
에게 빠른 귀국을 권고했다(森田, 1964, 352~354). 미군정청은 해방의 기쁨에 들끓는 조
선인이 일본인에게 위해를 끼칠 것을 경계하여 일본인을 가능한 한 보호하며 송환도 전
면적으로 미군에 의해 행하기로 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에 대한 연락은 일본인
의 상조 조직으로서 각지에 결성된 일본인 世話會가 하게 되었다. 즉 일본인의 송환은
일본인 민간조직과 미군정청에 의해 행해졌고 조선인사회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일본군의 송환은 미군이 직접 담당해 미군의 진주와 함께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송환
이 거의 종료되던 10월부터 민간 일본인의 송환이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재류를 희
망하는 일본인을 인정할지 아닐지 미군정청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1946년 1월 22
일에 일본인 총귀환을 명령하여 군정상 불필요한 일본인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어
1946년 3월에 완료되었다(森田, 1964, 391). 이후 1946년 이후 한반도 북부에서 탈출한
일본인의 송환이 남았지만, 이런 송환도 1947년에는 거의 완료했다.
일본인의 귀환에는 미군의 귀환정책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계속 재류하고 싶은 일
본인이 있었다 해도 미군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재류하는 일본인은 적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인은 만주를 비롯해 아시아의 다른 지역
에도 이주해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점령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퇴거를 명령받았던
것도 아닌데도 한결같이 귀환을 하고 있다(淺野･大沼, 2004, 353). 그들과 다른 사정이
재조일본인에게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패배, 그것에 의한 일본정부 지배의 소실
은 그 만큼 현지의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조선총독
부에 의해 정보 비용 문제를 해소해 온 재조일본인에게 총독부 해체는 치명적이었다. 그
들은 현지에 자산이 있다고 해도 귀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남북미 이민과 크게
다른 점이다. 후자는 지금부터 얘기할 일본 잔류를 결과적으로 선택한 재일조선인의 패
턴으로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해 현지에 쉽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종전 직후 일본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재일 외국인 중에서 월등히 수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용 가
능한 배편으로 귀국하는 것이 허가 없이도 허용되었다(竹前･中村, 1996, 21). 그러나 귀
환을 서두른 조선인 다수가 규슈(九州)와 시모노세키(下關) 지방에 집결하여 공중위생 등
의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GHQ는 10월 정부에 명령하여 외국인의 무허가 도항을
금지하고 혼잡이 다스려질 때까지 조선인을 주소지에 머무르게 하기로 하였다(竹前･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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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 1996, 21)

일본국적을 보유하지만 포츠담 선언에 의해 민족해방이 명시된 재일조선인의 존재는, 그
지위의 확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GHQ로서도 귀찮았다. 점령 직후 GHQ는 그들의 취급에 대
해, ‘초기 대일 방침’(SWNCC150/4/A)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차별 철폐 이외에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도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법적지배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의혹스러워 했다(金, 1997, 208). 이에 대해 재일조선인은 해방으로 자신들
이 일본의 법적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본에서 불법 내지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 탄광 노동자의 귀환운동을 둘러싼 경찰과의 충돌 등은 그 예이다(김, 1997,
130~136).
1945년 11월에 GHQ는 그들을 ‘해방민족’으로 취급할 것을 명시한 ‘초기기본지
령’(SWNCC205/1)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드러난 조선인의 지위보장은 치안유지문제
와 서로 충돌하게 된다. GHQ는 ‘해방민족’으로서 재일조선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재일조선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치안유지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GHQ는 당초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이 귀국하리라 생각하고 일정한 보호를 가하기로
했다. 보호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통합참모본부는 ‘재일난민’(SWNCC205/1)을 발송
하여 귀환을 위한 보급과 시설 비용, 승선료, 철도운임 등을 일본이 부담하라고 지시했
다(김, 1997, 163).
이리하여 재일조선인 귀환을 위한 체제가 1945년 말에 정비되었다. 1945년 11월부터
개시된 계획적인 송환은 이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런데 연말부터 소환센터인 地
方引揚援護局에 쇄도하던 자발적인 귀환자의 무리가 없어졌다. 대신 송환을 희망하는

자를 찾아내고 속히 송환을 장려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竹前･中村, 1963).
그래서 GHQ는 2월에 일본정부에 명하여 모든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류큐인(琉球
人)을 등록하고 송환희망자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GHQ의 지시에 따라

3월 17일까지 등록을 행했다. GHQ는 등록자료를 참고하여 귀환계획을 작성하여 3월부
터 본격적인 집단 귀환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귀환을 희망하면서 당
국의 귀환통지에 응하지 않은 재일조선인이 다수 드러나 귀환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
았다. 즉 상당수의 재일조선인이 당국이 설정한 기간에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재류
한 것이 밝혀졌다. 1946년 12월 재일 외국인의 집단 귀환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이 시점
에서 60만 명 전후의 재일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森田, 199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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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서술에서 재일조선인은 빨리 귀환한 그룹과 귀환을 주저하여 결과적으로 잔류
를 선택한 그룹으로 나뉜 것이 분명하다. 재일조선인 가운데 징용에 의해 일본에 온 사
람들은 네트워크도 없기 때문에 정보 비용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아무 주저
없이 즉시 귀국을 선택했다. 한편 전시기 이전에 온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트워크가 끊어진 본국에서의 생활이 보다 곤란하다고 상상
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은 전후 일본에의 재도항 문제에서 방증된다. 재일조선인 중에는
일단 본국으로 귀환하였지만 다시 일본으로 도항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뒤에서 서
술하겠지만 전후 일본을 관리한 GHQ는 외국인의 재류를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 도항한
그들은 불법입국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도항한 것은 본국에서의 생활 재건이 곤란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본국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이유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혼란이 있었어도 대부분의 조선인은 본국에 머무르고 있다. 그들이 다시 도항
한 것은 그들에게 네트워크가 있는 일본사회 쪽이 생활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추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2. 모듈 변화
식민지 제국의 해체와 그에 따른 귀환은 그 후 일본과 한국의 국가－주민 관계를 크
게 변화시켰다. 귀환의 비대칭성은 한국에서 재류일본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재류한국･조선인 문제를 일으켰다. 해체 즉 2개의 다른 법역의 분리로 일본
에서 외지인(조선인)은 외국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껏 외지인이었던 사람들을 외국인
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고 그 곤란함은 전후 재일한국･조선인 문제의 근원이 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주민정보관리에 관한 국가 목적의 변화이다. 헌법에 따라
군사력의 보유가 금지되어 징병제가 폐지된 일본에서는 목적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인 한국은 반대로 징병제를 새롭
게 만들어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조건에서 필요로 되는 모듈은 일본의 경우 보다 수준이 낮은 모듈C가 좋고, 한국
의 경우는 보다 수준이 높은 모듈J 또는 K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듈은 구축
을 위한 초기 비용이 있고, 한번 구축하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된 모듈의 유지관리는 쉽
다. 일본의 경우 모듈J가 그런 이유로 유지된다고 추정한다. 한국의 경우는 목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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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필요하므로 종래 모듈C로는 불충분하다. 단 주민 열 중 하나가 본국 밖으로의
이주를 식민지시기에 경험하고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남북분단 등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동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민정보관리단위를 가족으로 하는 것은 부
족하여 개인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관리구조 즉 모듈K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외국인 관리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같은 모듈C라도 외국인 집단의 유무가 대응을 나
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재일한국･조선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치안유지 대상
이며 낮은 수준의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단위를 개인으로 하고 관리조직을 경찰로
하는 것이 본고의 모델에서 도출되지만, 경찰을 관리조직으로 하는 것이 GHQ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이나 기류 관리에서 경험이 있는 일반지방행정조직이 관리조직
으로 되었을 것이다. 관리단위는 개인이지만 전쟁 전의 협화회에서의 관리체계를 선례
로 한 개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 생각될 수 있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그 체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귀환에 의해 외국인 집단이 한국사회에 존재하
지 않는 상황 하에서 외국인관리제도를 만들어 가게 된다. 한국에서도 미군에 의해 경찰
에 의한 관리가 부정되는데, 외국인이 적은 탓에 미국이 도입하고자 한 외국인관리전문
담당조직인 출입국관리조직에 의한 일괄관리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내국인 관리
한일 양국의 본국인 관리에 대해 설명하자. 제국이 해체했다고는 해도 정부가 존속한
일본에서는 제도의 큰 변경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하여 정부를 새
롭게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주민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어 큰 제도 변경이 예상
된다. 그래서 내국인 관리는 한국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간단히 봐 두자. 전쟁 전에 이미 모듈J를 확립했던 일본의 주민정
보관리구조는, 호적에 의한 일본인 신분 공증과 현주소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주민등
록을 모두 일반지방행정조직에서 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전후에도 승계되었다. 전전과
같은 징병제가 없어진 이상 주민정보관리의 목적은 낮았지만, 일반지방행정조직에 주민
정보관리의 암묵적 지식(暗黙知)이 형성되어 있는 한 새로운 조직으로 관리를 옮기는 것
은 오히려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관리단위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였다(이하 村松, 1999). 전전 일본은 산업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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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구의 유동성이 높았다고 해도 여전히 농촌중심사회였다. 그러나 전후 급속한 공
업화, 도시화로 관리단위는 보다 인구 유동에 대응 가능한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생겼
다. 즉 전전의 주민등록인 기류제도는 호적제도의 보완이며, 호적에서 본적지를 이동하
는 경우에만 만들어졌으므로 전 국민을 망라하여 파악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기류 신고
의 제출에 주민이 열심이지도 않아 누락이 많았다. 그래서 1951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
어 기류제도를 대신하는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주민에 관한 각종 행정
사무 처리를 행하기 위한 기초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거주관계의 공증에 중점을 두어
각종 행정사무처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7년 주민기본대장법으로 연관성을 보
강하여 현재까지 정착된 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다.
이어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1948
년까지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분할점령을 받았고, 미국의 점령 하에 있던 남부는 대한민
국으로, 소련의 점령 하에 있던 북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분단 상태로
독립했다. 그 2년 후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가운데 부흥해 갔으며, 1960년 학
생혁명, 다음해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은 국가－주민
관계를 재구축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해방 직전 한국의 주민정보관리구조는 조선호적령과 조선기류령의 두
축으로써 전전 일본과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한국의 호적은 전전 일본의 大正
4(1915)년식 호적과 유사했다(김, 1997).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까지 말한 역사적 경위에
서 누락이 발생하고 있었다. 호적과 기류제도의 관계도 식민지 지배 말기와 같은 통합은
상실되어 갔다. 또 반도 북부 출신자는 자신의 호적이 한국정부의 지배에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의 방치가 해방 후 15년 남짓 계속되었으나, 한국전쟁의 혼란이 수습되던
1950년대 말부터 제도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단, 해방 후 주민정보관리의 중심이 된 것
은 호적이 아니다. 일본과 같이 호적은 해방 후에 주민등록제도로서의 의미가 대폭 감소
했고 주민등록제도는 전전의 조선기류령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확립되어 갔기 때문이
다. 그 때문에 이하의 기술에서 호적제도의 변천은 제외한다.10)
10) 호적제도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비가 시작되었다.
즉 1959년에 법전편찬위원회에 의해 착수되어 1960년 1월 1일 민법전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런
경위에서 보이듯이 호적법은 한국이 분열국가라는 것, 대량의 일본거주자의 존재 및 급속한 사회
변동 등으로 인해 본체 자체도 7차에 걸쳐 개정되고 또 많은 특례법을 마련하여 호적정비에 임해
야 했다(정주수, 1990･1991 ; 김병석, 1989). 또 호적사무 자체는 시･읍･면장과 같이 일반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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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형성은 메이지기 일본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메이지기 일
본에서는 국가에 대항적인 사회집단으로 촌락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모듈C의 도입
과는 별도로 모듈J의 확립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공고한 촌락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식민지 시대의 격렬한 인구 유동에 대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정부이기는 했지만,
당시 주민에게 충분한 경제사회정보를 제공하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주민은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식민지 지배
로 한 번 모듈J를 경험했기 때문에 관리조직으로서 일반지방행정조직은 어느 정도 기능
하고 있었고 가족을 관리단위로 한 정보관리제도 그 자체는 존재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
가로부터 자율적인 주민을 상대로, 게다가 북한과의 대치로 인적 자원 동원이 가능한 높
은 수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듈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었는지를 정리한다. 당시 내무부 관계
자에 의하면(김병욱, 1979b), 주민등록법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의 편
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사무처리의 합리화와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셋째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다. 세 번째는 치안유지와 인적동원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효율화, 치안유지, 인적자원동원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점이 변하는 것이
어서 메이지 호적제도의 변용과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 주민등록법 제정부터 변
용과정을 살피고 당초의 목적이 치안유지였다가 인적자원동원으로 중점이 이동한 과정
을 밝히고자 한다.
1962년까지 주민정보관리는 조선기류령에 의해 기류부를 편성하는 형태로 행해졌다.
이에 대해 1961년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2년 1월 15일 기류법을 제정했
다(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08). 기류법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
여 항상 인구의 증감을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기류
사무의 관장은 시･군이 하고 이것을 지방법원이 감독했다. 기류법은 같은 해 5월 10일
에 주민등록법으로 대치되었다(김병욱, 1979a). 기류법에는 기류사무의 감독을 행하는
것이 사법기관이었지만, 주민등록법에는 상위의 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또 사무의 관
장기관도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이, 다른 시의 경우는 시장이, 군의 경
정기관 안의 조직이 관장하고 지방법원장의 감독하에 행해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호적 정비
는 대단한 일이었지만 전전에 형성된 제도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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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읍･면장이 각각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감독기관은 차례로 서울특별시장, 도
지사, 군수였다. 또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는 일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이 부과되었다(김병욱, 1979a).
그러나 이 법이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5월 29일 제1차 개정 이후
이다. 개정 전의 주민등록법 하에서는 주민의 허위신고나 이증등록이 끊이지 않아 전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았다(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11). 이것으로는 치안유
지에 어느 정도 기능을 했다하더라도 인적 자원 동원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1969년에는
1월 21일에 청와대 공격사건(내무부치안본부, 1985, 608~613), 그 다음 날에는 미해군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일어나면서(윤, 1986, 318~321), 내부 스파이의 적발이라는 의미
에서의 치안유지와 한국 지배권 내에서 이른바 방면군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
다. 그래서 같은 해 2월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내무
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10~1011), 주민등록법은 종래 호적과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의 허위신고나 이증등록이 끊이지 않았다. 또 주민이동 신고를 하지 않고 무
단으로 전출입하는 예가 많았다. 그래서 호적과의 연관을 강화하여 본적지의 행정기관
이 항상 주민을 파악하도록 주민등록지의 행정기관과 통보체계를 갖게 했다. 또한 종래
의 신고주의 이외에 직권에 따른 강제적인 주민조사제도 즉 직권조치제도를 채택하고
여기에 더해 모든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또 이 법의 개정과 동시에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여(최종기, 1987) 북한의 침입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
정권은 치안유지와 자원동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주민관리제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철저하지 않았다. 법 개정 후에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8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대부분이 범죄자, 병역기피자, 국외체류자 등이었다(내무부･한국지
방행정연구원, 1988, 1011). 그래서 1970년 1월 1일에 제2차 개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미
발급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스파이나 불순분자를 쉽게 식별･색출하고 반공체제를 강화
했다(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12). 제2차 개정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국방
또는 치안상 필요하다고 간주한 경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의무
가 국민에게 부과되고 주민등록증을 국외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주민정보를 명확히 인적자원동원에 활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1973년 10월 유신체
제의 성립이다. 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취지에 따
르면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
군 등 국가의 인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한다”(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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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12)고 하여, 주민등록법을 반공을 향한 인적동원에 이
용하고 있다. 이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18세에서 17세로 내려가고 주민
등록증의 일제 갱신,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정에 의해 영구불변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
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또 주민등록증의 관리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강조되어 분실에 대
해 벌금이 부과되었다(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12).
1977년 12월 31일 제4차 개정에서는 제3차 개정과 같은 문맥에서 주민의 인적 사항
을 주민등록표에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게 했다. 즉 법 개정에 따라 인적 자원의 효율
적인 관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할 때 각종 법령에 의한 여러 신고의무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단일화하며, 주민등록표는 개인별로 하였다(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013).
이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파악을 개인별로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여
러 번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때마다 지적되는 것은 주민 파악의 불완전성이
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을 개인별로 파악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4. 외국인 관리
이어서 외국인 관리에 대해 설명하자. GHQ에 의한 점령이 시작되자마자 GHQ 및 일
본정부는 외국인 문제를 치안유지상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 재일조선인문제
이다. 점령 초기 GHQ는 원활한 점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을 점령군
관계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국내의 외국인도 가능한 한 본국에 송
환하는 정책을 취했다. 본국 송환은 GHQ의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竹前･中村,
1996, 20), 최대 외국인 집단인 재일조선인의 송환은 수가 많아서 시간이 걸렸다.
재일조선인의 귀환이 재일조선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불
충분한 결과로 끝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 재류한 조선인의 존재를 GHQ도 일본정
부도 치안유지상 문제시했다. 그것은 그들이 일본 경찰에 따르지 않고 암시장에서의 상
행위나 밀주 제조, 조선인끼리의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김, 1997,
268~271), 1946년에 이르러 일단 귀국했던 재일조선인이 다시 일본에 불입국하는 사례
가 급증한 것(법무성입국관리국, 1981, 78), 이전 조사는 식량 배급이나 범죄 수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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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부족했던 것(大沼, 1978에서 초래된 것이었다.
1946년 11월 GHQ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에 직면했다. GHQ는
귀환을 거부한 재일조선인을 일본 국내법령에 복종하는 존재로 보고, 이후 GHQ는 재일
조선인의 취급을 일본인 수준으로 수정해 갔던 것이다(김, 1997, 제3장). 1947년 5월 제
정된 외국인등록령은 이 문맥에서 등장했다. 법령은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
지만, 당시 정세를 고려하면 이 법령이 재일조선인을 초점에 맞춘 것임은 명백했다.
외국인등록령을 제정할 때 내무성 원안에서는 외국인등록 담당기관을 전전과 같이 경
찰서장으로 했다. 경찰이 본연의 치안유지 기능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정 분야를 관할하
는 것을 경계했던 GHQ는, 비형사분야인 외국인등록의 경찰 관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담당기관은 市町村長이 되었다(김, 1997, 359 ; 大沼, 1978). 당시 출입국관리 지
방조직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부터 실적이 있던 경찰이나, 유사한 호적행정을
담당하던 기초자치체 이외에 외국인등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따라서
경찰의 활용을 부정한 이상 이때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은 치안유지 상 시급을 요하는 과제였으므로, 제정 후 2개월의 준
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를 등록기한으로하여 등록을 실시했다. 등록을
할 때 등록의 주체와 객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주된 등록 대상인 재일조선인
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도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등록의 실시에 저항하여 등록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자치체 측에서도 생소함, 등록원표 미비, 사진 입수 곤란이라는 기술적인 문제
로 등록은 매우 곤란하고 부정 또는 부정확한 사태도 많이 발생했다(법무성입국관리국,
1981, 355~359). 더욱이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시정촌의 소요경비가 국고에서 지출되
지 않았다. 이런 상태였으므로 당시 시정촌에서는 외국인등록 위탁 반납론도 나오고 있
었다(출입국관리국, 1981, 358).
이렇게 행해진 외국인등록령에 의한 외국인 파악이 충분했을 리가 없고 식량 배급,
범죄 수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정확한 파악
을 기하고자 2년 후 1949년 12월 외국인등록법의 개정을 하였다. 재일조선인을 조직하
여 급속히 좌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이 직전 9월에 일본정부에 의해
해산되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의 조직적 저항도 별로 없었다(김, 1997, 671~673). 개정
외국인등록령은 1950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히 등록 전환을 실시했고, 새로운
등록증명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3년마다 확인신청을 요하도록 하였다. 이때도 등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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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정촌이었다. 1950년 등록에서도 시정촌은 대응에 고심했고 부정등록이 생겼지만
(법무성입국관리국, 1981, 357), 숙련의 정도는 확실히 높아졌다.
외국인등록 담당을 지방자치체로 한 것은 말단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
택이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문제로 치안유지의 중요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비용
이 들더라도 맞추어 갔던 것이다. 이렇게 제도는 집행되었고, 그 결과 지방자치체는 업
무에 익숙해져 암묵적인 지식을 축적해 갔던 것이다. 개정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했을 때
출입국관리행정은 분산되어 다음 기관에 의해 담당되고 있었다. 즉 출입관관리기록과
연락조정은 외무성 입국관리부에서, 항구에서의 사무는 대장성 세관, 외국인등록은 법무
부 민사국(담당 기관은 都道府縣, 市町村), 위반자의 조치는 법무부 검찰국(실질은 都道
府縣知事가 발포하고, 경찰관이 집행), 위반자의 수용은 후생성 引揚援護局, 호송 및 송

환은 국가경찰로서, 업무에 따라 담당자는 제각각이었다(법무성 입국관리국, 1981,
78~79). 그러나 점령 종반이 되어 외국인 관리권의 일본 반환이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
하자 출입국관리행정 정비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그래서 GHQ와 일본정부는 새로운 출
입국관리기구 확립을 위해 협의를 개시했다. 일본 측은 출입국관리기구 확립에 즈음하
여 경찰을 출입국관리행정에 관계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전전의
출입국관리행정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GHQ가 상정하고 있던 것은 외국인관리
를 입국에서 재류, 출국까지 일관하여 독립된 관청이 담당하는 미국의 출입국관리행정
이었다(大沼, 1978). 이 구상에 따르면, 경찰의 관여는 비형사적인 출입국관리행정에 형
사기관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또 GHQ는 경찰이 불법입국자의 송환
에 에너지를 소진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가지고 있
었다(大沼, 1978). 출입국관리기구 확립의 움직임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가속화하여 1950
년 10월 외무성 外局으로 출입국관리청이 창설되었던 것이다(오누마, 1978).
그런데 이렇게 기구가 통합되어도 외국인등록업무는 계속해서 시정촌에 위탁하게 되
었다. 이 때 출입국관리 지방조직으로 배치된 것은 入國警備官 등 661명뿐이며(법무성
입국관리국, 1981, 40), 출입국관리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한편
1947년 이래의 경험으로 시정촌은 외국인등록업무에 서서히 익숙해져 암묵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일본의 시정촌은 전전부터 호적을 관리해 오기도 해서 원래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 업무를 지방자치체에 계속 맡기는 비용은 신
규로 출입국관리 쪽에서 업무를 할 때의 비용보다 낮았다.
더욱이 외국인등록의 실시는 자치체로서 외국인에 대한 보호 정보 측정 작업을 압축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273

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행정활동의 비용 삭감으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나 의
무교육이다. 점령기 재일조선인은 생활보호･의무교육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하는 것도 가능했다(吉岡, 1995, 44~47; 271~279, 법무성 입국관리국, 1981, 83). 이런
보호를 행하기 위한 실시기관은 시정촌이었으므로, 외국인등록이 자치체에서 행해지는
것은 외국인정보를 수중에 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자치체로서도 이점이 있
었던 것이다.
이렇듯 당초 외국인등록 담당이 지방자치체로 된 것은 자치체에 당혹과 혼란을 주었
지만, 업무에 익숙해져 암묵적인 지식이 축적됨과 동시에 다른 행정분야의 비용 압축 등
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치체의 행정의 일부로서 정착했던 것이다. 이렇게 제도는
안정되어 1951년 출입국관리령, 1952년 외국인등록법의 제정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존속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재류외국인관리제도 변천을 살핀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미국의
출입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각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가 일본에 비해 발달했다는 것과 지방자치체가 출입국관리 업무에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 이것은 제도형성기에 재류외국인에게서 유래하는 치안유지의
중요성이 낮았던 것과 조직의 선택상 지방자치체보다도 출입국관리기관 쪽이 투자비용
이 적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행정기관이 거의 관여
하지 않는 형태로 외국인 배제가 행해졌지만, 군정기관이 외국인 관리를 직접 담당한다
는 성격은 군정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본인 배제가 거의 완료된 1946년 2월, 미군
정청은 군정법령 ‘조선 입국･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한반도
남부에서의 출입국관리체제를 처음으로 규정했다(법무부, 1998, 367~368). 이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의 출입국관리는 미군정청 관방외무과(후에 외무처)에서 담당하고 창구업무
는 지방의 道･市의 군정관과 외무과 派遣館舍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어 독립을 앞두고 미군정청은 신생 한국정부에 출입국관리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1948년 7월 미군정법령을 개정하여 ‘남조선 입국자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법령 제214호)을 제정했다(법무부, 1998, 371~373). 여기에는 외무처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유일한 기관으로 하고, 재무부 세관국을 관리시행기관으로 도･시 내무국을
외무처의 정부기관으로 각각 정해 정보의 발표, 수수료 징수, 신청서 및 요청의 외무처
발송을 하도록 했다. 1946년 군정법령에 의해 현지 군정관의 업무였던 창구업무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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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무국으로 이관되었다. 같은 날 외무처령 제1호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제’에
의해 비로소 재류 외국인의 관리방법이 규정되었다(법무부, 1998, 373~376). 그러나 이
것은 구체적인 수속을 일체 규정하지 않아 본격적인 외국인등록이 행해지지는 않았다.
당시 한반도 남부에는 미군정청 관계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
인이 치안유지상 위협이라고 느껴질 리도 없는데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보호를 받을 필
요가 있는 한국인도 그 귀속이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재일조선인을 제외하고 거의 없
는 상태여서 제도가 구체화될 필요성도 낮았던 것이다.
1948년 8월 한국은 독립했다. 독립에 앞서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출입국관리업무
는 신설 외무부 관할이 되었다. 외무부는 독립 후 출입국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제
도 정비에 노력하여 1949년 11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등록법을 합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를 제정했다. 여기서 한국은 비로소 명확
한 수속 규정을 가진 재류외국인관리제도를 가졌다(법무부, 1998, 430~432).
이에 따르면 재류외국인관리는 거주 허가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의 이원제였다. 즉 국
내에 30일 이상 재류하는 장기 재류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실제는
외무부출장소)에 거주허가를 신청하고, 거주허가를 받아, 거주지를 관할하는 등록청인
시･구･읍･면장에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받는 제도이다. 제도만을 보면 거류허
가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면 일본의 외국인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1950년 3월에 공포되어 재류외국인등록이 개시되었다. 이
즈음 중국의 국공내전과 국민당정부의 패배로 약 4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으로 피난해
왔기 때문에 등록의 주요한 대상이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등록은 1950년 4월 10
일 외무부에서 공고되었고 수속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 거류허가 창구는 외무부
와 인천, 부산의 출장소이고, 외국인 등록 창구는 시･구청, 읍･면 사무소였다. 그러나 6
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등록은 중단되고 휴전 후 1954년 10월 10일 재실
시되었다(법무부, 1998, 415).
이때의 등록은 꽤 불충분한 것이었지만 재류외국인에 치안유지상 거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간 방치되었다가 1958년 9월 16일, 외무부･내무부･법무부 연석회의로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신고기간을 두고 재등록을 하게 되었다(법무부, 1998, 415). 하여
튼 한국에서도 미국의 외국인관리제도를 채용한 출입국관리제도가 이 때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행정 정비에 대해 설명한다. 1948년 정부 발족 이래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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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외무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실제 입관업무는 서울, 인천, 부산을 제외하고 세
관에 의존하는 체제가 계속되고 출입국관리 직원도 적었다(법무부, 1998, 383).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출입국관리업무가 법무부에 이관된 후 중앙지방 양쪽으로 출
입국관리기구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중앙의 경우에는 당초 출입국관리과로 시작한 출입
국관리기구는 1970년 2월에 출입국관리담당관으로, 같은 해 8월에는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여 체제를 정돈했다(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235~236). 지방의 출입국관
리조직은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 제정에 따라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정비되
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의 국제화에 맞추어 급속히 직원을 늘려갔다. 외무
부 시절에 출입국관리 업무는 당초 인천, 부산의 출장소와 외무부에서 맡았고 그 외 지
역은 세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도 김포출장소, 여수･마산에 분실이 설치되는 것
에 그치고 있었다. 이것이 12월 직제 개정으로 3사무소, 11출장소 체제로 확충되었고,
1970년에는 7사무소, 13출장소로까지 확대되었으며(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257~259),
1992년에는 12사무소, 12출장소 체제가 되었다(법무부, 1993, 13). 지방의 출입국관리 직
원 정원은 1963년에 49명이었지만, 1970년에는 168명(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260),
1980년에는 455명(법무부, 1989, 별표), 게다가 1992년에는 930명(법무부, 1993, 13)으로
30년간 약 20배로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모 확대는 1963년에 63,933
명이었던 한국 출입국자수가 1970년에 859,228명, 1992년에 11,560,896명으로 격증했던
(법무부, 1968, 115; 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332; 법무부, 1993, 166) 것에 대한 조치
였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순조로운 증가에 따라 출입국관리는 급속히 외국인관리를 위
한 ‘암묵적인 지식(暗黙知)’를 획득해 갔다. 출입국관리에서 습득한 기술은 출입국관리업
무에 그치지 않고 재류외국인 관리업무에도 의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증가하는
외국인의 편의제공과 재류외국인에 대한 기존 관리의 불충분 때문에 1970년대에 내륙지
방에도 출입국관리국이 설치된 것(법무부, 1998, 552)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장기재류외국인의 또 다른 관리자인 지방자치체에서는 장기재류외국인이 1963
년 33,479명에서 1970년에 37,929명, 1992년에 이르러도 55,832명으로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데다(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337; 법무부, 1993, 180), 재류외국인이 일본과는
달리 치안유지에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관리업무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관리담당인 법무부는 이에 불만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1980년의 시점에서
사실상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등록업무도 직접 관리하게 되어 이중
등록제도는 형해화되어 갔다(이민호, 1981, 125~126). 법무부에서는 지방에 위임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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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업무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업무개선을 위해 자치체에 업무지도를 하였지만 잘 되
지 않았다(법무부, 1990, 219). 영주하고 있는 재한중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시 그들
의 등록업무를 지방자치체에 맡기려고 했지만, 지방자치체의 능력부족으로 방침을 철회
하지 않을 수 없었다.11) 지방에서 외국인등록업무는 대부분이 겸임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낮았던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재류외국인의 증가는 지방의 이런 무능
을 드러내게 되었다.
법무부로서도 1980년대부터 지방자치체의 외국인등록을 포기하고 정식으로 출장기관
의 일괄처리를 고려하게 되었다(법무부, 1998, 970~971). 그 결과, 1992년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되고 거주허가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를 일원화하여 출장기관에서 하기로 되었
다(법무부, 1998, 979~981).
제도를 형성할 때 외국인문제가 치안유지상의 초점이 되지 않아서 제도상 외국인등록
담당자였던 지방자치체는 등록업무에 익숙지 않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발족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출입국관리는 치안유지상의 문제가 없었던 만큼 무리 없이 제도 정비를
진행시킬 수 있어 1970년대부터 본격화한 외국인관리업무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는 사무의 성질상 반드시 외국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취급하는 데에
암묵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입국관리는 지방자치체가 충분
히 대응할 수 없는 외국인등록업무도 대신 떠맡게 되었던 것이었다.

Ⅷ. 마치며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장을 재정리하며 그 한계를 말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일에서 사
람의 이동에 관한 제도 선택을 국가와 주민 쌍방의 주민관리에 관한 합리적 행동에 의
해 설명하고자 했다. 국가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주민이 가진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자원동원에는 주민정보가 필요하다. 한편 주민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경제사회
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 아래 쌍방의 합리적인 행동이 주민관리에 관한
정치행정적 기반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민관리제도는 변화한다. 그 요인은 주민이 국가 이외로부터 경제사회정보의 획득이

11) 1998년 11월 23일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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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가와, 국가가 어느 정도 정확한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두 개의 변수에 의
해 좌우된다.
이상의 극히 단순한 모델로서 극히 복잡한 사람의 이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겠지만, 한일 간의 제도 선택 및 대량 현상으로서의 사
람의 이동을 상당 정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 게다가 이 모델은 대상을 한일에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케이스의 검증이 가능하고 한층 더 설명력을 증가하기 위해 모델을
개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사람의 이동에 관한 현상은
특수론에 빠지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식민지 제국에서의
사람 이동과도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용성이 있는 모델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최대는 전후 복
지국가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정보 관계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고의 모델은 주민
을 자원 동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戰前에 타당했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복지국가화가 진행되는 현재 주민은 국가에 의해 재화･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 때문에, 주민은 적극적으로 주민정보를 국가에 제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게임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에서도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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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하종문
1. 대일본제국 형성과 붕괴 전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이동에 대해 “단순한
설명” 혹은 “일관된 설명”을 시도한다는 문제의식은 참신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가 제창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학 연구가 주류를 형성해
온 사람의 이동, 특히 강제연행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조망하는 좋은 자극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 성과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어 필자의 문
제의식이 진지하고 종합적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하는 필자의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지적한 것이다.
2. 기존의 역사학 연구의 성과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필자의 문제의식
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나, ‘주민정보관리기구’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은 역사학의 이해방식과 충돌할 수도 있다. 가령 “외지를 내지화해 가는 모멘트를
일본은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참정권 부여와 창씨개명을 놓고 “1918년 공통법
제정 시에 장래 시점에 예정되어 있던 법역 통일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는, 필자
도 지적했듯이 ‘차별’과 ‘동화’ 내지 ‘국민국가성’과 ‘제국성’ 사이의 “어중간함”을 집중
적으로 공략해 온 역사학의 문제의식과 대립되는 인식을 낳을 수 있고, 나아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
은 ‘공동역사연구’라는 틀 내에 존재하는 논문이기에 필수적이라 사려된다.
3. 모듈의 엄밀성에 대한 지적이다. 전전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에 대한 관리는 모듈J
를 설정했으며, 이는 징병에 관해서는 거의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전시기에 들어
가면 징병 이외에 노동력 동원도 강화되는데, 노동자로 동원되는 일본인의 파악은 징병
과 달리 철저히 개인 중심이다. 가령 노동력 동원을 전담하던 직업소개 기관이 부단한
노동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국민노무수첩’(1941년)의 경우, 철저하게 개인을
관리 단위로 삼고 있었고, 이는 협화회 회원증과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전시기 일본 내
에서 일본인에 관한 주민정보는 ‘필요에 따라’ 모듈K를 채택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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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의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유무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민지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의 경우, 병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
여 후자의 경우 이민자의 자율성은 낮고 “국가에 의존적이었다”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일본 본토에 이주한 조선인은 네트워크의 발달
을 지적하고 있다. 정말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 사이
에는 네트워크의 유무와 강약을 놓고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했는가에 대한 논증은 필수
적인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거주지와 조선의 고향을 연결하는 이주 조선인의 네트워크에 주목하며 일본정부와 식민
지당국이 ‘지배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규제･차단에 진력했다는 점을 밝혔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연구, ｢朝鮮人の国外移住と日本帝国｣(岩波講座 世界歴史19
移動と移民, 岩波書店, 1999년)의 연구도 참조할 가치가 있다.

5. 위의 질문의 표현을 바꾸면 모듈의 형성과 변동은 개별 역사적 사실의 인과관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가 될 수 있다. 가령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일본에서도 정보 문
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귀환”한다는 평가는 대량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실
의 원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가라는 질문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
면 모듈상의 평가라고 하더라도 역사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평자의 입장에서는 모듈상의 변동과 역사적 사실의 인과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서술이
서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6. 일반적인 이민과 제국-식민지 간의 이민에 대한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기술 사
이에 적절한 균형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가령 “이주한 일본인들이 북미와 남미
에서 받은 취급이 일본 본국에서 한국인이 받은 취급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은 일본
고유의 현상이라고 파악하기보다 이민이라는 현상이 가진 특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주지하듯이 일반적인 이민과 제국-식민지 간의
이민은 여러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제국-식민지 관계의 해소라는 결정적
인 계기를 전후하여 분명하게 차이를 노정한다. 이 점에 관한 보강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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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실 확인
* “민주화의 진전으로 그들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지면 정부는 노동력으로서의 조선
인 유입을 억제하고자 도항제한 조치를 취”(257쪽)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가 불확실하다. 또 그들이 일본인 도시 잡업층이든 한국인이든 ‘한국인 유입
의 억제’는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경기 국면에 따른 국가의 정책적 판단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의 지적과 같이 “기주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국’ 국가
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노동력동원보다도 치안유지의 관점에서의 정신적 동원이나 ‘동
화’ 정책의 추진에 상대적인 중점을 두고 있었다”(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222쪽)는 것과 “주민정보관리의 목적이 치안유지에서 자원동원으로 바뀌”(260쪽)었다는
인식은 상반되는 견해이니만큼, 필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261쪽에 “河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도 참고문헌에도 관련된 기술이
없다.

28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집필자 답변]

필시 역사학자에게는 익숙해지기 쉽다고는 말할 수 없는 스타일의 논문을 학문적 규
율을 넘어서 호의적으로 읽어 준 평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필자는 이 연구 프로젝트
를 통해 처음으로 戰前期 사람의 이동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에
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필자의 이제까지의 연구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게 되
었다. 다만, 연구 기간이 꽤 짧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었고 균형
을 결여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법한 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연구의도를 참작한, 적절한 비평을 받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이하 평자의 지적에 대해 필자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이후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형
태로 본 논문이 이해되기를 바라며 코멘트를 하고 싶다. 또 7에 지적되어 있는 점에 대
해서는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싶다. ‘河’라고 한 것은 평자의 본 연구에서의 보고를 가
리키며 논문 제목이 명확해진 단계에서 그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실례를 용서하기 바란
다.
2에 대하여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와 개별 事象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연구에서 접근
의 중점이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며, 연구에 대한 평가도 중점을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
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의 역사적 事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도 접근의 방식에 따라 다를 것임은 확실한데, 여기에서의 지적은 그런 정도로 근본적
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자가 지적하는 ‘경로의존성’은, 戰後 일본의 주민 정
보 관리 제도가 戰前에 비해 높은 목표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
를 형성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며, 戰前의 일본이 지니고
있던 法域 통일 지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참정권 부여와 창씨개명은 1918년의 시점에서
예정되어 있던 제도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프로그램性은 과거의 연
구를 보아도 느껴지지 않는데, 법역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적절한 것이었음은 분
명할 것이다. 필자는 戰前期의 법역 통일의 움직임에 대해 본 논문에서 무언가 가치 평
가를 한 것이 아니다. 법역 통일뿐만 아니라 갖가지 事象에 대해 무언가의 가치 평가를
본 논문에서 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음을 여기서 다시 표명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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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대하여
戰前期의 일본에서 일본인에 대한 노동 동원에 관해서는 논문 집필 당시 염두에 두지

못한 점이며 지적에 대해 감사한다. 국민노무수첩[國民勞務手帳]에 대해서는 필자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것이 망라성을 가진 것인지 어떤지, 호적제
도･寄留제도와는 관련 없이 개인을 자기 증명하는 것인지 어떤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
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민 정보 관리 제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현재의 일본에서 운전면
허증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된다.
4에 대하여
본 논문은 개별 事象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전
면적으로 기존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네트워크가 어떠한 양
태를 지녔는가는 이후의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평자가 지적하는 미즈노(水野) 논문은 연구 단계에서 검토하
였는데, 연구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과제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
고 판단하였다.
다만, 네트워크의 차이를 본 논문처럼 설정함에 따라 사람의 이동과 관련한 많은 事象
에 일관된 설명이 주어질 것은 확실하다. 사회과학은 현재 입수 가능한 데이터에서 그렇
지 못한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차이를 가정하더라
도 여전히 설명 곤란한 事象을 제시하여 본 논문에 대한 반론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주
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5에 대하여
일본 종전 시 조선인의 대량 귀환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지적한 이외의 요인이 있
다는 지적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원된 사람들이 그 원인이 배제됨으
로써 곧바로 본국으로 귀환한다고 곧장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보낸 곳[送出地]로부터의 연관이 단절되고 들어온 곳[受入地]에 생활의 네트워
크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행동으로서 들어온 곳[受入
地]에 머무른다는 것은, 가령 그것이 동원이었다고 하여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

에서의 지적은, 동원에 의해 일본에 온 조선인은 다른 요인이 어떻더라도 현지에 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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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어서 귀환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더라도 대량 현상으로서 현지 재류가 존재하는 것
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6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민과 식민지 관계가 존재하는 지역 간의 이민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식민지 관계가 해소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舊종주국의 사람들이 늘 일
본인처럼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舊영국령, 舊프랑스령 식민지처럼 식민지 지배가 종료
하더라도 舊종주국의 사람들이 그 곳에 머무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더구나 이러한
사례는 소수 사례가 아니다. 본 논문의 모델은 이러한 사례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인 이민을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것과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것을 동렬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이해하는데, 본 논문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지도 않지만, 같은 모델로
이해 가능하다면 그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함의를 지닌 이해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처럼 일반화를 추구함으로써 비로소 戰前期 일본과 조선에서의
사람의 이동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제2장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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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
도화와 ‘관습’ 문제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하루키 이쿠미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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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양 현 아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식민지 조선에서 가족법의 상황

Ⅳ. 이에(家) 제도의 이식과 조선의 戶主制度
Ⅴ. 결론

Ⅰ. 서론
1912년 발효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 가족관련 법규는 기본적
으로 ‘관습’을 따르게 되었다.1) 따라서 친족 및 상속 분야에 관한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구민법이 아니라 조선의 관습을 法源으로 삼았고, 식민지 국가는 식민지 시기 내내
조선의 관습을 조사, 해석, 확정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가족법에 관해서는 민법학계 및
법사학계의 관심사가 되어 왔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는 여전히 풀리
지 않은 숙제이다. 일례로 1985년 대한민국에서 간행된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실린 법원행정처장의 서문에서 보면, 식민지 시기의 ‘관습’이 여전히 현재의 법 문제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政時代의 朝鮮民事令 제11조는 親族, 相續에 관하여는 原則的으로 日本民法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慣習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 判例의 先決問題로 되
는 때에는 당연히 당시의 慣習을 따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民法의 親族, 相續編은 과거의

1) 1912년에 발효된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아래와 같다.
“第11條: 第1條의 法律中, 能力, 親族及相續에 關한 規定은 朝鮮에는 이것을 適用하지 않는다. 朝
鮮人에 對한 前項의 事項에 關하여는 慣習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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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慣習을 바탕으로 하여 制定된 部分이 적지 않기 때문에 現行民法의 親族, 相續編의 올바
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도 우리의 舊慣習을 찾아내어 이해하는 일은 매우 必要하고 重要한
일이 아닐 수 없[다]2).

위 글에서 ‘관습’은 가족관계 판례와 가족법의 해석과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 책자가 기반하고 있는 18종류의 출전 중 16종의 출전이
191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
실상, 일제시기의 관습조사와 관습의 확정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사상 구
관습의 내용의 거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관
습에 대한 재조사 혹은 재검토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3) 달리 말해, “우리” 관습에 대
한 현재의 지식 수준이 식민지 시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4)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의 담화에서 보면, 일제시기의 관습을 “우리의 관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때의 “舊”란 정확하게 어느 시간대의 과거를 지칭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관
습’ 어법에 여하히 주체성과 시간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우선,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
의 지배적인 시각인 사실로서의 관습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관습의 시각이 필요할 것
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관습’을 논하기 위해서는 관습의 조사 방법, 시
각, 결정 과정, 내용, 이후의 연속･불연속, 조사가 놓였던 권력관계 등 관습이라는 지식
형성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의 ‘관습’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해방
이후 한국 가족법의 역사에서 볼 때, 민법 제정과정에서 중심적인 제정 원칙 중 하나는
전통존중론이었으며 1960~1980년대를 통한 가족법 개정에서도 그러한 전통론이 무력
해진 적은 없었다.5) 전통존중론에 따르면, 여타의 법 분야와는 달리 가족법은 언제나,
2) 법원행정처, 1985 <親族相續에 관한 舊慣習> ≪裁判資料≫ 29, 1 (필자강조)
3)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관습 보고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실제로 관
습에 관한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는 1958년 UN 사무총장의 한국의 혼인관계자료
요청에 답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다른 하나 역시 외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1958년 駐日
代表府에서 재일한국인의 상속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행법의 상속법 관계자료를 요청
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관습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식민지 시대의 ‘관습’이
다시 한번 ‘한국의 관습’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朝鮮民事令, 일제시기에 확
립된 慣習, 일본의 舊民法, 그리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韓國 民法을 ‘관습’ 자료로 하여
작성되었다[정광현, 1967 ≪한국 가족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58~271].
4) 정광현, 1967 ≪앞 책≫ 64~68
5) 여성평우회, 1983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미간행 논문모음집)≫ ; 이태영, 1982 ≪가족
법 개정운동 37년사≫ (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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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또 중심적으로 한국 고유의 가족전통을 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
미에서 ‘전통’은 한국 가족법에서는 하나의 법철학(jurisprudence)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때의 ‘전통’이란 어떠한 역사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흔히 그것은
조선시대의 전통인 것처럼 상정되지만, 정확한 논거가 대개 제시되지 않으며 특히 일제
시대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한다. 하지만 앞의 문건에서 보았듯이, 한국 가족의
‘구’ 관습은 식민지 당시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선의 가족제도와
현재의 가족법간에 식민지 영향이라는 ‘어두운 기반’이 놓여 있지 않은지 파헤쳐야 한
다. 한국의 ‘전통’은 식민지 유산을 부정하면서도 중첩되어 있지 않은지 그 유산을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식민지 시기의 ‘관습’의 성격 규명은 한국의 가족 ‘전통’에 대
한 역사적 성찰과 문화적 정체성을 조명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법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제시기 조선의 가족법을 일제에 의한 조선의 고유 전통
의 왜곡으로 이해해 왔다.6) 조선민사령 11조의 거듭된 개정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의 가
족법이 일본의 이에(家)제도의 이식이라는 대세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때, 식민지 동화
정책이 가족법의 큰 배경을 이루었고 일본식으로 조선의 관습을 곡해하였다는 것을 부인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왜곡론에
는 일제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한국의 진정한(authentic) 전통에 대한 이미지가 내재해 있
어서 식민지 유산의 극복은 진정한 전통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귀착된다. 예컨대 정긍식
교수는, 일제시기의 관습 연구는 “천황제 가족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원상태의 우
리 가족법”을 모색하고 “식민당국의 왜곡된 법관을 바로잡고 숨겨진 관습을 밝혀 역사에
근거한 법 생활의 전통을 수립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제시기의
모든 자료를 일제 식민당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지만,7)
문제는 어떠한 “비판적” 자세를 가질 것인가이다. 단순히 질문하여, 일제시기에 일어난
변화가 무릇 관습의 왜곡이기만 하다면 해방 이후 ‘진정한’ 전통을 찾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가족과 같은 분야는 조선의 전통과 관습이 강조된 문화
영역이요, 섹슈알러티가 표출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른바 사적 영역이다. 이 영역에 있
어서 식민지 이전에 이미 존재해 온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그 이데올로기의 관성의 힘이
6) 이병수, 1977 <조선민사령에 관하여－제11조의 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 ; 이상욱,
1988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법사학연구≫ 9 ; 박병호, 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법학≫ 33~2
7) 정긍식 편역, 1992 ≪國譯 慣習調査報告書≫ (한국법제연구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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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 하겠다. 그런가 하면, 해당 관습이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 국
가는 일본의 해당 민법을 조선에 借用하여 갔으니, 점차로 일본 구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가족은 ‘관습’과 일본식의 ‘근대’의 영향이 혼재하는
복잡한 법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호주제도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이, 아들에 의해 가통이 계승되는 부계계승(patri-lineage),
여성이 결혼 후 夫家에 편입되는 부처제 결혼제도(patrilocal marriage), 한 가정의 대표자를
남성으로 세우는 남성 가부장제(patriarch)라는 축을 가진 가부장제도는8) 한편으로는 조
선의 관습의 이름 하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구민법과 식민지 국가의 지배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었다. 더욱이 식민지 피지배 이후에도 이러한 제도는 조선의 ’전통‘으로 간주되
어 그 폐지에 큰 저항을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해
3월 국회는 호주제도를 삭제한 민법안을 의결하여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된
민법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 한국의 호주제도의 연원은 식민지 시
기 일본 국가의 가족법과 관련 정책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가족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에 대한 법학적, 사회학적, 여성학적 성찰을 하고
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기존의 순수한 전통의 추구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자 한다. 이 시각은 ‘전통’에 내재한 계층간, 성별간 권력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지배 관심과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와의 조응이라는 문제에 대
해서도 대체로 무관심하다. 이 글에서 볼 것처럼 식민지 국가가 가족법규에 미친 영향은
왜곡을 훨씬 넘어선 내밀한 생산－체계화, 분류, 호명 등－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
기 위한 이론적 시각으로서 왜곡론으로는 부족하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절에서는 이 글의 이론적 시각이 되는 법인류학, 문화연구, 사회이론 분야 등에서
전개된 ‘전통’과 담론분석,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및 탈식민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에 관하여 개관해 보기로 한다.
8) 이 글에서의 가부장제도는 부계계승제도, 부처제 결혼제도, 좁은 의미의 가부장제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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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류학과 전통의 구성론
식민지 시기의 관습 및 관습법에 대한 학문적 환기는 주로 아프리카 사회들에 대한
법 인류학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9)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된 ‘관습법’이란 흔히 생각되
는 관습법의 이미지, 즉 어느 정도 통합되고 안정된 문화를 가진 전통사회의 규범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사회의 관습법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서
구의 근대법과 이분법적으로 대비되는 ‘전근대적’ 법의 보존지대가 아니라 식민지 현재
및 과거의 법, 규범, 실제행동이 서로 만나고, 토착적인 것과 식민지시기에 시행된 백인
들의 법규범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제3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과 법에
대한 문화적 규정을 둘러싼 식민세력과 토착세력간 내지 토착세력들간의 권력관계의 결
과물이다.10) 무엇보다도 관습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여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에 있다.11) 식민지 이전의 사회적 관계의 실질적 정체
성은 없어졌는데 그 ‘과거’가 현재의 식민지 사회에서 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
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레인저(T. Ranger)는 이러한 질문을 식민지 아프리카의 전통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통
해 탐구한 바 있다.12)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의 관습을 존중한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것
을 유럽인들 자신의 신분질서와 분리하고 대비시켰다. 문제는 이 속에서 발생한 문화 경
직이다. 백인들의 생각 속에서 구성된 아프리카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였다. 그것
은 변치 않는 오래된 규율과 이념과 위계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이미지
는 식민지 지배 이전의 아프리카 연구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그
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관습은 느슨하게 규정된 유연한 체계로서 전혀 폐쇄
된 합의 체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식민지 현재의 ‘전통적’ 아프리카란 대체로 백인들의
9) Moore, Falk, 1989 “History and the Redefinition of Custom on Kilimanjaro”, History and Power in
the Study of Law New Directions in Legal Anthropology, June Starr and Jane F (eds.).Cornell University
Press, Collier. Ithaca; Fitzpatrick, Peter, 1980 "Law, Modernization, and Mystification," Research in
Law and Sociology, 3; Snyder, Francis G. 1982 "Colonialism and Legal Form: The Creation of 'Customary
Law' in Senegal," Crime, Justice and Underdevelopment, Colin Sumner (ed.), Heinemann: London
10) Roberts, Simon. 1984 "Introduction: Some Notes on "African Customary Law," Journal of African Law,
28
11) Moore, 1989 op.cit.
12) Ranger, Terence. 1983 "The Inverntion of Tradition in Colonial Africa," The Invention of Tradition,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특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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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속에서 구성된 ‘백인들의 아프리카’라는 것이다. 그래서 레인저는 “관습법, 관습적
토지권, 관습적 정치 구조 등으로 흔히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식민지 법제화
(codification)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보다 일반적인 ‘전통의 고안’ 논의와 함께 제시되었다. 에릭 홉스봄 (E.
Hobsbawm)은, 유럽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전통적인’ 사회규약들을 공식화하고 의례화하
는 ‘전통’의 고안을 수반하였음을 역설한다. 우리가 아는 보이스카웃, 나치즘의 각종 상징
들, 유럽의 國歌 혹은 國旗 등 유럽의 ‘고유’ 문화는 모두 빨라야 18세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13) 홉스봄은 이렇게 국민국가의 성립과 민족주의(nationalism)의 대두라는 ‘근대적’
사회변화가 실은 전통이라는 ‘비근대적’ 문화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었음을 설파한다. 따
라서, 전통의 고안론은 새로움, 과거와의 단절, 통합성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서구유럽의
‘근대성’의 역설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고는 소쉬르
등의 언어철학에 입각하여 사회 현실(social reality)의 언어적 구성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
게 이루어지던 1960~70년대에 무르익었다. 언어가 사회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
언어의 질서 속에서만 사회 현실이 구성되고 인식된다는 담론 이론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는 일대 패러다임의 혁신과 같은 전기를 마련하였다. 홉스봄의 전통론은, 전통을 사물처
럼 취급하는 ‘있는 그대로’의 전통이 아니라 전통을 그것에 대한 지식구성이라는 시각으
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담론적 패러다임 안에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낳는다는 인과모델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재생산되는 과거 문제를 가시화시켜 준다는 점
에서 계보학적 역사연구의 예를 보여준다.
하지만 레인저의 연구와 같은 탈식민 사회의 관습론은 유럽사회의 전통론보다 한층
복합적인 맥락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홉스봄 등이 주로 서구의 근대성이
전통을 고안하는 방식, 즉 현재가 과거의 문화적 기표를 생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방식
에 관심을 가졌다면, 탈식민 관습 연구는 이러한 시간성(temporality)에 더하여 서구와 비
서구라는 공간성(spatiality)의 차원을 함께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서구사회
의 ‘근대’란 진화론적 자기 전개의 귀결이 아니라 서구라는 異文明과의 관계맺음 엄청난
의미를 띠는 것이었다.14) 더구나 비서구와 서구의 조응이란 제국주의 권력 패러다임 속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백인의 개입을 통한 식민지 사회의 ‘토착’ 관습의 정착은 여
13) Hobsbawm, Eric. 1983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10
14) Dirlik, Arif, 1987 "Culturalism as Hegemonic Ideology and Liberating Practices." Cultural Critiques,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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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층위를 가진 문제지형이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식민사회를 규정하는 시선 속에서 형
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 시선이 피식민지인들이 자신을 비추어보는 문화적 거울로 굳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사회에서 식민지시기에 정립된
관습은 다시 ‘전통’의 이름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되곤 하였다.15)
이런 문제는 전통이라 굳건히 믿어져 온 혹은 그렇게 믿고 싶은 가부장제에 대하여 더
욱 완강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식민 이후의 사회가 ‘식민지적 전통’을 헤쳐 나올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의식의 단초를 탈식민주의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2. 탈식민주의와 탈식민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탈식민주의 연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체험하였고 여전
히 극복되지 않는 역사라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과학의 지배적 패러
다임인 근대화론에 따르면 식민주의 역사는 특수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로 처리된다. 식
민 이후 사회에서 진행된 식민주의 연구조차 서구의 인본주의적 계몽주의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6) 누구의 눈으로 식민지 비서구 근대를 바라볼 것인가 이
다. 이 점에서 탈식민주의 연구 그룹은 스스로를 식민지 시대 연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역사･인문학의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식민주의 연구의 선구자에 해당하는 프란츠 파농(F. Fanon)이나 알베르 메미(A.
Memmi)에 따르면, 식민주의란 단지 식민지지배 주체가 피지배 객체를 경제적으로 착취
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한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피지배 사회의 지식생산, 상징,
신화에까지 개입하는 문화적이고 정신적 과정이라는 것이다.17) 파농은 다음과 같이 갈
파하였다. “식민주의는 타자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이고 타자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속성

15) Chanock, Martin. 1982 "Making Customary law: Men, Women, and Courts in Colonial Northern
Rhodesia.," in African Women and the Law: Historical Perspectives, Margaret Jean Hay&Marcia Wright
(eds.), Boston University Press: Boston; Moore, 1989 op.cit.
16) Chatterjee, Partha, 1989 “The Nationalist Resolution of the Women Question,” Recasting Women-Essay
in Indian Colonial History, Kumkum Sangari & Sudesh Veid(eds.), Kali for Women. Delhi;
Chakrabarty, Dipesh. 1994 "Postcoloniality and Artifice of History: Who Speaks for 'Indian' ast?," The
New Historicism Reader, H. Aram Veeser, (ed.), Routledge:.New York
17) Fanon, Franz, 1995(1979)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인간사랑: 서울 ; Memmi, Albert,
1967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Beacon Pres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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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지배민족으로 하여금 항시 ‘실제로 나는 누
구인가’라는 질문을 되씹도록 만든다”.18) 탈식민주의 이론에 비추어 성찰할 때, 식민주의를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민지성(coloniality)과 지연된 포스트식민지성(postcoloniality)을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의 비판적 구성원이다. 한편으로는 탈식민주의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을 다시 쓰고자 한다.
이로써 탈식민주의의 더 현실적인 버전, 혹은 페미니즘의 더 역사화된 이론을 지향한다.
하지만, 탈식민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저자들의 연구 경향이 반드시 같지 않고 누구까지
를 그렇게 호명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경계를 긋기는 어렵다. 기초적 이해
를 위해 그 의미의 갈래를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탈식민 페미니즘은 기성 페미니즘을 탈식민한다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 방향은
이른바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해독을 한 스피박의 연구, 또 넓은 의미의 제3세
계 페미니즘(The third world feminism) 계열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그간의 페미니즘이 제
1세계 여성의, 중산층의 경험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왔고 그 잣대로 제3세계 자매들을 재
단해 왔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제1세계 자매들이 구사한 권리, 평등, 개인성 담론으로 다
른 인종과 제3세계의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비판한
다. 스피박이 ‘국제적 틀에서 본 프랑스 페미니즘’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의 ‘중국 여성에 관하여’에 가한 비판(Spivak, 1988)은 그 대표적 글쓰기에 속한다. 크리
스테바가 중국 방문 후 쓴 글에서는 사물의 질서와 상징 질서 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무의식적 충동이 지배적인 중국 문자는 기본적으로 前외디프스 단계인, 모성의 단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스피박은 제 1세계 여성에 의한 제3세계 현실의 ‘재현’을 문제삼으
며 기존 페미니즘에 대한 해체와 새로운 글쓰기를 추구했다. 더 나아가, 서구 중산층의
입장에 기초한 주류 페미니즘은 제1세계와 제3세계 여성간의 분업과 착취문제를 간과한
다는 점으로도 비판이 확대된다(Mies, 1982). 이외 성매매, 현지처와 같이 제1세계 남성
을 매개로 하여 제1세계와 제3세계 여성들은 서로 ‘만난다.’(Mohanty, Russon, Torres,
1991). 이렇게 탈식민 페미니즘은 서구 중산층 중심의 페미니즘 담론을 비판하고 지역화
하였다.
둘째, 식민주의에 대한 민족주의 역사 서술에서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의 방향이 있다.
18) Fanon, 1995, ≪위 책≫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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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미니즘은 기존의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여성주의를 통하여 비판한다. 앞서 본대로
탈식민주의가 민족주의를 넘어선 반식민 담론을 추구한다고 할 때, 탈식민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 연구에 있어 성별 차원을 들여오면서 서브알턴을 보다 구체화한다. 피식민지
의 ‘토착적’ 가부장제가 식민지 시기 동안 어떻게 공고해지고 탈식민 이후 순수한 ‘전통’
으로 표상되었나, ‘여성’이라는 기호는 어떻게 민족의 ‘숭고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가 등의 질문을 다룬다.19)
셋째, 식민피지배와 탈식민지 사회 분석의 방법론으로서의 분석 방향이 있다. 실제로
앞의 분석과 많은 경우 중복되지만 이 조류는 특별히 기존의 역사 서술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식민사회 상황 속에서 가부장제의 작동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식민주의 분석
자체를 성별화(engendering)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식민주의의 지배체계는 가부장제와
어떻게 서로 선택적으로 관련되었는가. 예컨대, 사티(sati, 과부순장제도) 폐지를 둘러싼
영국 식민지 정부 하의 논쟁에서 어떻게 인도의 가부장적 ‘전통’ 담론은 논란되고 재확
립되었는가.20) 법제도에 반영된 여성과 ‘도덕’ 통제는 국가 혹은 그것을 넘어서 국제적
지배체계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와 같은 연구 경향으로 나타난다.21) 이
연구 경향은 여성주의를 통해서 ‘여성(그 지위 및 표상 등)’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젠더 시스템이 식민과 식민후기 사회, 국가, 지배체계와 어떻게 관
련되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탈식민 여성주의(페미니즘)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반식민담론과 맑시스트 급진
역사학에서 혹은 서브알턴 연구에서마저 ‘여성’과 ‘젠더’의 삭제를 비판하고 서브알턴의
성별성을 제기함으로써 탈식민주의를 실체화한다. 다른 한편, 서구 백인 중심의 여성주
의를 비판하고 ‘지역화(localize)'하고 자기 땅의 페미니즘을 구성함으로써 페미니즘을 역
사화한다. 이렇게 탈식민 여성주의 연구들은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전
통’과 민족’의 식민지적 계보를 밝혀낸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탐구는 식민지 시기와 이후
의 시민사회, ‘정치적인 것,’ 그리고 서브알터의 像 의미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식민주
의는 이민족에 의한 지배였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안에서의 투쟁이기도 하였고, 정치
19) Chatterjee, 1989 op.cit.
20) Mani, Lata, 1989 "Contentious Tradition: The Debate on Sati in Colonial India, Recasting Women"
Essay in Indian Colonial History, Kumkum Sangari & Sudesh Veid (eds.), Kali for Women: Delhi
21) Alexander, Jacqui, 1991 "Redrafting Morality: The Postcolonial State and the Sexual Offences Bill of
Trinidad and Tobago," Third World Women and the Politics of Feminism, Chandra Mohanty. Ann Russo
& Loures Torres (eds.),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Suleri, Sara. 1992 "Women Skin Deep:
Feminism and Postcolonial Condition," Critical Inquir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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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역으로 상승되지도 못한 식민주의 ‘사적 영역’의 재구축 과정이었고, 어떤 사회
공간은 시간의 흐름 바깥으로 밀려나간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은 公과 私, 전통의 근대가 만나고, 식
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여성과 남성과 같은 권력관계가 조응하는 다차원적 문제영역이
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기 ‘근대법’의 개입에 의한 관습문제, 관습이 규칙
화되면서 발생한 가부장제의 재구성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관한 역사연구과 사회이론,
페미니즘이라는 방법론이 요청된다. 이 글은 특히 사적이었던 가부장적 제도들이 식민지
시기를 통해 국가 제도화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조선의 ‘관습’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상황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법학, 사회학, 문화연구, 여성주의 분석과 같
은 학제적 접근을 취하며, 기존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꾀한다.

Ⅲ. 식민지 조선에서 가족법의 상황
1. 조선민사령 제11조와 ‘관습’ 원칙
조선의 식민지 통치와 함께 일본 식민지 정부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
라는 긴급칙령을 1910년 8월 29일 공포하였다. 이 칙령은 일제 통치하의 조선의 법률은
조선총독의 명령(제령)으로써 규정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의 법률 중 조선에 시행할 것
은 칙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정광현, 1967: 21). 이러한 조선 총독의 제령 중
제7호로써 1912년 3월에 선포되고 4월부터 시행된 조선 민사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민법
에 관한 기본법령으로서 식민지 통치기간 내내 유효하였다. 그 제1조는 “民事에 關한 事
項은 本朝鮮民事令이나 其他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한 外, 다음의 法律에
衣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앞서 언급하였듯이 친족 상속분야에 관해서는 제11조에

의하여 ‘관습’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아무 특정화 없이 그저 ‘관습’을 가족법의 중심적
근거로 삼은 민사령 제11조는 가족법 영역에 두고두고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된다. 그렇다
면, 식민지 조선의 ‘관습’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이 절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관
습’의 원천을 중심으로 하여 식민지 시기 가족법의 상황을 개관하기로 한다.
22) 조선민사령 제1조에 제시된 의용 법률은 다음을 참조할 것[정광현, 1955 ≪한국 친족상속법 강의≫
(위성문화사)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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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습’의 원천은 먼저 일제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서 찾아진다. 일제는 여러 차
례 조사의 주체를 변경해 가면서 조선의 관습조사에 매진하였다. 이미 한일병합 이전 통
감부시대에 일본은 이미 한국에 시행할 민법편찬 자료로 삼기 위하여 부동산법조사회와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였고 1908년 5월부터 1910년 9월까지 한국의 民事･商事관습 전반
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관습을 조사하여 이 조사의 결과가 1910년 ≪한국관습조사보고
서≫로 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에 따라 법전조사국을 폐지하고 1910년 10월
총독부 내에 取調局을 설치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였다. 취조국은 조선 전역의 관습을 조
사하고 문헌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고, 1912년 3월 조사된 관습을 정정 보충하여 다시
≪관습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한편 취조국은 1912년 폐지되고 參事官室로 대치되
었고, 1913년에 1912년의 ≪관습조사보고서≫를 재판하였다.23)
위의 관습조사보고서 이외에도 관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행정관청의 심의와 회답,
통첩 등으로 사안별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 法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1918년
에는 구관제도의 조사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추원내에 <舊慣調査委員會>를 설치하
였고, 1921년에는 구래의 풍속 관습 등을 참작하여야 할 법령과 시설에 대해 미리 그 가
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舊慣及制度審査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와 개별
적 심의 등으로 형성된 관습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①司法部長, 法務局長,
政務總監, 中樞院議長과 같은 고위관료의 通諜, 回答, 訓令, ②사법협회, 판례조사회, 조선

호적협회, 구관습제도조사위원회와 같이 관련 위원회의 결의 및 회답, ③조선 고등법원
의 판결 등이 그것이다(정광현, 1967: 32~33; 정긍식, 1992: 24~30면). 이 때 법원간의
상하관계마저 명백하지 않았는데, 단지 관료들의 결정이 가장 상위의 관습 법원인 것으
로 여겨질 뿐이었다(정광현 1967: 24). 이렇게 볼 때, 관습 법원은 그때그때 새로운 법원
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변적이고도 비체계화된 상태에 있었으며, 관료들의 결정을 따름
으로써 자의적 결정의 가능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당국은 식민지 지배의 기반으로서, 민상사 관습의 조사에 대해 투철한 의지를

23) 1915년부터는 이 구관제도조사사업을 中樞院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추원은 민사관
습, 상사관습, 제도조사, 풍속조사를 수행하고, 구관제도관련자료를 편찬하였다. 이후 1933년 중추
원은 1909년부터 1933년까지 법원 등의 관청이 조선의 관습에 관하여 조회한 사항 324건을 총정
리한 民事慣習回答彙集을 간행하였다. 이 회답휘집은 1933년까지 9월 당시까지 한국법전조사국,
조선총독부취조국, 참사관실 및 중추원, 법원 기타 관청의 문의에 대하여 당국이 회답한 관습을
분류, 편찬한 것으로 식민지 시기 판례법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정광현,
1967 ≪앞 책≫ 159 ; 정긍식, 1992 ≪앞 책≫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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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족 상속에 관한 한 조선에서 실행되어 온 ‘관습’에 의
거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습 원칙은 실제로는 일본의 관리와 학자들
에 의해 파악되고 기록된 문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의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듯한 ‘관습‘이란 일본제국주의 국가 권위에 의해 다
시 그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 기이한 원칙이었다. 거기에는 홉스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근대 사회에서의 임의적 관습이 ‘근대적’인 법체계 속으로 해석, 분류, 보편화되는 근
대적 사회변화의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변화는 식민주의라는 지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일본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관습’이 정착되는 계기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제시기 ‘관습’이 일본 구민법의 시각에 의해 조사되고 결정
되었을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24)
1908년부터 5월부터 1910년 9월까지 법전조사국은 최초의 전국적 관습조사를 실시하
였다. 당시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
으나 관습조사의 예비적 성격을 갖는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사자료를 통하여 그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 관습조사를 위하여 206문제를 조사했는데 이는 일본의 민상법
체계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 조사는 일본의 법체계의 틀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25) 조사상의 문항 뿐 아니라 조사의 체계 자체가 일본 구민법의 편별 방식인 판덱텐
(Pandekten) 체계를 그대로 따랐으므로 조선의 관습조사 보고서도 이 체계를 따랐다.26)
나아가 조선의 ‘관습’에 미친 일본법의 영향은 단지 조항과 체계에 그치지 않는다. 그
것은 개념과 용어에 이미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 예컨대, 家督, 他家相續, 廢絶家, 一家
復興 등 조선의 가족제도에는 익숙치 않았던 개념과 용어에 의해서 조선의 ‘관습’을 묻

고 조사했다.27) 이 문제는 단지 조사의 부정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성을 나타
낸다. 일본의 관습과 법 개념에 입각한 조선의 관습 조사라는 것은 일본의 시선에 의해
해석하고 조선의 관습을 적극적으로 생산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관습조사 방법과 태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함[정긍식, 1992 ≪앞 책≫ : 8~9 ; 법원행정처,
1985 ≪앞 책≫].
25) Smith, Roberts, 1996 "The Japanese Confucian Family,"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n
Modernity-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n Japan and Four Other mini-Dragon. Tu
Wei-Ming(e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6) 윤대성, 1991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전세관습법> ≪한국법사학논총≫ 박병호교수 화갑기
념 (박영사)
27) 보다 자세한 설명은 양현아, 2000 <식민지 시기 가족 “慣習”을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 근대성,
식민지성> ≪한국 사회사학회 하계 워크샵 발표문≫ 미간행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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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구민법의 이식
일본 국가의 눈에서 본 조선 관습의 구성은 특히 가족 가부장제에서 잘 구현되었다.
그것은 관습 원칙과 함께 일본 구민법의 이식에 의해서이다. 앞서 본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는 민사령 11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법전의 친족 상속편의 조항들이 점차로 조
선에 도입되었다. “해당 분야에 적절한 관습이 없다(정광현, 1967: 21)” 또 “시세의 진운
과 함께 발생한 新事情(정긍식, 1992: 12)”이 있다는 것 등이 이유로 들어졌다. 일본 민
법 조항의 도입은 민사령 제1조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때 도입
이 법의 체계적 적용이 아니라 법조항을 빌려쓴다는 의미에서 借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구민법 법전 전체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조선에 효력
이 있는 일본법령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이 일본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었다(정광현,
1955: 22~26) 이 ‘차용’의 의미에서 이미 일본법의 적용이 항목별로 그때그때 편의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28)
조선에서의 일본 민법의 차용은 민사령의 개정과 호적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조선 민사령 11조의 1차 개정 (1921.11.14)에 의해 친권, 후견인, 친족회에 관한 일
부 조항의 차용이 가능하게 되였으며 이듬해의 제2차 개정 (1922.12.7)에 의해서는 일본
민법의 더 많은 조항이 조선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혼인 연령, 재판 이혼, 인지,
재산상속, 1차 개정에서 차용되지 않은 친족회의 나머지 조항에 관한 조항이 그들이다.
다시 1939년 11월 10일 3차 개정에 의해 일본법의 효력이 확장되었는데 이 때에는 씨에
관한 규정, 재판상 離緣[破養]에 관한 규정, 壻養子 緣組의 무효 내지 취소에 관한 규정
을 의용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의 2로 “한국인의 養子緣組(入養)에 있
어서 양자는 양친과 同姓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死後養子인 경우에는 이 제한에 있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 추가하여, 기존 양자제도의 異姓不養 원칙을 파기하였다. 또한,
같은 날 소위 창씨개명으로 알려진, <氏選定制限 및 氏名變更에 관한 制令>을 발표하
여 일본식의 씨제도를 조선에 강행하였다 (정광현, 1967: 22&25). 일본의 서양자 제도와
일본식 씨의 조선에의 이식은 조선 가족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법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과 함께 식민지 조선의

28) Chen은 식민지 법제화가 이렇게 “항목별(item by item)”로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법정책에 체계적
인 원칙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hen, 1984 op.cit, 2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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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 및 조선인의 일본인화에 박차가 가해졌던 시대적 맥락 속에 있었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 조선의 가족법은 원칙적으로 크게 두 法源에 의한다고 할 수 있
다. ‘관습’이라는 불문법과 일본 관련법의 선택적 차용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 두 법원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의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일본
의 법률이 조선에 강제됨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 새로운 가족 관행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관행이 ‘(신)관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한다. 일본의
법조항 자체가 ‘관습’의 원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새로운 관습의 제도적 맥
락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 당시의 관행에 대해서 판례 및 조례 등으로 관계
당국이 결정하면 이들 또한 이후 사례에서 ‘관습’으로 인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의 관습의 법원에는 조선시대의 법전 및 관행 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회조건 속에서 형
성된 관행 역시 포함된다. 이를 정리하면, 관습에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시대와 제도적
원리들이 포함된다. 먼저, 조선왕조의 법전 등을 고찰하여 현행 관습법으로 식민지 당국
이 선언한 것, 둘째, 식민지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던 실천들을 식민지 당
국이 인정한 것, 셋째, 일본의 법제(예컨대 이에제도)가 적용되고 사회관계가 변화함으로
써 생겨난 새로운 관행으로 인정된 것, 넷째, 당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등이다. 이렇게
식민지 시기 ‘관습’의 결정은 다의적이고 유동적이었던 실천(practices)이 보편적인 분명
한 효력을 가진 규칙(law)으로 전화되었던 과정이다.

Ⅳ. 이에(家) 제도의 이식과 조선의 戶主制度
1. 이에제도와 식민지 국가
호주제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호주제도가 놓여 있던 더 큰 제도인 일본 구민법
상의 이에제도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일본의 이에제도는 일본의 ‘전통’에 입
각한 제도로 알려져 왔지만, 그것은 일본의 봉건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메이지시대의 사
무라이 가족을 모형으로 하여 고안된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29) 일본의 구민법
29) Watanabe, Yozo, 1963 "The Family and the Law: The Individualistic Premise and Modern Japanese
Family Law," Law in Japan- the Legal Order in a Changing Society, Arthur Taylor von Mehren (e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Smith, 1996,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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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안하였던 유교적 엘리트들은 법 입안에 앞서 가족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하
였는데, 평민들 중 90%가 결혼형태, 친족계산, 가족구성에 있어서 유교적 법칙과는 다른
‘비정상성’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1898년에 제정된 일본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은 당시의 일본민중이 아니라 엘리트의 ‘유교’ 개념에 입각한 법전이었다.30)
이에제도는 유교에 기반을 둔 일본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서구적 ‘근대’의 절충으로
서 고안된 것이다. 이에란 핵가족제도의 외양에다 직계가족제도의 원리를 기묘하게 통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형상의 개별 소가족은 지역공동체의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소규모 경제단위라는 의미에서 서구유럽의 ‘근대적’ 핵가족의 모형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 이에제도 하에서 일본의 전 국민이 호주에 의해 편재된 가족으로 조직
되었으며 개개 가족은 별개의 가족이름(氏)으로 등록되었다. 이전에는 씨를 가지지 못하
던 대다수 평민이 씨를 갖게 됨으로써 이 과정은 일본의 전 주민에 대한 ‘시민적’ 보편
화와 지위상승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이들 소가족은 계승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개별 이에의 계통들은 천황이라는 혈통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본류의 가계에 수직적으로 통합된다. 이런 의미에서 메이지 제국주의 국가는 그 자체가
천황을 시조로 하는 가족모형을 가진 가족국가였다. 이렇게 일본의 구민법 중 친족상속
편은 1870년부터 19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일본의 전통과 서양의 근대간의 타협
의 산물이다.31) 하지만 일본의 친족상속편이 식민지 조선에 제시될 때 그것은 진보적이
고 움직일 수 없는 법이 되었다. 그것은 단지 근대법의 주입이라는 추상적 목적이 아니
라 조선 식민지를 일본의 국가체제 아래로 통합시키려는 제국주의 국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에의 중심제도인 성과 씨, 양자, 호주제도를 차례로 살펴보기
로 한다. 특히 조선에 가장 깊게 각인된 호주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2. 姓과 氏, 양자제도
1915년 민적법 개정에 따라 조선의 호적에 본래의 인구조사 방식이 폐지되고 추상적
인 이에 개념이 이식되었다. 이 때의 추상적인 이에란 사실적 거주 상태와 상관없이 호
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 의미한다. 이 민적법은 1922년 발효된
30) Smith, Waren, 1959 Confucianism in Modern Japan-A Study of Conservatism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Hokuseido Press, Tokyo.
31) Watanabe, 1963.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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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적령에 의해 대체하였으며 조선호적령은 기존의 호적제도를 한층 효율화하였다.
즉, 호적의 내용, 형태, 수정방법,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자세한 원칙이 정립되었고 분실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호적문서를 두 부씩 작성하여 따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
께 결혼, 출생, 사망, 양자, 파양, 분가/부흥가 등 모든 가족사항의 변동에 있어서 기존의
사실주의에서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대변혁을 가져왔다(정광현, 1967 ; 박병호
1992). 이 과정은 조선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국가 문서에 의해 기록되고 편재된다는 점
에서 조선인의 '국민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인의 사적 정보가 국
가가 관장하는 공적 정보로 통합되고, 국가의 등록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변화
한 것이다.
한편, 1939년 조선민사령 제3차 개정에서 선포된 <氏選定制限 및 氏名變更에 관한 制
令>에 의한 일본식 씨제도의 강행은 조선에서 이에제도 이식의 완성을 위한 조치로 이

해할 수 있다. 창씨개명으로 알려진 이 대대적 개혁은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마찬가지의
씨를 가지게 하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에 발맞추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아래 글은 당시 경성일보 1933년 12월 10일자에
실린 야스다 간타(安田幹太) 교수의 조선민사령 개정에 관한 해설의 일부이다.
日本에서도 예전에는 氏族制度가 행하여졌던 당시에는 日本의 所謂 姓은 朝鮮의 今日의 것
과 전혀 동일하였던 것 같다. … [하지만] 朝鮮과 같은 姓이 廢止되고 家의 呼稱인 氏를 稱하게
된 것 같다. … 朝鮮人中 保守的 知識階級中에는 姓의 呼稱을 廢止하고 그 姓을 不分明케 함은
人倫을 紊亂케하는 原因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릇된 姓을 稱하게
할 것이냐 氏를 稱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히 時代의 政治, 經濟組織이 이를 決定한다.
… 例컨대 延安李氏가 一族一體로서 政治, 經濟生活을 하고 있던 옛날에는 延安李氏에 속하
는 各個人은 李姓으로 呼稱함이 必要하였다. 그런데 今日에는 延安李氏의 一族은 사실상 數
十百의 家로 分裂되고 場所를 달리하고 生活을 別途로 하고 있다(정광현, 1967: 62~63 재인
용, 필자 강조).

이 담론은 성과 씨제도를 전근대와 근대적인 것으로 대비시킨다. ‘연안 이씨’가 모두
모여 살지 않는 현재의 정치, 경제체제에서는 수백세대를 동일하게 지칭하는 姓제도가
아니라 그 세대를 지칭할 수 있는 일본식의 氏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일본식
씨제도는 ‘근대성’의 보편적 요청이 아니라 일본 민법과 국가의 특수한 요청이었다. 일
본의 씨제도는 1915년 조선에 도입된 민적법상의 이에제도에 통합된 제도로서, 일본의
씨란 어떤 사람이 혼인, 입양, 이혼, 파양함에 따라 소속 가를 변경하면 함께 변하는 것
이기에 명실공히 ‘이에의 경계’와 일치하는 가족 정체성의 표지이다. 일본의 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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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 양자제도, 재산제도와 통합된 것이어서, 이에제도의 보편적 확립을 위해서 조
선에 씨제도를 주입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의 가족 정체성에 있어서 일본식의
씨를 가지라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은 생각하기 어렵다. 조선시대를 통해 확립된 성본제도
에 따르면 성본 변경의 불가능성은 조선의 성본제도의 핵심이었다(이광신, 1973).
1940년 2월 11일(일본왕의 생일) 위 명령의 발효와 함께 호적에 일본식의 씨가 조선
의 성명을 대체하게 되었는데, 조선의 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本貫’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회활동－구직, 입학, 이력서 등－을 위해서는 일본
식 씨만 가지고도 충분하였지만, 본인의 혈통과 관계된 사항을 위해서는 성이 필요했다.
조선의 성과 본은 마치 숨어 있는 사람처럼 호적의 한 구석에 남게 되었다(정광현, 1967;
28). 일본식의 씨제도의 도입이 조선에서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예컨대, 형이 선정한 씨에 동의하지 않는 분가한 동생은 형과 다른 씨를 선정할
수 있었으니, 이제 형과 동생이 다른 씨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는 조선의 성제도
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조선인의 호적에서 조선인의 성과 일본식의
씨가 공존했다는 것은 일제의 同化와 異化 정책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식민 정
부가 일본 주민과 동일한 구조의 씨를 조선 주민에게 갖게 하였다는 점은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이라고 한다면, 본적의 형태로 조선인임을 식별가능하게 만든 정책은 이화정책
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
에제도의 이식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적법 등 여타의 신분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인에게 호적은 어떤 사람의 법적 정체를 밝히는 유일한 제도였기 때문이다(정광현
1967: 437 ; Chen 1984: 246 ; 박병호 1992).
일본식의 양자제도인 壻養子 제도의 도입은 일본과 조선 가족을 통합시키고자 했던
제국주의 국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이다. 서양자 제도란 양부모의 딸과 결혼
함으로서 양부모의 아들이자 사위가 되는 독특한 일본식 양자제도로서 이중의 결합－즉
양자와 혼인－이며 같은 가족 안에서의 혼인인 戶內婚姻의 허용이라 할 수 있다. 호내혼
인이란 이성인 자를 양자로 삼지 않은 異姓不養과 양자를 親子로 여기는 조선의 관점에
선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에 의해 일본 남성이 조선 여성과 결혼하고 조선 여성의 호에
속할 경우 그 남성(사위)은 조선 여성(혹은 그녀 아버지)의 씨를 가지게 되고 부인의 호
적에 속할 것이며, 반대로 조선 여성이 일본 남성과 혼인하고 남편 이에에 속한다면, 남
편의 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민족적인 차이나 뿌리가 감추어지고 조선인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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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에제도상 가족은 하나의 경제단위, 혹은
사업단위로 파악하고, 호주는 그러한 가족재산과 가족사업을 잘 관리하고 계승해야 할
지위라는 관념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Kondo, 1982; Hamabata, 1983). 말할 나위도 없
이 각 민족사회에서 성과 씨, 입양 등의 기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에서 입양이
란 무엇보다 부계계승적 가계를 계승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면, 일본에서 입양이란 가
족사업의 계승에 주목적이 있었고, 여기서 혈통 요소는 조선에 비해 덜 문제되었다.

3. 조선의 상속제도와 ‘호주제도’
1) 세 종류 상속이라는 담론
조선과 일본의 가족제도의 차이는 식민지시기를 통해 점차로 무시되고 일본식의 시각
으로 조선 관습이 편제되었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의 두 종류
로 구성되고 ‘家督相續’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가족제도에서는
세 종류의 상속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일본 제국구의 국가는 일본 상속제도에 따라 조
선의 관습을 정리함에 따라 1912년 관습 조사보고서 및 이후 상속관습에 관계된 각종
서적에서 조선의 상속제도는 제사상속을 중심으로 재산상속, 호주상속이라는 세 종류의
상속제도로 구성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로써 호주상속이 ‘조선의 관습’으로 이식되었
으며 점차적으로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시켰다. 다음
은 중추원 조사국 자료 중의 일부이다(연도미상).
李朝의 相續制는 祖上의 奉仕者인 地位의 承繼를 主目的으로 하고 家長權 내지 財産權의
승계를 從目的으로 하는 相續과 遺産의 承繼를 目的으로 하는 것의 두 가지이다. 그러나 이미
戶籍令도 實施되고 家族制度도 이제는 확립되어 그 基礎가 堅固하게 되어 戶主의 地位를 점차
重要視하게 된 現時에서는 乘重은 日本民法의 家督相續人과 같이 戶主權의 承繼를 主目的으로
하고 祭祀權 내지 財産權의 承繼는 從目的으로 하여 그 중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정광현,
1967: 235 재인용).

이와 같이 제사상속이 조선의 상속제도에서 부수적인 것처럼 취급되다가 급기야
1933년 3월 3일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실체가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규정되었
다. 이렇게 제사상속을 법률 외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호주상속의 “종목적으로” 합병했
던 것은 조선의 가족제도에 있어서 실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제사상속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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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가족의 구조적 계승의 중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병호, 1992; 이상욱,
1988:11). 아래와 같은 담론에서도 일본의 가독상속(호주상속)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의
承重者를 분류하고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民法에 규정된 家督相續에서는 法定家督相續人, 推定家督相續人, 選定家督相續人의 三
種이 있음은 이미 前述한 바이나 韓國에서는 名稱은 다르지만 그 實質에서 觀察하면 다소 이와
類似한 것이 있다. 卽 後述하는 法定의 推定承重者 卽 嫡子는 日本民法의 法定推定家督相續人

과 類似하며 또 宗子의 遺言으로 인한 死後養子는 指定家督相續人과 類似하고 宗子의 死亡後
의 遺妻 其他 親族이 選定하는 死後養子는 選定家督相續人과 類似하다(중추원조사국자료, 정
광현, 1976: 235 재인용).

조선의 승중자(제사 상속자)가 지정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 이 담론에서 제사계승자
와 일본의 가독상속자는 “실질”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가계계
승자는 자연스럽게 ‘가독상속자’로 호명되고 그 차이의 문제는 사상되었다.

2) 이에제도의 호주와 조선의 가계 계승자
위와 같은 논리에서 일제시기를 통해서 조선의 가족제도상의 宗子, 宗孫, 承重이라는
지위가 호주 지위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동일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시기
심지어 현대 한국사회에서 흔히 받아들여졌듯이, ‘호주’와 조선시대 가족의 가계 계승자
와 대체로 동일한 것인가. 이 문제는 양 국가의 가족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져 오지 않은 것 같다. 두 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이하다.
첫째, 조선의 가족 대표(종자, 종손, 승중)가 갖는 권위의 원천은 조상집단에 있었던
반면 호주는 국가가 승인하는 서류상의 지위라는 점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가부장권이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이다. 이에 따라 호주권에 수반되는 가독에는 가족에 대한 법
적 부양의무, 家産의 전유권, 가독권 등 형식적이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박
병호, 1992: 10~11).
둘째, 종자, 종손, 승중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조상의 봉사에 있었다면, 호주 지위의 핵
심적 역할은 제사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 특히 가족재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들의 중심적 역할과 관련하여, 전자의 지위는 조상의 피를 계승하고 있
는 자라는 점이 그 선정에 있어서 핵심이라면 후자는 혈통과 어느 정도 무관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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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은 중요한 차이이다. 관련하여, 종자, 종손, 승중을 돌아간 조상의 ‘우두머리’로
보는 것은 가당치 않다. 가계 계승자의 권위는 조상으로부터 도출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
이며, 조상의 후손의 대표자로서 종자, 종손, 승중이 존재했다.
셋째,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종손이란 宗家에서 본처에 의해 태어난 남자일 것, 형제순
위상 가장 먼저일 것, 적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촌수 및 세대를 고려하여 양자를 선정할
것과 같이 친족원리에 의해, 구일 정한 원리에 의해 결정되었고, 개인적인 요건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반면 일본식 이에제도에서 호주는 혈통 관계와 어느 정도 무관할 수 있
었다. 물론 법정 호주 승계자는 법으로 그 계승 순위가 정해졌지만 壻養子制度 및 廢除
制度와 같이 운용될 경우, 어떤 사람이 호주로서 적합한지 선택할 수 있는 고려의 여지

가 있었다.32)
마지막으로, 두 지위가 대표하는 가족 규모 면에서도 대단히 다르다. 위에서 말한 엄
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할 종손, 종자 혹은 승중이라는 지위는 적어도 오대 위의
조상인 高祖父母로부터 뻗어나온 門中이라는 동족집단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형제간에도 분가가 허용되었던, 호주로 편제되는 가족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봉
사자의 필요성도 이념형적으로 볼 때, 다섯 세대의 지도에서 본 종가의 계승 문제로 압
축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들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의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조상의 봉사, 가계 계승 원리의 법칙성, 과거지향성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33)
이렇게 상이한 두 지위가 일제시기 동안의 ‘비교’를 통하여, 호주권의 관점에서 재단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이한 두 지위의 차이가 무시되고 한국의 가계 계승자
의 지위가 이에제도상의 호주의 관점에서 재단되었던 것의 의미와 결과를 생각해 보자.
일례로, 일본 구민법상 인정되었던 폐제제도(일 구민법 제 970조)가 식민지 조선에서
는 금지되었다. 폐제란 법적으로 장자, 차자 등의 순위에 따라 호주 계승자의 지위에 있
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의 호주가 그 부적합성－무능력하다거나 현호주에게 불손하다는
등－을 이유로 계승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현 호주에게
다음 호주 선정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줌으로써 현 호주의 권위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
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구를 호주로 하느냐에 대해 각 이에에게 일정한 정도의 융통성을
주는 제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에선 인정되었던 폐제제도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허

32) 폐제에 관해서는 후술 참조.
3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현아, 1999 <한국의 호주제도－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여
성과 사회≫ 1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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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호주 승계자가 아무리 무능하고 불손하다 해도 계승에서 제
외시킨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해석은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로 위의 언명에서 ‘조선의 관습’이란 한 가문의 계통을 잇는 계승자(장자 혹은 승증)
에 관한 관습을 뜻한다는 점과 동시에 그 가계계승자가 곧장 ‘호주’라고 호명된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식민지 한국에서 이에제도상의 호주가 조선시대의 부
계계승 원리에 의해 사고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조선의 관습’이라는 기
호는 조선시대라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무엇으로서 그 의미가 동결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 연구가 보여주듯이 가족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정치제도, 경제제
도, 신분구조, 통치이념 등－속에서 구성된 것이었다. 더구나 5백년여의 역사 속에서 조
선시대에서도 시기에 따라, 신분과 지역에 따라 가족생활의 다양한 패턴이 나타났다. 그
럼에도 시간적, 신분적, 지역적 편차는 무시하고 ‘조선의 관습’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리
는 식민지 시대의 어법은 조선시대를 정태적이고 일차원적인 시간으로 동결시키는 것이
었다.
이런 방식으로 조선의 관습을 확정한 결과, 식민지 조선에서 호주계승의 금지, 포기,
그리고 선택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호주제도는 일본에서보다 한층
더 철저하고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1914년 11
월 정무총감의 회담에는 “한국의 관습에서는 장남이 暗愚하여 家를 승계함이 부적합할
때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폐제하고 차남 또는 삼남에
게 상속케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1915년 민적 사무 최급에 관한 官通牒에서도 “實子
(양자 아닌 친자)인 상속인 폐제의 신고는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확정짓고 있다. 이후
식민지 소위관리들의 회담에서도 같은 견해가 거듭 확인되었다.34)
이로써 조선에서는 적장자 및 이외 법률이 정하는 추정 호주승계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호주 계승은 호적사무에서 접수되지 않게 되었고, 아예 폐제란 쟁점
자체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조선의 관습에 대한 일본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의
미하며, 예외적 호주계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주제도는 가계 계승의 원
리에 따라 예외 없이 철저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
34) 이 자료는 식민지 당시 중추원이 갖고 있던 추정 제사상속인의 폐적에 관한 관습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정광현 교수가 국역한 이 자료들을 보면 조선시대의 제사상속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설명
과 해석에 있어 일본의 가족을 관념하는 개념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광현, 1967
: 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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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 관습이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법제화된 것은 가부장제는 일본과 조선의
관습 모두의 공통분모로써 저항없이 이식되고 계승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당시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던 조선의 토착세력의 성격과 탈식민 이후 대
한민국을 수립하고 국가를 대표했던 세력의 성격도 중요하다.35)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의 이에제도는 양자, 성씨, 결혼, 재산상속 같은 여러 가족제도
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예컨대 일본의 서양자 제도는 양자를 곧 사위로 삼음으
로써 양부모와 양자 간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서양자로 하여금 호주를 계승케 한다는
것은 딸의 후손에게 호주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딸
만 있는 이에의 호주 계승을 안정화시키는 기제이다. 서양자 제도나 폐제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이에제도상 호주제도는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적장
자에 의한 호주계승 이외의 선택과 대안이 존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식민지 시기 이
식된 모든 제도들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일본식의 씨제도는 1946년 탈식민 후 곧바로
폐지되었고, 이성불양의 문화가 강했던 한국에서 서양자 제도는 1949년에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여호주의 지위는 미혼인 딸의 호주 지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잠정적
인 것이었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식 씨제도 없는 호주제도, 여성
호주제도가 원활치 않은 완강한 장남 승계제도로서의 호주제도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제도의 변주곡인 호주제도는 ‘전통’으로 깊숙이 자리해 왔
던 것이다. 일본식 가족제도 전체를 수입했다기보다는 조선식 가장제도의 연장처럼 보
이는 호주제도와 국가의 입장에서 호적 公簿를 작성하는데 필수불가결했던 제도들이 이
식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호주제도는 조선으로부터 이어진 가계 계승제도의
논리에 일본식의 이에제도가 ‘착종’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 국가의 조선인 지배의 필요성과 조선인의 가부장적 ‘관습’의 존중의 결
과물이다. 요컨대, 조선시대 후기 주로 양반계층 가족의 혈통에 입각한 엄격한 가계 계
승 논리가 이제 호적을 단위로 한 모든 소규모 가족의 논리와 병합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현대 한국에서 하나의 호적을 구성하는 모든 소규모 가족이 마치 계승되어야 할
하나의 계통을 가진 것처럼 되어 버렸다.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짊어지고 이것이 이른바 근대법의 법적 요구가 되어 버렸다. 일본
식민주의를 거친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적장자에 의한 호주만을 ‘정상’으로 취급하였기
35) 자료의 미비로 인해 식민지 시기 조선의 양반 남성지배세력이 가부장적 관습 결정에 미친 영향을
밝힐 수 없었음은 본고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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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들의 필요성은 이제 전국민의, 모든 소규모 가족의 법적 필요성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위에서 논의한 종자 혹은 승중이라는 가계 계승자의 필요성은 대개 하나의 문중
내에 있는 본가의 필요일 뿐 아니라 조상봉사를 위한 물질적 문화적 자원을 가진 양반
계층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소규모 호가 조선의 양반가계라
도 되는 듯이, 기필코 적장자의 출산을 강행하였다. 이렇게 충족 불가능한 원칙이 탈식민
대한민국에서 꼭 60년(1945~2005) 동안 행해왔다는 것은 많은 무리를 낳는 것이었다. 특
히 이러한 역사적 짐은 주로 남아를 출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여성들에게, 그녀들의
수모와 고통 그리고 신체에 가해진 학대와 돌봄 노동의 고단함으로 전가되었다. 한국의
남성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매인 여성들은 이러한 식민지 전통 속에서 살아왔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한국의 호주제도는 일본식 이에제도의 일부를 떼어다 그 안에서 이에보
다 훨씬 규모가 큰 조선의 가족, 특히 문중이라는 친족 단위를 사고하게 하는 기묘한
제도라는 점을 밝히었다. 규모의 문제와 함께 상이한 시공간에서 형성된 가족제도를 호
주제도의 틀 속에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호주제도의 시대착오성을 말한다. 일본
에서 이에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개정된 신민법에서 폐지되었지만 한국에서
호주제도는 부계 성･본주의, 부계 호적편제, 장자의 포기 및 廢除가 금지된 엄격하게 혈
통적인 계산방식에 의해 운용된 절대적 법정상속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36) 2005년에
폐지가 확정되고 2008년 1월 1일에서야 폐지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법제도로서 호주
제도는 거의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일본 식민주의가 미친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미친 영향과 가부장제의 재구성
이라는 두 주제를 서로 교차시키면서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의 이에제도의 도입을 성
씨, 호적, 양자 제도를 통해 살펴보았고, 호주제도의 이식과 조선의 가부장제도와의 착
종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제 이 글의 메시지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먼저, 식민지 시기의 가족 관습의 정착은 ‘왜곡’이라는 개념으로는 역부족인, 왜곡 이
상의 무엇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조선의 문화에 미친 식민지 영향은 ‘지식
36) 절대적 법정상속주의는 1989년 제3차 가족법 개정까지 계속되다가, 1989년 이후 2008년까지 법정
호주에 의한 호주 승계 포기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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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것은 관습의 호명, 체계화, 분류
에 미친 적극적 과정이었다. 이 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진정한 전통의 회복이 아니
라, 기존 지식에 대한 식민지 영향의 해체와 현재의 사회 맥락에 맞는 문화의 재생산에
있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전통의 회복이 아니라 현재의 전통이 기반하고 있는 동결된 문
화주의를 녹이고 이제까지 알려져 온 ‘전통’ 혹은 ‘관습’을 현재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둘째, 관습 및 전통에 내재한 권력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요청된다. 그것은 특정한 계층
적･성별적･국가적 이해관계 위에서 형성되었고 하나의 단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
은 기존 역사학적 연구들의 민족주의 시각에 대한 비판에 해당한다. 민족 안에도 다양한
위치와 다른 성별이 존재하기에 식민지 유산의 비판은 단지 일본이 아니라 국내적인, 즉
내부로 향하는 비판과 성찰이 요청하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 식민주의 사관을 넘어서는
포스트식민주의에 대해 관심이 요청된다.
셋째,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관계를 통해 본 새로
운 역사쓰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글에서 다룬 가족법에
미친 식민지 영향은 민족주의 역사학이나 법사학이 아니라 젠더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 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에 의해 잘 드러났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아래로부터의 역
사’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이며 민족과 국가 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비판담론이
다. 이 글에서는 탈식민 페미니즘이 가부장제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이
며, 이를 통해 법과 역사, 문화를 다시 쓰게 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기존의 식민지 법제 연구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paradigm)의 변
화를 추구하였다. 부족한 시도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연구에 공감하는 많은 연구들이 나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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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1958년에 새 민법의 일부로 제정된 가족법은 친족의 범위, 호주 상속 순위, 재산 상
속, 아버지 우선의 친권 등 여러 가지로 남녀차별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 직후
부터 여성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 운동이 반세기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몇 차례의 가족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던 호주제의
폐지를 목표로 운동이 활발해졌다.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를 배제한 민법
안이 의결되어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된 민법이 발효되었다. 호주제 폐지 운동
의 과정에서 ‘남녀 차별의 시정’, ‘가족의 민주화’, ‘이혼 가정 자녀의 복리’라는 틀에
더하여 새롭게 호주제를 폐지해 마땅한 사유로서 ‘과거 역사의 청산’이라는 틀이 제시
되었다. 호주제는 식민지 지배의 잔재이며 호주제라는 ‘전통’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에서 양현아 교수는 한국의 가족법 제정 원칙의 하나인 ‘전통’이
어떤 역사적 근거에 서 있는지 불투명하며 식민지 시기의 영향에 대해 침묵해 온 것을
문제시하여, 한국 가족의 ‘舊’ 관습은 식민지 당시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의 ‘전통’에는 식민지의 유산이 부정되면서도 덧씌워져 있다는 점 등, 극히 중요한 시점
과 분석을 제시하였다. 한국 호주제의 성격을 밝힌 본 논문도 이러한 연구 성과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호주제의 이식과 조선의 가부장제도의 착종을 대단히 면밀하
고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례로서 호주제의 경우, 예외적 호주 계승을 설정하
지 않는 등 일본이 조선의 관습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는 호주제가 가계 계승의 원리에 의해 철저하게 운영되었다는 점, 나아가
해방 후에는 완고한 장남 계승 제도로서의 호주제가 ‘전통’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이 밝
혀졌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식민 통치 이전의 민족 고유문화의 재건이
라는 복고적 사상과 함께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제도의 재건이 고창되었고, 그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가부장제 이념에 기초한 남녀차별적인 내용의 민법이 제정되었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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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시기 가부장 제도는 조선의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리고 일본의 舊민법과
식민지국가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었고, 해방 후에도 조선의 ‘전통’으로 간주되
어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필자도 말하고 있듯이 식민지 시기 조선의 양반 남성 지배 세력이 가부장적 ‘관
습’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시점은, 조선의 ‘관습’이 어떻게 ‘전통’으로 재
편되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논점이라 생각된다. 또 본 논문의 주
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해방 후의 민법 제정에 관여한 세력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러한 세력은 왜 식민지 유산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호주제
를 유지, 재편하였는가도 매우 궁금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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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일본과 양처현모주의

Ⅲ. 조선과 현모양처주의
Ⅴ. 나오며－그 후의 일본과 한국

Ⅰ.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근대 일본과 조선에서 良妻賢母主義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하
였고 여성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였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근대 일본･조선 사
회에서 良妻賢母(일본)/賢母良妻(조선)라는 용어 속에는 전통성과 근대성이 병존한 채로
표현되었는데, 시대의 요청에 따라 역점은 다르게 찍혀왔다.
양처현모/현모양처에 부여된 의미는,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상
임과 동시에 일찍이 국가건설에 공헌한 적이 없었던 여성들, 곧 종래의 유교적 규범이
규정하는 여성과는 다른 새로운 여성상이었다(陳姃湲, 2006:23). 일본과 조선에서는 개화
기에 근대화의 추진력으로서의 ‘賢母’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
는데, 그 후에 일본･조선에서 다양한 사상적 입장에 근거하여 그 사회 고유의 양처현모/
현모양처의 모습이 교육제도 밖에서 논의되고 모색되었다. 즉 상이한 역사적 문맥에 따
라 기대되는 여성상이 변화해 갔고 일본의 양처현모, 조선의 현모양처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근대적 여성상으로 등장한 양처현모/현모양처주의에 기초한 성별역할의 고정화 및 그
것을 촉진하는 교육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이 가해졌으며, 당시의 일본･조선 여성
들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을 리 없었다.
다만 근대적 여성상으로 창출된 양처현모/현모양처주의가 여자교육의 필요성과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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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거, 즉 여성이 교육을 획득하는 명분이 되고, 교육기회가 닫혀있던 일본･조선의 여
성에게 취학의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취학률에
서 보이는 성차･계층차는 극히 크지만, 그렇더라도 여자 취학자의 증가에 일정한 역할
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일본과 조선에서의 양처현모/현모양처가 어떻게 의미가 지어졌
을까. 여성의 역할로서 무엇이 요구되었을까. 국가권력은 양처현모/현모양처를 어떻게 위
치지었던 것일까에 대해 일본, 조선의 양쪽에서 시대에 따라 부여된 의미의 변화에 주목
하면서 양처현모주의의 성립과 그 변천을 주로 당시의 여자교육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표기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양처현모를 한국의
경우에는 현모양처를 사용한다. 일본과 한국(조선)에서 왜 ‘양처’ ‘현모’의 어순이 다른
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느 쪽도 자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Ⅱ. 일본과 양처현모주의
1. 법제도에서의 여성의 위치
메이지(明治)신정부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사회제도의 정비에 착수했다.
1871년에 전국에 통일적인 호적법이 실시되었다. 개인은 호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戶’에 편입되어 신분계층을 불문하고 ‘호’ 단위로 파악되었다. 호적의 형식은 호주를 筆
頭人으로 그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 尊屬･直系･男性을 상위에 卑屬･傍系･女性을 하위로

하는 서열에 기초하여 친족의 범위가 결정되었다.
1886년의 개정호적법에서는 가족의 신분변동 신고의무를 호주에게 지우고, 가족의 혼
인･養子緣組에 호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했는데, 호주권의 일부가 이 단계부터 나타났
다(鎌田, 1992:25).
나아가 뒤처진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에 의한 국민통합을 이루어가던 서구의
국민국가에서 배워 새로운 가족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1898년에 공포된 민법(明治
民法)이다. 민법(친족편･상속편)에 의해 호주권과 家督相續 등이 국가법으로서 신설되었

다. 가족의 통솔자로 ‘호주’를 두되, 호주는 戶의 구성원에 대한 호주권을 가짐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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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家産을 일괄하여 상속하는 권리와 선조를 모시는 제사의무
를 포함한 가독상속권이 부여되었다. 호주는 원칙적으로 年長의 남자이지만,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서는 연장자가 ‘女戶主’가 되고, 데릴사위의 경우에도 妻가 호주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메이지민법에 따라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家)’를 존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위 이에制度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가족법의 원리를 규정한 이유는 천황을 종가로 하
고 그 밑에 신민인 가장이 이끄는 각 이에가 分家로서 존재한다고 관념화된 가부장적
가족국가체제의 구축을 위해서였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서양근대문명 속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보았고, 때문에 문명개화의 이름하에 그러한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히
로타, 1982:7).
메이지민법은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했던 것일까? 첫째, 메이지민법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호적상으로는 夫婦 別姓이었지만, 민법시행 후 妻가 된 여성은 夫의 氏를 칭하
는 것으로 되어 처는 夫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둘째, 호주 남성이 이에의 중심으로서
주도권･결정권을 쥐고 처는 그 호주(夫)의 지배하에 놓여졌다. 셋째, 결혼 후의 처는 성
인이면서도 법률상의 행위에 법적인 제한을 받아, 夫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
로 할 수 없어서(“夫는 처의 재산을 관리함” 801조) 제한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다. 넷
째, 자식의 친권은 호주가 아니라 자식의 부모에게 부여되었지만, 친권자인 부친이 없는
경우 모친은 친족회의 감독하에서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독상속에는 親
等이 가까운 남성이 우선되었고, 여성의 嫡子보다 남성의 庶子가 우선시되었다.

남녀의 불평등을 제도화한 메이지민법에서는 당시의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위치지우
려 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남존여비의 제규정이 법문화됨에 따라 남성우
위적인 가부장적 가족질서 하에 여성의 권리는 크게 제한되었다.1)

1) 한편 근세의 武家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女戶主의 허가, 妻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었고, 법률을 근거로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영역도 있었다. 예컨대
‘民權할머니’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구스노세 기타(楠瀨喜多)는 1878년에 女戶主에게 지방참정권
을 부여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여 전국에 그 이름을 떨쳤다. 그후 여권획득 운동이 활발해지고 부인
참정권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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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적 양처현모주의의 등장
메이지 신정부는 국가 구축의 중요한 기둥으로 서구근대국가의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
교육의 정비를 추진했다. 1872년에 학제가 공포되었는데, 구미를 모방하여 男女同等論
에 기초한 교육론을 전제로 “남녀의 구별 없이 小學에 종사케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신분과 남녀의 구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 학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봉건적 신분제도를 해체하고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균일한 ‘국민’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이 시기 계몽사상가에 의해 창도된 여성관은 여성
도 남성과 동등하게 근대교육을 받은 ‘국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이고, 이 때
문에 남녀공통의 일반 교양교육이 상정되었다. 곧 국가와의 관계에서 같은 ‘국민’으로서
남녀는 동등하다고 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교육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자식의 才･不才는 그 母의 賢･不賢에
따른다”(學制實施細目에 관한 太政官 지령 3조)라고 하여 母의 역할이 중시되었기 때문
이기도 하였다. 여성은 다음 세대의 국민 육성을 담당하는 ‘母’라고 하는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며, 이 때문에 여
자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요컨대, 남녀동등의 교육이념을 떠받치고 그때까지 여자학문 무용론을 부정하는 논거
가 되었던 것은 ‘賢母’ 육성론이었다. 구미 근대국가의 여자 교육과 서구의 ‘교육하는
母’상에 촉발된2)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좋은 母의 육성은 국가 만들기의 기초이며 자식

교육을 할 수 있는 ‘문명적인’ ‘賢母’의 육성이 국가발전에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예컨
대 ‘母’ 역할을 국가적 시점에서 위치지은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선량한 母를
만드는 說>(≪明六雜誌≫ 33호, 1875년)에서 보이는 바처럼, 계몽사상가는 문명국가 건
설을 위해 근대적 국민인 자식의 교육을 담당하는 ‘母’역할을 수행하도록 여자교육을 진
흥하자고 역설하였다3). 이렇게 근대화를 급무로 했던 메이지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
2) 19세기 후반 구미 사회에서는 근대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이 성립되었고, 그 가족관을 배경
으로 하여 모친의 교육역할이 강조되었다. 그 언설이 구미문명의 섭취에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할애
하고 있던 당시의 일본에 당연히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된다(小山, 2002:98).
3) 고야마 시즈코(小山靜子)는 賢母論의 등장을, 아이들의 교육이 ‘이에’와 관련 없이 국민형성이라
고 하는 시점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 교육이 공동체의 존재를 제외하고 가족과 국가라고 하는
구조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 가족에서의 교육담당자로 모친의 존재가 클로즈업 되었다는 3가지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小山: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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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도 근대교육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언설수준에서 활발히 강조된 ‘賢母’상은 부친의 역할이었던 (남자)교육 담당자
가 母親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때까지의 여성상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4). 에도시
대에 특히 ‘이에’의 대를 이을 남아의 교육은 부친, 남성 가장의 책임이고, 여성에게 기
대되었던 것은 ‘이에’의 존속이었다. 에도시대에는 다수의 자녀 양육서가 간행되었는데,
현대의 育兒書와는 달리 그것들은 오직 남성 독자를 상정하고 씌어졌다. 자녀 양육은 父
道의 일환이고 자녀 양육의 방침은 家訓이었다. 남자의 교육은 ‘이에’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친이 의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도시
대의 여성은 從順한 처･며느리가 될 것이 요구되었지만, 교육하는 母 역할은 기대되지
않았고, 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인식되지 않았다.
‘賢母’론의 등장은 가족은 국가의 기초이고 그 가족 내의 일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
은 여자라고 하는 인식틀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小山, 1999:24).
근대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와 결합하는 가운데 여성은 ‘母’ 역할을 통
해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통합되었다. 다만 이렇게 이념적으로는 장
래의 국민을 기르는 ‘현모’ 역할이 여성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선된 것은
남자의 교육이었고, 여자교육의 진흥은 길어야 소학교 단계에 머물렀다.
國民皆學을 내건 學制에 의해 초등교육의 보급이 추진되었지만, 수업료가 무상이 아

니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었던 점, 학교의 교육내용이 일상생활에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았
다는 등의 이유로 취학률은 저조했다. 취학이 의무가 되어 여성에게도 교육의 길이 열렸
다고 해도, 당시에는 여성에게 학문은 불필요하다는 의식이 뿌리가 깊었다는 점, 입신출
세와는 관련 없는 역할이 부여된 여성으로서는 학문의 유용성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여성취학률은 극히 낮았다. 이념으로서의 ‘현모’육성론이 강조되었지만 그것만
으로 여성의 취학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부진한 취학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가사･재봉 등의 실용교육이 시행되었
고, 교과내용은 가정부인에게 적절한 지식과 기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에 비중
이 놓이게 되었다. 1879년에 學制가 폐지되고 敎育令이 제정･공포되어 남녀의 성별교육
과 男女別學의 방침이 제시되었다. 그 해에 나온 ‘敎學大旨’는 유교교육을 국민교육의
4) 에도시대에 다수 출판되었던 女訓書에서는 시부모와 夫에 딸린 며느리와 妻의 心得이 설명되었는
데,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관계된 모친의 역할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에도 후기에 널리
읽혔던 교육서 ≪女大學≫에서는 “자녀를 기르더라도 愛에 빠져서는 나쁜 것을 가르친다” 고 하
여, 母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술도 보이는데, 母로서의 역할을 언급한 덕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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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위치시킨 유교적 교육관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길에 남녀의 차가 있지
않다”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강조했던 學制의 혁신성은 크게 후퇴했으며, 이후 학교교육
의 장에서는 남성우위의 유교도덕이 강화됨과 동시에 여자 특성 교육을 중시하는 양처
현모주의 교육으로 발전하여 간다.

3. 양처현모주의의 국가체제에의 편입
메이지 초기에는 양처현모라는 숙어는 성립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의 여자교육을
모색하면서 ‘현모’와 ‘양처’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였다(中嶋, 1984:115). 1885년에 발족
한 내각제도에 따라 초대 문부대신이 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1887년의 연설5)에서
국가의 발전에서 국가의식을 가진 ‘현모’의 교육이 불가결하다고 하였고, 여자교육의 목
표로서 양처현모의 육성을 들면서 그 성패가 국가 부강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6). 그렇
더라도 바로 여자교육의 진흥책이 채택될 리도 양처현모주의가 여자교육의 방침으로서
천명될 리도 없었다.
실제 여자교육론이 새롭게 전개된 것은 1894년의 청일전쟁 후의 일이다. 서구화에 대
한 반동으로 국수주의의 풍조가 고조되고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는 와중에 국력증강을 위
한 ‘女學振興’의 필요성이 정계와 교육계에서 논의되었다(深谷, 1998:139-140).
이러한 흐름 중에 1899년 칙령으로 ‘高等女學校令’이 공포되고, 각 도부현에 최저 1교
의 공립고등여학교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고등여학교령’의 고등여학교 교육 목적은 “현모양처가 될 소양을 쌓는데 있다”7)는
것이었다. 여성의 역할은 “일가의 주부가 되어 양처현모가 되는 것이 곧 여자의 천직이
5)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1887년 제3地方部 學事巡視 중의 연설에서 “국가부강의 근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근본은 여자교육에 있으며, 여자교육의 여부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여자를 교육하는 데는 국가를 사랑하는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극히 긴요한 것이다”고
하고 있다.
6) 그때까지 學制나 敎育令에나 여자 중등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메이지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차례로 설립된 미션계 여학교가 여성의 중등교육을 맡았다. 그 대상은 중류 이상
의 한정된 층이었지만, 구미의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을 여성에게 심어주어 여성의 지위를 향상
시키는 토대를 만들었다(金森 외, 1977:25)
7) 고등여학교령을 만든 부모로 간주되는 文相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의 연설(<地方視學官會
議演說> 1899년). 이것이 국가적 요청이었다는 점은 “건전한 중등(중류) 사회는 남자 혼자만의
교육으로 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한 그 연설에서 명확히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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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고 위치지어졌다. 천황제 가족국가관의 확립과 동시기에 확립된 양처현모 육성이라
고 하는 교육방침은 그 전 해에 시행된 메이지민법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조응하는 것으
로서, ‘이에’의 안정을 도모하는 여성상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양처현모주의는 여자교육이념으로서 국가체제에 편입되어 이
데올로기화되어 간다. 게다가 같은 해 발포된 ‘敎育勅語’에서 창도된 ‘忠君愛國’과 ‘國威
高揚’의 교육이 양처현모 교육과 맞물려 추진되었다(秋枝, 2000:453).

이리하여 양처현모주의는 여자교육의 지주가 되어 여자의 중등교육을 정당화하는 쪽
으로 작용하였다9). 양처현모 육성이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은 진학에 대의명분을 부여하
게 되어 고등여학교에의 진학률은 크게 상승했다. 고등여학교는 남자 중학교와 마찬가
지 교육기관으로 위치지어졌는데, 중등교육 단계 이상에서는 男女別學, 곧 성별로 구분
된 교육기관에서 여자의 ‘特性’ 교육이 철저하게 되었다.
양처현모 교육의 내실은 전체적으로 지적 교육(영어, 국어, 수학 등의 보통교육)보다
도 家庭 운용의 교과(가사･재봉･수공예 등의 실과)에 중점이 놓여졌다10). 家政교육의 중
시와 知育의 경시라는 점에서 교육내용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국
수주의의 풍조가 고조된 와중에 일본 고유의 전통의 존중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 고정이 유교적 덕목에 의해 보강되고 여자의 수신교육은 유교적 미덕함양을 중시
하는 내용으로 되었다.
양처현모의 새로운 점은 교육 역할이 모친에게 이전되어 국가와 함께 국민교육을 담
당하는 ‘賢母’ 가 요구되고, 家政/家庭管理의 책임이 妻에게 이전되어 합리적 혹은 과학
적인 家政을 수행하는 ‘良妻’가 여성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양처현모주의는 여자중
등교육을 정당화하는 논거, 취학을 촉진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여자 취학률
의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양처현모 사상에 기초한 성별 역할 분담은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권한을 확대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지위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양처현모가 의미하는 바는, 부국강병을 직접 담당하는 夫를 받들고 가정을
다스리는 ‘양처’, 장래의 국민인 아이들을 훌륭히 기르는 ‘현모’이고, 그 역할 수행을 통
8) 1902년 전국고등여학교장 회의에서 기쿠지 다이로쿠(菊池大麓) 文相의 훈시
9) 고등여학교의 교육이념으로 ‘良妻賢母’ 라고 하는 용어가 고정되기까지, ‘賢母良妻’, ‘賢妻良母’,
‘良母･良妻’, ‘좋은 母, 良妻’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특히 메이지 전기에는 여자교육의 주안이
현명한 母, 좋은 母, 선량한 母의 양성에 놓여져 ‘母’에의 비중이 ‘妻’보다 컸다(秋枝, 2000:452).
10) 예를 들면 당시의 고등여학교용 가사교과서에서는 의식주와 간병, 양로, 육아, 경제에 대해 취급하
고 있는데, 가정의 일은 만사가 여자의 책무로 되어 주부의 家政的 책임이 강조되어 기술되고 있
다(佐方しづ/後閑菊野, 1916 ≪高等女學校家事≫ 目黑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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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접적으로 국민으로서 국가에 공헌하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1910년대에 가족국
가관이 완성되자 교육의 장에서도 국가의식이 강력하게 내세워졌다. 예컨대 1918년의
임시교육회의 답신에서는 여자교육에 대해 국체관념의 함양과 ‘이에’ 제도 의식의 강화
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다이쇼(大正)期에는 여자 중등교육 진학률이 증가하고 교육을
매개로 국가주의 교육의 침투를 꾀하려고 했던(中嶌, 1997:233) 만큼, 여자교육의 중요성
도 그만큼 현실감이 있었다.
이리하여 여자교육의 중핵이 되었던 양처현모주의는 남성과 같이 국가를 담당해야 한
다는 국가의식의 함양에 정합적인 교육이념으로서 칭송되기에 이른다.
양처현모주의는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각 부현에 공립여학교 설치가 결정된 이래 급
증한 관공립계 고등여학교와 이에 동조한 사립학교의 교장 및 교원들에 의해 창도되어
급속히 전국에 확대되고 정착하여갔다(秋枝, 2000:452). 서구화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색
이 강조되는 와중에 기독교계의 학교를 대신하여 번성을 누린 것은 양처현모주의에 입각
한 ‘婦道’의 함양을 중시하는 공립고등여학교였다(阿部/佐藤, 2000:36)11).
이후 여자교육은 각부현의 공립고등여학교를 통해서 국가적인 양처현모주의로 획일
화된다. 실상 이 여자교육관은 주로 중류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등여학교의 교육
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여자에게도
국가주의 교육의 침투가 도모되어 사회교육이 정비･확대되었다. 예컨대 여자를 대상으
로 한 ‘處女會’의 설치 등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 양처현모주의적 여자교육12)의 광범위
한 철저화가 추진되어갔다(中嶌, 1997 : 234).
여자중등교육제도가 국가정책으로서 법적정비를 이루게 됨에 따라 공립여학교는 증
가의 일로를 걸어 여자중등교육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남자
교육이 우선시된 상황에서는 곧바로 여자중등교육이 중요한 시책으로서 추진된 것은 아
니어서 여자교육의 진전에는 국가의식의 고양이라고 하는 다른 강력한 추진요인이 필요
하였다.
11) 大正期의 사립여학교(주로 기독교계)에서는 다른 종류의 교육도 행해졌다. 공립계 여학교에서 의도
되었던 전업주부적인 妻･母의 양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활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여자교육관 및
그 실천도 존재하였다. 소수라고 하지만 양처현모주의의 공립계 여학교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목적, 자립적이고 자유 활달한 여자교육을 추진했던 학교도 있었다(秋枝 2000:464-478). 또한 양처
현모주의 일변도는 아니라 女子英學塾(1900년 개학)과 일본여자대학교(1901년 개학) 등 영어교육
과 국제성을 중시했던 교육방침을 내건 여자고등교육기관도 설립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2) 나가지마는 양처현모주의적 여자교육의 특징으로 가정교육과 ‘修身’의 중시를 들고 있다(中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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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주의의 발전과 양처현모주의
1904년의 러일전쟁 후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도시의 가정에서는 남아있는 가족의 생
활문제가 부상하여 많은 아내와 딸들이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 취업의 필요성과 가
족제도를 양립시키기 위해 하층 기혼여성에게는 취로가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시키는 논리로서 양처현모 규범이 적용되었다(川本,
1999:237). 러일전쟁 후의 생활난은 여성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능과 직업의 필요성을
자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제도의 약체화를 방지할 필요성에서 중산층의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에 대비하여 직업능력을 가질 것이 기대되었는데, 가사와 양립 가능한 內職的 공업이 타
당하게 여겨졌다. 기혼여성을 집으로부터 끌어내어 직업에 종사시키는 것은 가족제도를
흔드는 것이어서 성별분업을 기본으로 하는 양처현모적인 관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10년에는 ‘고등여학교령’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고등여학교의 농촌부 보급을 목적
으로 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유연한 설치가 가능한 實科高等女學校의 설치가 인정되
었다. 고등여학교의 교육 내용은 지식, 교양의 면에 기울어져 있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기에, 신설 실과고등여학교의 교육 내용은 일반 고등여학교보다도 家政･商
業 등의 실업과목에 중점을 두었다. 고등여학교는 도시의 상층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실과고등여학교는 농촌과 중간층의 여자를 대상으로 가정･상업을 중심으로 한 실용교육
을 실시하여 계층에 따라 교육내용이 분립되어 있었다.
이에 양처현모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은 교육의 보급과
여성운동의 고조이다.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靑鞜≫과 ≪婦人公論≫13)등의 잡지는
여성에게 양처현모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고,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는 ≪家庭雜誌≫ ≪世界婦人≫ 등의 잡지가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의 妻･母 역할에 한
정하는 양처현모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여자 교육의 이념과 정책
을 둘러싸고 양처현모주의 교육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가능케 하는 실
용교육의 보급과 자기실현형의 여성상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여성의 라이프사이클 모

13) 예를 들면 1920년 ≪婦人公論≫에서는 특집호 <惡妻愚母>를 발행하여 양처현모라는 말은 남자
에 의해 사용된 것이고 남성중심의 사회가 만든 용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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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인 양처현모형의 대극으로서 위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히로타, 1990:273).
이러한 여성운동의 대두에 의해 고등교육에서 남녀의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
발해진다. 종합잡지인 ≪太陽≫ ≪中央公論≫ ≪六合雜誌≫와 같은 저널리즘에서도 여
성에게 고등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대학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또
≪婦女新聞≫이 중심이 되어 여자고등교육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이쇼기에 직업 영역
이 확대됨에 따라 출현한 ‘근대적’인 직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여학교 졸업 정도의 지적
교양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학력의 효용이 인정되었다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14)
文部省은 당초 여자의 진학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녀의 생산력을 감퇴시킨다고 하여

여자교육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고, 양처현모가 되어야 할 여자에게 고등교육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秋枝, 2000:466).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떠밀려 1920년
의 고등교육령 개정에 즈음해서는 여학교 규정에 2년에서 3년의 고등과 또는 전공과의
설치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여자고등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갔던 것은 다이
쇼 후기부터 쇼와(昭和) 초기에 걸쳐 급격하게 양적으로 확대된 사립여자전문학교이며
당시 여자고등교육에서 여자전문학교는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후 새로운 양처현모의 역할로서 과학적･합리적인 사고와 지식에 기초하여 생활을
개선하고 근대적인 가사의 수행이라고 하는 임무가 덧붙여졌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구미
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의 건설과 현실적 생활난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의 합리화가 외쳐
졌고, 여자교육의 내용을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주장되어 과학적 지식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근대적인 성별 역할분업을 바탕으로 과학적 또는 합리
적으로 가사노동을 행하고 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여성이 良妻(小山, 1991:46)로 인식되
어, 근대적인 ‘妻’ 역할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良妻’상을 현실의 가정생활을 바탕으
로 수용가능하게 만든 것이 신중간층의 대두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家政의 주체로서 양처
현모의 역할을 담당할 층이 등장했던 것이 양처현모주의의 침투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다이쇼 후기에서 쇼와기에 걸쳐서 증가했던 ‘職業婦人’의 태반은 고등여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는데, 일하는 여성에게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양처현모가 아니라면 평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회통념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따라붙었다(舘, 1984:203). ‘직업부
인’의 증가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주체적 혹은 능동적 여성상을 만들어 냈지만,
교육･직업 차별로 인해 여성이 독신을 관철하는 것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하였고 대
14) 1920년의 중등교육기관(舊制 중학교, 고등여학교, 기타학교 포함)에의 진학률은 남자 19.7%, 여자
11.5%였다(문부성 1971 ≪일본의 교육통계:明治-昭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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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여성은 결혼하여 妻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阿部/佐藤, 2000:27). 이처럼 여성 스
스로도 사회에 나가 일하는 것을 부정 혹은 경멸하는 생각이 뿌리 깊었던 것을 반영하
여 여자교육의 방침도 근본적으로는 직업인의 육성을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金森 외,
1977:29-30).
결국 여성의 천직은 ‘가족’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양처현모 규범은 직업생활과 양
립할 수 없는 것이며 ‘직업부인’과 대비되는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여자교육에 대해서는 결국 戰前까지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다. 여성이
직업능력을 습득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국가로서 유익하다고 보아 여성도(가정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에서) 직업을 가지도록 장려되기도 했다.
예컨대 1920년대에는 여자용 수신교과서에 “여자 평시의 취로가 國富에 공헌하는 바
큼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기술이 보인다. 실제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직역은
현저히 확대되었다. 또 여성 자신의 고등교육 진학열,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자립의 희
구에 의해 “여자직업열의 발흥”(≪東洋時論≫1910년 6월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여성
의 취업은 증가하였다(早川, 1987:232-233). 그러나 기혼여성의 임금노동 종사는 저조하
였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진전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양처현모적인 교육관 및 여성관과는 대립적인 것이었다. 妻가 되고 母가 되
었던 여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한복판에서 양처현모주의는 직업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여성에 대해 ‘家事天職論’을 제시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재편되어 갔다(永原, 1987:150). 그런데 실제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생산노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 문제가 부각되었고, 가정내의
母･妻 역할만을 강조하는 양처현모주의는 점차 모순을 잉태하면서 현실과 괴리되어 간다.

전쟁이라는 국면에서 그 모순은 첨예화되어 양처현모주의는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5. 전시하의 양처현모주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여성의 첫째 역할로서 ‘母性’이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전시
기의 여성관은 국가적 모성관으로 수렴되었다. 그때까지 자식을 교육하는 ‘賢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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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식을 기르는 ‘군국의 어머니’, ‘야스쿠니(靖國)의 어머니’로 변
화했다. 이 시기 양처현모는 “낳자, 키우자, 국가를 위해!”를 슬로건으로 하는 인적자원
확보 역할이 부과되었고, 거기에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의거할 장소로서의 모성의 칭양
으로 轉化하여 황국민의 육성이라는 방향으로 모성교육이 강화되었다.
고등여학교 등에서는 건전한 모성의 육성(모성의 국가적 사명의 인식, 보육･보건에
관한 지식･기술의 교육)이 교육의 목표가 되었고, 나아가 군수산업의 확대에 따른 노동
력부족을 여자노동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군수산업의 여자 취로가 장려되어 ‘노동력’으
로서의 역할도 여성에게 요구되었다(秋枝, 2000:454).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이 진전되어
결혼장려, 優良多子가정 표창, 모자보호 등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련한 가족생활의 전면
에 파급되었다(利谷, 1984:300).
그러나 차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수요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취업 억제 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되어갔다. 총동원체제 속에서 여자노동의 사회적 진출
이 남자노동력 부족을 보충할 것이라 기대되어 전쟁의 격화에 따라 여자노동력 동원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나, 여자노동력의 진출은 사회적 분업에서의 성적 분업이라는 문제
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전히 억제하는 요인도 뿌리가 깊었다. 그것은 첫째 여자노동력이
남자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적 분업에 대한 영향, 둘째 가정에서 요구되
는 중요한 기능 즉 하루하루의 노동력 재생산과 세대적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셋째 ‘가
족’ 사상과의 모순이었다(利谷, 1984 :32).
노동력 부족은 가족국가관에 내포되는 ‘가족’에 머무르는 양처현모를 이상으로 했던
여성상을 일시적으로라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中嶌, 1984:251), 여성의 동원은 강화
되었다.

Ⅲ. 조선과 현모양처주의
1. 법제도에서의 여성의 위치
한일병합 후 1912년에 공포된 ‘朝鮮民事令’은 메이지민법에 준하는 법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여 강제력을 가진 법규범이 되었다. 이후 ‘조선민사령’은 몇 번의 개정을 거처 조
선 내의 민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 제1조는 일본의 민법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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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차용할 수 있도록 하여 메이지민법의 물권･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조선에
적용했는데, 제11조에서는 “제1조의 법률(일본 민법 및 기타 일본 법령) 중에서 친족･상
속에 관한 영역에 관해서는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조선인에 대한 전항의 사항
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선민사령 11조는 해당하는 관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이 반
복되었고 메이지민법이 차용되어 갔다. 예를 들면 1923년에는 혼인 연령, 재판상의 이
혼･認知 등에 대해 일본 민법이 적용되었다. 또 1939년의 개정조선민사령 공포로 異姓
養子不許可 관습을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폐지하고 일본식 婿養子制度, 異姓養子制度가

도입되는 등 점차 메이지민법이 적용되었다. 또 創氏制度가 도입되어 조선인은 일본인
과 마찬가지로 氏를 가지고 호주와 그 가족은 이에(家)의 氏를 칭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동화정책에 따른 일본과 같은 법제도의 도입과 ‘이에’ 제도의 이식은 조선의 유교적 가
족제도의 근저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한편 1915년에 민적법이 개정되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이에’ 개념이 이식되
었다.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을 시행하여 호주를 필두로 하는 호 단위의 가족이 법제화
되고 일본식의 호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혼인, 출생, 사망, 양자, 분가 등 가족사
항의 변동이 국가문서에 의해 기록되어 가족은 국가의 관리와 간섭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시대에 확립된 유교적 가족제도를 메이지민법의 ‘이에’제도에 합치되도록
재편성하여 일본적인 ‘이에’제도의 구조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조선인을 제도적으로 일
본국민으로 포섭하고 동화･통합을 꾀하려 했던 것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통제, 재편
된 가족제도는 친족집단간 및 지역공동체가 가진 전통적인 규제를 약화하는 한편, 자율
화된 가족집단을 국가의 통치, 통제하에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지녔기(김혜경/정
진성, 2001:239) 때문이다.

2. 개화기
이러한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조선시대 유교적 사상에서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하는 규범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자
에게 교육은 무용지물이었다. 교육의 대상 밖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기회는 극히 제
한되었다. 당시 근대적인 여자교육을 담당했던 것은 기독교 선교사가 설립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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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선교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자교육에 중점을 둔 기독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와
여자야학 등 비공식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조선의 여자교육에 크게 공헌하였다. 최초
의 여자 근대학교로서 1886년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는데, 초기에는 “여자에게는 교육을
하지 말라” 혹은 “여자가 배우는 것은 해가 된다”는 등의 유교적 전통사회의 성향에 가
로막혀 취학자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19세기 말경부터 개화파 남성 지식인을 중심으로 국가부강의 관점에서 거꾸로
여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여성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한 것은
주로 서양근대사상에 영향을 받은 남성 지식인이었다.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을 민중적
기반의 결여라고 생각한 개화사상가들은 문명개화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대중계
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논의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여
자교육론이었다(李ヒヨソナソ, 2007:114).
구미와 일본과의 대외적 접촉이 증가하고 새로운 가치관에 접하는 가운데 개화파 지식
인들의 여성관에는 변화가 생겼다. 특히 서구의 여성에게 보이는 夫와 대등한 ‘妻’상과
자식을 교육하는 ‘母’상에 영향을 받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교육하는 母로서의 지적 수준
의 향상을 위해 여성도 당연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박영효는 1886년의 ‘개화에 관한 상소’에서 여자교육을 의무로 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종래의 차별적인 여성관과 구제도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김연숙,
2004:26).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되고 조문에는 남녀가 취학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런데 설립된
것은 남자를 위한 신식교육기관(소학교･외국어학교)뿐으로 여자교육기관은 설립되지 않
았다(李ヒヨソナソ, 2007:115). 전통적인 조선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자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유교적 여성관의 뿌리가 깊어 제도교육의 수익자는 남성이 우선시되었다.
이러던 중에 사회적 관심사로서 여성교육의 문제를 여론의 장에 끌어내는데 공헌한
것이 1896년에 최초의 민간지로 창간된 ≪獨立新聞≫이었다(김연숙, 2004 :27). 계몽운
동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獨立新聞≫은 “개화한 나라의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학
문을 배우고, 남편을 도와 자녀를 바른 길로 교육하지만, 조선여성은 다만 남자의 奴僕
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獨立新聞≫ 1899년 9월 13일자), 조선여성도 교육을
받아 문명국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받드는 처･자식을 교육하는 母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서양적 처･모 역할을 모델로 하는 ‘양처’ ‘현모’ 사상의 맹아
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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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에는 社是에 여성계몽을 내건≪帝國新聞≫이 창간되었다. <女子敎育의 關
係>(1903년 4월 16일자)라고 제목을 단 기사에서는, 여성이 종래와 같이 “규중에서 의

복과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남성에게서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어려우므
로 여자를 교육해야 “현명한 어머니와 좋은 처”를 얻을 수 있다(김연숙, 2004:28)고 주장
하였다.
여기서는 교육을 받은 근대적인(지식을 가진) ‘처’이자 ‘모’가 됨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발견된다. 조선시대에 사회적으로 요구된 전
형적인 여성상은 ‘열녀’ ‘효부’였다. 여성에게 출산, 시부모･친척의 봉양, 가사 등 며느리
의 입장에서 남편과 시부모를 섬기는 역할이 요구되었다. 孝가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위
치해 있는 것이 조선유교의 특징으로, ‘처’와 ‘모’의 역할은 ‘며느리’ 라는 역할 앞에서
는 극도로 위축된 것이었다(홍양희, 2001:223).
이처럼 개화기에는 조선에서도 근대국가에 적합한 여성의 모습이 모색되고 있었다.
공통적인 것은 종래 여성의 역할규범으로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은 역부족이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켜 근대화된 국민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 그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근대적인 여성상으로 재구축하여 근대국민국가 형
성의 기반이 되는 가정의 주체자로서 국민인 남편의 내조, 차세대 국민의 육성을 담당케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여성은 국가 성원으로서 유용해진
다. 근대국가체제를 지탱하는 담지자로서 여성을 인지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수익자라는
권리가 여성에게도 부여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점차 이 시기부터 민간 차원을 중
심으로 여자교육운동이 활성화되어간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의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만큼 높
아졌어도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고, 이념으로서 유교적 여성상에서 근
대적 여성상으로의 재구축이 시도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3. 애국계몽운동기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후부터 1910년에 걸쳐 국권의 존망이 걸린 긴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실력양성과 자강을 위해 교육이 시대적 요구로서의 중요성을 높여간다. 조
선사회에서는 ‘국민교육’에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고, 특히 차세대 ‘국민’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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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는 ‘母’의 역할은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의 와중에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개화기의 여자교육론은 개화한 근대적 여성이 ‘처’, ‘모’로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제창되기는 했으나, 여자교육론의 역점은 ‘처’ 역할이 아닌 자제의 문명
개화를 위해서는 우선 모친이 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모’ 역할에 두어졌다. 여성이
사회적 ‘담지자’로서 인지되었다기보다는 ‘담지자’를 기르는 주체로서 위치지어지고
‘모’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미의 여자교육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계몽사상가가 역설한 것은 자식을 교육하는 ‘현모’ 상의 발견이었다. 조선의 전통
에서 본다면 모친은 자식의 양육에는 관계했지만 자식 교육의 책임자 지위는 아니었던
만큼, 조선의 개화기에 교육하는 ‘모’ 역할이 근대 여성의 지표가 된 것은 종래의 패러
다임의 전환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애국계몽운동기에는 ‘현모’ 육성을 위한 여자교육의 진흥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가정은 아이들의 첫째의 학교이고 모친은 아이들의 첫째의 교사로 생각되
어 그런 모친에게 철저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교육하는 것이 국민교육의 기초라는 주장
이 공감을 얻어 각종 부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학교 설립운동이 활발해져서 200남짓
달하는 사립여학교와 30여 여성교육단체가 설립되었다(朴容玉, 1997:12). 1908년에는
‘고등여학교령’이 발포되어 최초의 관립고등여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애국계몽운동기에 여자교육 진흥의 레토릭으로 사용된 것은 아이들의 첫째 교사인
‘母’에게 철저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교육하는 것이 국민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민족국
가관에 입각한 교육론이다. 1908년에 간행된 최초의 여성교육지 ≪女子指南≫의 취지서
에는, “현명한 모와 좋은 처가 없다면, 결코 일등국가와 일등국민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자교육의 의의는 국권의 회복과 연결지어졌고, 미래 국민이 될
차세대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현모상으로 특화되어간다.
한편 이시기부터 근대적인 여성의 역할상이 현모양처라는 사자성어로 응축되어 명시
되었다. 1906년에 설립된 사립여학교인 養閨義塾의 설립취지에는 교육목표로서 “유신의
학문, 女工의 精藝 , 婦德賢哲을 교육하여 현모양처의 자질을 양성･완비시킨다.”(≪大韓
每日申報≫ 1906년 5월 9일에 게재)고 하여, 현모양처의 육성이 명확히 강조되고 있다.

양규의숙은 일본의 華族女學校의 교육과정과 이념의 모방을 표방했는데, 메이지유신 이
래 일본의 여자교육계에서 축적된 교육이념을 흡수하여 한국여자교육의 기반으로 삼으
려는 의지가 보인다(김연숙, 200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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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의숙 설립취지에서 볼 수 있는 이 시기의 현모양처는 일본의 영향을 농후하게 받
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첫째, 역할분업론에 기초한 여자 ‘특성’ 교육을 중시했던
점이다. 둘째, 유교적 ‘婦德’에 기초한 현모양처를 육성한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되
어 있다는 점이다. 유교 그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현실 교육
의 장에서는 전통사회의 내재적 규범에서 벗어나서 남녀동권에 바탕을 둔 신식교육의
실시가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夫와 妻의 사회적
지위･역할 관계를, ‘남자는 밖, 여자는 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교규범에서, ‘남자는
생산, 여자는 재생산’이라고 하는 근대적 성분업 규범으로 이동시키는(김연숙, 2004:36)
것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성별역할 분업을 전제로 그때까지
열등한 지위에 놓여있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위치시킨다는 전략
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婦德’ 에 기초한 현모양처상은, 애국계몽운동기에 국권의 회복과 연관되어
제창된 차세대국민을 육성하는 ‘현모’, 국권회복의 임무를 담당할 국민인 夫를 받드는
‘양처’ 역할상과 같은 민족적인 사명과는 또 다른 근대적 성별 역할의식을 내면화한 여
성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식민지기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놓여졌다. 한일병합 후 기존
의 현모양처주의는 어떠한 사상적 변용을 거쳤을까?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교육체계의 법적 정비에 나섰
다. 조선에서 교육은 일본의 ‘敎育勅語’를 교육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그 취지에 기초하
여 ‘충량한 국민’의 육성을 본의로 한다(朝鮮敎育令 제2조)고 명시되었다. 또 조선교육령
에 의거하여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여자교육에 착수했는데, 여자고등보통
학교의 교육목적은 “부덕을 양성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
식기능을 전수”(조선교육령 1919)하는 것에 두어졌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의 양처현모주
의와 마찬가지로 성별 역할을 전제로 하는 여자특성교육이 도입되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실무적인 가사교육에 큰 비중이 두어져 재봉･수예 등 가정
적 역할과 연관된 과목에 전 수업 시간수의 4할 가까이가 할당되었다(조선총독부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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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敎育要覽≫). 國語(일본어, 역주)와 理科에서도 ‘貞淑의 덕’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
신과 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충량한 국민’ 육성을 전제로 하면서
도, 여성에 대해서는 가사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몸에 익힌 가정생활의 담당자로 만드
는 준비교육이 부과되었다.
한편 조선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조선민족 고유의 생활관습과 문화를 갖춘 조선인 여
성을 육성하기 위한 여자교육이었고, 재봉과 수예 등의 기능 중심의 가사 관련 과목에
중점을 둔 당시 일본의 양처현모교육의 조선 도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
다15).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학교의 종류, 계통, 수학 연한은 일본 본토의 고등
여학교와 동일한 것으로 편성되었고, 중등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봉과 가
사의 비중은 이전보다 저하된 대신에 실용지식과 수신･국어(일본어)･역사 등 국민교육
이 강화되었다(홍양희, 1997:30).
여자교육의 목적은 “여학생의 신체 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 덕육을 행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기능을 전수하여 국민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를 숙달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선교육령 1922년)고 하였으며, 새롭게 ‘신체의 발달’과 ‘국어
(일본어)의 숙달’이라는 교육목적이 첨가되었다. 이 시기에는 건강한 ‘국민’을 출산하기
위한 모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신체의 발달’을 위한 체조 시간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1927년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교과목으로 ‘公民’이 추
가되어 ‘국민’화 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1938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과 함께 ‘고등여학교규정’이 개정･공포되었다. ‘고등여학
교규정’ 제1조에서는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 양처현모의 자질을 득함으로써 忠良至醇
한 황국여성을 육성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현모양처는 ‘황국여성’의 자질
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 시기에 비로소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고등여학교규정’
개정의 취지도 또한 “기존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교육의 근본 목적이 빈틈없이 수행되
지 않았기” 때문에 “현모양처의 자질을 갖춘 황국여성의 양성”에 적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16).
15) 중산층 여성은 이러한 가사 관련 과목에 대해서 쓸모없는 것이라며 소극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직접 가사노동에 관계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총괄하는 역할만을 했던 상류층 여성은 더
욱 그러했다(김혜경 1999:172). 또한 보호자도 실용교육보다는 인문교육을 중시했고, 재봉과 자수
등은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어서 학교에서 특별히 배워야 하는 학문의 범주에 넣어 생각하지 않
았다(김경일, 2001:96)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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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조선교육령은 국민도덕의 함양, 충량지순한 황국여성 등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황국신민화를 최상의 목표로 명시했고, 그러한 취지로 고등여학교의 학과목이 개편되어
황국신민화 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최수경/김동환, 2004:184).
여자교육의 학제 및 교육목표는 식민지 정책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자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관공립여학교의 교육방침으로 식민지 지배의 선두에 서는 현모양
처의 양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결정된 이후에는 총독부에 의해 현모양처주의가 조선
여자교육의 방침으로서 추진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해 일본식 교육이 도
입되는 가운데 1930년대 후반에는 현모양처주의에 기초한 여자교육이 식민지교육정책
으로서 재편되어 간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조선인의 여자교육은 남자교육보다 뒤쳐지지 않을 만큼의 중요
한 의미가 있다. 경제적 융합과 사회적 융합은 식민정책의 근본 토대인데, 사회감정의
융합은 부녀자를 감화시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여자가 감화되면 남자는
저절로 감화된다(大野謙一, 1936 <朝鮮敎育問題管見>17))고 하였다. 즉 조선의 여성을
교화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동화･통합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국민형
성 이데올로기의 구축을 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을 동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성과 가정을
동화하고, 그 자식이 일본 국민으로 육성되면 조선전체가 동화되어 사회적 통합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김경일, 2001 :87; 홍양희, 2001:237), 감화 대상으로서의 여성
의 유용성에 기초한 논리였다.
동화정책을 목표로 했던 총독부는 정신적으로 통합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고안하였다. 전술했던 것처럼 朝鮮民事令과 朝鮮戶籍令을 시행하여 법제화된 가
족제도 곧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통해서 형식상의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부계혈연 계승을 단위로 한 가족 개념 대신에 국가주의적인
가족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현모양처주의 교육도 또한 본토와 마
찬가지로 여성 ‘특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국민화’ 혹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시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근대의 여성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으로서의 여성에게 일정한 역할을 담당케 하려면 ‘母’ ･ ‘妻’ 역할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는 조선의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여자교육에 주목했는
16) 朝鮮總督府學務局 1938 <高等女學校規定改正趣旨> 홍양희(1997:34)에서 재인용
17) 大野謙一 1936:307-308(홍양희 2001:236-2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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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뒷받침할 이데올로기가 성별 역할분업을 전제로 한 양처현모주의이고, 이를 통
해 여성을 국가의 일원으로 국가체제에 편입해간다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일본의 조선･대만 식민 지배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식민
지배와 비교하여 통합･동화 지향을 부르짖는 경향이 비교적 강했다고 지적한다18). 실태
적으로 통합이 진전되었는가는 별개로 총독부는 제도교육을 통해서 동화정책을 추진하
려고 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조선의 여자교육에 관해 1930년대 후반까지 총독부의 방침은 이념만 앞
선 것으로 거의 방치상태였고, 여자교육진흥책도 취해진 적이 없었다. 일본과는 달리 조선
에서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었기도 해서 취학 자체에 커다란 계층간의 차이가 생
겼다. 또 여자는 고사하고 남자도 중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된 계층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 취학률은 증가했다. 보통학교의 여자 취학률은 1930년대에 5.7%
(남자는 25.8%)에서 1940년대 22.2%로, 남자(60.8%)의 1/3을 넘는 수준이 되어(金惠慶,
2005:101) 여자의 취학 지향이 급속히 높아졌다. 한국이 병합된 1910년까지 대부분의 부
모들은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
었지만, 1910년대 이후에는 진학 희망자의 증가에 따른 입학난이 계속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홍일표는 총독부에 의한 강제적 취학 노력과 지식인에 의한 (학교 교육의 효용에
관한) ‘선전’의 산물뿐만 아니라 변화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전략으로서 ‘학교교
육’이 선택되었다고 보고 있다(홍일표, 1997:298). 그러나 그것은 조선인 남성의 취학 요
인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사회진출의 길이 막히고 가정 내의 생산노동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취학 촉진 요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식민지기 조선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현모양처라
는 말로 표현된 의미는 식민지하 일본에 의한 동화정책의 와중에 변화하였다. 근대국가
건설과 국력증강, 국권회복을 지탱하는 양처현모 역할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장래의 독
립 달성을 위해 차세대를 교육하는 ‘민족의 母’ 역할로 중심이 이동했고, 여성이 달성해
야 할 사명으로 강조되었다. 그녀들에게 기대되었던 것은 민족적 문화를 자식들에게 계
승하여 민족의식을 고무하는 역할이고, 근대적인 새로운 교육을 받아 현모양처가 되는
것은 민족의 부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러한 ‘민족의 모’ 상은 反식민지정책과

18) 오구마(小熊)는 英佛 등 대표적인 식민지 종주국 통치 코스트가 높고 원주민의 반발도 큰 동화주
의를 이미 방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부분의 논자는 동화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었
다고 한다(小熊19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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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재건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식민지기의 이상적 여성상이 되었다(전미
경, 2004:17).
식민지지배를 받는 조선에서는 민족성의 유지와 자주적 발전에 부합되게 현모양처주
의가 재구성되어 여자가 교육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변용되었다. 조선총독부
가 여자교육의 목표로 내걸었던 현모양처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서 근대국가의 국민에
상응하는 역할을 여성에게 담당케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조선 사회 내에
서의 현모양처의 내실은 ‘민족의 모’ 역할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제국의 논리’로부터는 일본 ‘국민’ 창출을 위해, ‘민족의 논리’로부터는 조선민족의
창출을 위해, 현모양처는 취학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등장했던(金富子, 2005 :291) 것이
다. 한편 근대적 학교교육의 헤게모니가 충분히 확립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좋은 결혼을 위한 유용한 자원의 하나로서 학교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김경일,
2001 :104-105), 이것이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률을 밀어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장래의 독립 달성을 위해 조선 여성의 역할을 ‘민족의 모’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이 만들
어졌으나 신식교육을 받은 일부 ‘신여성’들은 양처현모사상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의
‘모’ 혹은 ‘처’ 역할 한정하려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립을 막는 것이라고 이의를 외쳤다.
1920~30년대에는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민족적인 현모양처사상과 성별역할분업을
전제로 한 여자의 ‘특성’ 교육에 비중을 두는 제도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新女性≫ ≪現代評論≫ 등의 잡지는 현모양처주의는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脫賢母良妻主義를 주장하고 있다(권희영, 1998). 한편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 중에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家庭改良論을 수용하여19) 母와 주부로서의 입
장에서 사회와의 접점･진로를 찾아가려는 사람도 있었다. 부부애, 현처, 처의 내조 역할
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족 모델이 일본 가정잡지를 매개로 해서 조선에 유입되어(김혜경/
정진성, 2001 :238), 도시 중간층을 중심으로 생활의 합리화 등 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夫에 대한 내조,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정을 근대화시키는 ‘양처’로서의 역할이 강
조되었다.
이처럼 조선사회 내부에서는 식민지기를 통해 계층과 사상적 입장에 따라 양처현모에
대한 의미 부여와 수용의 정도가 분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일본에서 출판된 ≪婦人公論≫ ≪主婦之友≫등의 잡지와, 육아에 관한 실용서 등이 학교에서 교
육을 받은 조선 여성에게 널리 읽혔고, ‘세련된’ 일본의 지식과 문화에 익숙해진 층이 있었다(김경
일, 2001: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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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동원체제기
총독부는 당초 조선의 여자교육진흥을 등한시해서 계층간에 큰 취학의 차이가 있었으
나 1935년에 ‘제2차조선인 초등교육 보급확충계획’을 책정하여 여자교육의 확충을 본격
화하였다. 그 배경에는 1930년대 후반의 전시체제하에서 여성의 전시노동력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여자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정이 있다(김경일, 2001:93;咲本, 1998:31).
총독부는 조선 여자교육의 이념으로 양처현모주의 교육을 내걸고 있었으나 조선 여자
의 취학률은 초등교육에서도 1940년의 시점에서 22.2%로 낮아 대부분의 여성이 교화의
장이 되는 학교교육 밖에 있었다. 보통학교 不就學者가 많다는 것은 일본어의 識字 기능
을 갖춘 조선 여성이 소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래 여자에 대한 국민학교 교육은 남
자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보급이 뒤떨어져 있던 관계로 여자의 7할 내외는 국어를 해득
하지 못하며 따라서 국체의 본의도 이해할 수 없다(식민지 지배말기의 총독부 학무국장
大野謙一의 말20))”고 한 것처럼, 보통학교 취학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여성들은 일본이

여자교육의 방침으로 내걸었던 양처현모 교육과는 무관하였다. 그 때문에 총독부는 학
교외의 사회교육에도 힘을 쏟을 필요성을 통감하여 1930년대 후반 이후 각종의 가정･사
회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었는가를 이하에
서 살펴보자.

1) 농촌진흥운동
1933년부터 본격화한 농촌진흥운동의 과정에서 총독부는 조선인 여성의 無學이 운동
에 장애가 된다는 것과 교화를 통해 조선인 여성을 ‘동화’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운동 과정에서 중시되었던 것은 첫째, 婦德을 강조하는 ‘양처현
모’ 이데올로기의 주입이었다. 촌락 단위로 설치된 부인회의 ‘指導基準’에서는 구체적인
가정생활 개선의 실천보다는 가정의 정돈, 남편에 대한 내조, 가정의 원만, 현모로서의
자녀교육, 敬愛謙讓의 부덕 향상 등 부덕으로서의 정신적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조되었
다. 생활개선은 단지 생산노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보다 많이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이만열/김연희, 2000:303; アソテユソ, 2007:167-168), 부덕이 강조되었던 것은
20) 金富子(2005:2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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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해 자기실현보다는 妻나 母로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을 바치는 것이 미덕
이라고 하는 현모양처적 성별 역할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옥외노동의 장려이다. 여성의 옥외노동을 규제하는 內外法 때문에 일본에 비해
부인의 야외노동이 적은 것이 조선농촌 피폐의 원인이라고 누누이 지적되었다(河,
2001:7-8). 그 때문에 농촌진흥운동에서는 여성을 옥외로 끌어내어 농업노동에 종사시키
는 여성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한 부인노동의 장려가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농
촌진흥사업 등의 노동동원 구조를 통해서 가정 외의 사회활동에 동원된 여성들의 경험
은 부인(嫁)의 노동을 부계적 가족제도의 틀 내에서만 사용하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권위
를 위협하였다(김혜경/정진성, 2001:239). 그 때문에 전술했던 것처럼 여성의 사회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여성의 가정내 역할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양처현
모의 ‘부덕’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2) 國民精神總動員運動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시행령이 공포되고 물자동원과 생산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조선인을 전쟁수행에 협력시키려 했던 총독부는 ‘황국신민화’
에 힘쓰고 내선일체를 지배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황민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1938년 이후 본격화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서는 가정에서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주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의 말단조직으로 설
치된 ‘愛國班’을 통해 생활개선, 과학과 효율, 위생, 근검절약, 풍속교정, 가정의 단란, 핵
가족의 전문적인 주부 역할 등을 강조하고, 규율 통제된 가정의 형성을 촉구하였다. 이
로써 기존의 조선사회의 가사노동과 주부의 역할은 모두 개조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김혜경, 1999:173).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가정의 근대화=‘내지화’가 규율통제=황민화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趙景達, 2008:206). 이로써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 자체
가, 혹은 조선인을 조선인이게끔 하는 기층문화 그 자체가, 혹은 민중의 일상생활 그 자
체가, 황민화정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간주되었다(宮田, 1985:96). 개인이 속한
가정부터 개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담지자인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의 지배원칙에서 특이한 가정생활, 혹은 이질적인 가족관계와 규범의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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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통치에 불합리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도 전통적 여성관으
로부터의 탈각과 함께 가정의 근대화가 도모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의 生活改善同盟會, 1930년대의 농촌진흥운동과 연계된 생산장려책, 식민지
말기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소･중등학교의 가사교육정책 등의 시책을 통해 조선의 가
정생활을 변화시키려는(김혜경, 1999:174)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식민지 말기에 총독부는 조선인 여성에게 더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1938년 조선인에 대한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후 조선인 지원병을 증가시키기 위
해 광범한 황민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총독부는 아들과 남편을 군대에 보낼 것을
거부하는 조선인 母와 妻의 저항이 군대 지원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황국
의 母 없이는 황국의 健兵도 없다”는 표어로 ‘반도여자에 대한 교육’이 ‘바람직한 모성
애’에까지 확대되었다(宮田, 1985:77). 징병 징용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발사업을
통해서 조선여성에게는 자식을 기쁘게 전장에, 노동 현장에 보내기 위한 황국의 ‘母’역
할이 요구되었던(河, 2001:11) 것이다.
1944년 4월에 징병제가 실시되자 총독부는 ‘軍國의 母姉’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범부
락과 중심인물이 있는 지역에 급거 부인회와 母姉會를 조직케 하였다. 제도교육에서는
황국신민(황국여성)을 형성하기 위해 현모양처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족과 ‘국가
=일본’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는 규범의식을 심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지상주의에 살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조선 여성이 갑자기
‘군국의 母姉’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趙景達, 2008:207)21). 식민지하의 조선 여
성은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당시 전시하 일본여성과는 달리 ‘나라
를 위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시에는 총동원체제에 협력했던 지식인 여성도 존재했다. 이 점에 관해 여성운
동의 지도자들은 조선에서는 시행되지도 않았던 ‘軍國의 母’(모친으로서 ‘질 좋은’ 국민
을 생산･공출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는 것) 슬로건, 근검절약을 통한 국가경제의 부양,
전시생산력 보충을 위한 노동 참가를 역설했는데,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부여된 책임
을 다함으로써 조선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했던 적극적인 수용이었다는 지적도
있다(육정희, 2006:146).

21) 趙景達은 언어･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정신’을 체득시켜 황민화하여 일률적으로 규율
통제화하려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으며, 조선민중은 전시동원체제기에 들어서도 규율통제=황민화
를 내면화하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趙景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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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모양처주의는 1930년대 후반에는 학교교육의 장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사회
교육으로 발전하여 식민지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용되었다. 근대 일
본에서 현모양처주의는 천황제에 의한 국가통합과 산업화를 지향하는 여자교육규범으
로서 필요하였던 데 비해,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의 현모양처주의는 1930년대 이후 총독
부에 의해 ‘황국여성’의 규범으로서 명문화되어 조선의 여성을 ‘황국신민’으로 포섭하는
통치수단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Ⅴ. 나오며－그 후의 일본과 한국
전후 남녀 동일의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양처현모/현모양처주의는 여
자교육의 이념으로서 뿌리 깊은 영향력을 보유했다. 여자에게만 부과된 ‘家庭科’의 이수
등 남녀의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성별 역
할분담론의 재생산이 진행되었다.
여성은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가사･육아를 첫째 역할로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양처현모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소비･노동력의 재생산)이 분리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
는 것이다. 따라서 戰前의 일본, 식민지기의 조선에서 양처현모의 구현을 일부 도시 중
간층에 한정되었고 이념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그런데 전후 일본, 해방 후 한국 모두 고도성장기에 남편의 수입만으로 가족이 생활
가능한 신중간층이 성립되어, 남편은 밖에서 유급노동(생산노동)에 종사하고 아내는 집
에서 가사노동과 육아(재생산노동)에 전념한다는 성역할분업을 전제로 한 양처현모상이
體現化된 모습인 ‘現代主婦’가 대중화되었다. 이는 성별 역할분업을 떠받치는 이데올로

기로서의 양처현모주의를 침투시켜 여성의 생활방식을 구속하는 규범의식으로서 내재
화되었다.
그 후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中斷再就職型의 中高年層
이 대량으로 취로하게 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계보조적인 시급
노동이 다수를 점하여 양처현모 사상에서 보이듯이 가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 취로라고 하는 종속적 노동패턴에서 크게 일탈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
을 고용의 조정판으로 삼아 신진대사가 가능한 저임금 노동에 머물게 하려는 기업의 의
도, 가족에 의한 케어(care)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사회복지 코스트를 억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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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도,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을 선택하는(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혼여성의 요구가 합치된 것이었다. 이것을 지탱했던 것이 ‘3歲兒神話’라고 하는 모성
이데올로기, 여자만의 ‘가정과’ 필수화(1973년), 공적보육정책에서의 ‘보육 7원칙(모친이
제일 책임자)’, 전업주부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부양수당과 세법상의 배우자 공제 등) 등
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후 ‘신현모양처론’이 등장하였다. 전후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생계유지형 노동에 종사하
더라도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유지하고 완벽한 모성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의
미가 부여되었다.
고도성장기 한국에서도 생산과 소비, 또는 노동력의 재생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남자
=생산노동/여자=재생산노동’이라고 하는 성역할 규범에 기초한 주부가 탄생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틀을 넘어 가정의 주부로서 자식 교육을 담당하는 현모, 남
편을 내조하는 양처상이 교육, 사회사업,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널리 침투되었다.
한국의 경우 유달리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노동규범의 측면에서 여성의 취로(옥외노
동)에 대해 부정적 규범과 이미지가 작용하였다. 일본 이상으로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
은 높은 사회계층, 혹은 계층상승을 의미하는 정도가 강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중산층의
상징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서 작
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강한 職種職業選別意識, 과도한 교육열 및 교육에서
의 ‘母’ 역할 중시 등이 여성의 취업 계속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男女雇用機會均等法(한국에서는 男女雇用平等法) 제정을 계기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제정이 세계적 여성운동의 고조와 서비
스업의 확대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
화와 여성의 고학력화를 배경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급속히 진전되고 고용에서
여성차별적인 처우는 서서히 개선되어 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첫 자식을 출산한 후 일본에서는 7할이, 한국에서는 5할이
노동시장에서 퇴출(春木, 2006:41)되는 등, ‘母’가 된 여성이 계속 일하는 것은 곤란한 상
황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저출산(少子化)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걱정되어 여성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해 남녀고용균등법의 제정과 개정, 출산･육아휴가제도의 정착 등이 연동
되어, 불충분하지만 육아기에도 취업 지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관심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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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근년 저출산화 대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점은 여성의 노
동력화에 따른 가계의 안정과 이를 통한 격차의 시정에 있어서, 여성이 취업을 계속하기
좋은 노동환경 정비와 육아지원에 초점이 놓였다고는 할 수 없다(春木, 2008).
현재 한일 모두 남성고용의 불안정화와 임금저하 때문에 중류 가정의 妻의 가계책임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고학력화와 의식의 변화가 현저해져서
캐리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도 증대하고 있다. 금후 여성이 일하기 쉬운 사회로의
변혁이 한층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처현모주의의 성립을 주로 교육제도의 변천을 축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번에는 지면 관계상 다룰 수 없었지만, 양처현모주의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내적규범으로서 어떻게 작용했던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후의 과제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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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富子 2005 ≪植民地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ー就学･不就学をめぐる権力関係≫ 世織書房
金恵慶 2005 <教育の拡張と女性の生活> 日韓<女性>共同歷史教材編纂委員會 編 ≪ジェンダーの視
点からみる日韓近現代史≫ 梨の木舎
熊原理恵 1996 <近代家族と家父長制> 井上俊외 編 ≪家族の社会学≫ 岩波書店
クマーリ･ジャヤワルダネ 2006 ≪近代アジアのフェミニズムとナショナリズム≫ 新水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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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藤澄江외 編 2002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家族･コミュニティ≫ 文化書房博文社
光田京子 1985 <近代的母性観の受容と變形－‘教育する母親’から‘良妻賢母’ へ> 脇田晴子 編 ≪母性

を問う 下≫ 人文書院
小山静子 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小山静子 1999 ≪家庭の生成と女性の国民化≫ 勁草書房
小山静子 2002 ≪子どもたちの近代≫ 吉川弘文館
咲本和子 1998 <植民地の中の女性教育> ≪‘知’の植民地支配≫ 社会評論社
佐々木啓子 2008 <傳統的規範から脱却した新中間層の女性たち> 香川せつ子／川村貞枝 編 ≪女性と
高等教育≫ 昭和堂
沢山美果子 1979 <近代日本における ‘母性’ の強調とその意味> 人間文化研究會 編 ≪女性と文化－社
会･母性･歴史≫ 白馬出版
沢山美果子 1987 <近代的母親像の形成についての一考察－1890-1900年代における育児論の展開 ≪歴
史評論≫ 443
末次玲子 1999 <新文化運動以降の儒教の女性論> 中国女性史研究会 編 ≪論集中国女性史≫ 吉川弘文
館
菅野則子 1982 <農村女性の労働と生活> 女性史総合研究会 編 ≪日本女性史≫ 3, 東京大学出版会
鈴木裕子 1994 ≪フェミニズムと朝鮮≫ 明石書店
瀬地山角 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 勁草書房
仙波千枝 2008 ≪良妻賢母の世界－近代日本女性史≫ 慶友社
千住克己 1967 <明治期女子教育の諸問題－官公立を中心として> 日本女子大学女子教育研究所 編 ≪
明治の女子教育≫ 国土社
総合女性史研究会 1993 ≪日本女性の歴史－女のはたらき≫ 角川書店
総合女性史研究会 2000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吉川弘文館
総合女性史研究会 1997 ≪家と女性≫ 吉川弘文館
田崎宣義 1990 <女性労働の諸類型> 女性史総合研究会 編 ≪日本女性生活史 第4巻 近代≫ 東京大学出
版会
舘かおる 1984 <良妻賢母> 女性学研究会 編 ≪女のイメージ≫ 勁草書房
崔龍基 1974 <韓国－儒教的家族思想の變遷とその社会的意義> ≪講座 家族8 家族観の系譜≫ 弘文堂
千野陽一 1979 ≪近代日本婦人教育史≫ ドメス出版
中国女性史研究会 2004 ≪中国女性の100年：史料にみる歩み≫ 青木書店
陳姃湲 2006 ≪東アジアの良妻賢母論 : 創られた伝統≫ 勁草書房
趙寛子 2007 ≪植民地朝鮮／帝国日本の文化連環≫ 有志舎
趙景達 2008 ≪植民地期朝鮮の知識人と民衆-植民地近代性批判≫ 有志舎
趙惠貞 春木育美 訳 2002 ≪韓国社会とジェンダー≫ 法政大学出版局
利谷信義 1975 <戦後の家族政策と家族法> 福島正夫 ≪家族－政策と法１≫ 東京大学出版会
利谷信義 1984 <戦時体制と家族> 福島正夫 編 ≪家族－政策と法6≫ 東京大学出版会
利谷信義 1987 ≪家族と国家－家族を動かす法･政策･思想≫ 筑摩書房
中嶌邦 1984 <国家的母性> 女性学研究会 ≪女のイメージ≫ 勁草書房
中嶌邦 1997 <‘生活’への着眼とその変化> ‘婦女新聞’ を読む会 編 ≪‘婦女新聞’ と女性の近代≫ 不
二出版
中嶌邦 2000 <良妻賢母主義の教育> 総合女性史研究会 編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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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原和子 1987 <良妻賢母主義教育における‘家’と職業> 脇田晴子／林玲子／永原和子 編 ≪日本女性
史≫, 吉川弘文館
西川祐子 1996 <近代国家と家族－日本型近代家族の場合> 井上俊외 編 ≪‘家族’ の社会学≫ 岩波書店
西川祐子 2000 ≪近代国家と家族モデル≫ 吉川弘文館
芳賀登 1990 ≪良妻賢母論≫ 雄山閣出版
朴宣美 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 ‘良妻賢母’ というジェンダー規範－女性知識人の議論の分析を中
心として> ≪年報女性史学≫ 14 女性史総合研究会
朴容玉 1997 <韓国女性の抗日民族運動推進とその特性> 林玲子･柳田節子 監修 ≪アジア女性史≫ 明
石書店
早川紀代 1987 <女性解放の思想と運動> 脇田晴子／林玲子／永原和子 編 ≪日本女性史≫ 吉川弘文館
早川紀代 1998 ≪近代天皇制国家とジェンダー≫ 青木書店
春木育美 2006 ≪現代韓国と女性≫ 新幹社
春木育美 2008 <韓国の少子化政策の政治的文脈と大統領のイニシアティブ> 日本比較政治学会 編 ≪リー
ダーシップの比較政治学≫ 早稲田大学出版部
樋口恵子 1968 <賢母と良妻> 田中壽美子 編 ≪近代日本の女性像≫ 社会思想社

ひろたまさき 1982 <文明開化と女性解放論> 女性史総合研究会 編 ≪日本女性史≫ 東京大学出版会
ひろたまさき 1990 <ライフサイクルの諸類型> 女性史総合研究会 編 ≪日本女性生活史≫ 東京大学
出版会
深谷昌志 1977 <日本女子教育史> 世界教育研究会 編 ≪女子教育史≫ 講談社
深谷昌志 1998 ≪良妻賢母主義の教育≫ 黎明書房
古川宣子 1993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 ≪日本史研究≫ 370, 日本史硏究會
洪上旭 2004 <価値意識の變化と韓国女性の暮らしと地位－1960年代以後を中心に> 山中美由紀 編
≪變貌するアジアの家族≫ 昭和堂
洪良姫 2004 <韓国における賢母良妻の歴史的役割と現在> ≪京都橘女子大学女性歴史文化研究所紀
要≫ 13
宮下美智子 1982 <農村における家族と婚姻> 女性史総合研究会 編 ≪日本女性史3≫ 東京大学出版会
宮田節子 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牟田和恵 1996 ≪戦略としての家族－近代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女性≫ 新曜社
牟田和恵 2006 ≪ジェンダー家族を越えて≫ 新曜社
村上はつ 1982 <産業革命期の女子労働> 女性史総合研究会 編 ≪日本女性史4≫ 東京大学出版会
山中永之佑 1973 <近代の家族> ≪講座家族1 家族の歴史≫ 弘文堂
米田佐代子 2000 <新しい女たち> 総合女性史研究会 編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吉川弘文館
渡邊洋三 1973 <現代の家族> ≪講座家族1 家族の歴史≫ 弘文堂
渡部周子 2007 <近代国家における女性の国民化> ≪‘少女’像の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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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헌>
가와모토 아야(川本綾) 1999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사상 :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까지> ≪모성의 담론
과 현실 :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구정화 2001 <신여성에서 현모양처까지> ≪사회진보연대≫ 17, 사회진보연대
권명아 2004 <총력전과 젠더 : 총동원 체제하 부인 담론과 ≪군국의 어머니≫ 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권희영 1998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 ≪新女性≫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4, 문학과지성사
권희영 2005 <일제 시대의 여성과 정치 :일제 시기 여성의 시민화 과정의 분석> 한국사학학회 ≪사학연구≫
77,
김경연 2007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 : ≪매일신문≫ 을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집≫ 45
김경일 1998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고 근대 : 가족과 여성 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4
김경일 2001 <식민지 여성 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식민 권력과 근대성의 각축> 한국사회사학회 ≪사회
와 역사≫ 59, 문학과지성사
金樂泉 1932 <賢母良妻란무엇인가> ≪實生活≫ 3(7), 奬産社
김연숙 2004 <식민지 近代小說에 나타난 母性談論 연구: 李泰俊･羅蕙錫･姜敬愛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어문연구≫ 32(2)
김윤성 2006 <1920∼30년대 한국사회의 종교와 여성 담론 : '미신타파'와 '현모양처'를 중심으로> ≪종교
문화비평≫ 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김은경 2007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정과교
육학회지≫ 19(4)
김재인 1995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48
김혜경 1997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김혜경 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근대가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5（1）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김혜경／정진성 2001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식민지 시기 새로운 가족개념의 도입과 변형>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5（4）
김혜수 2000 <1950년대 한국 여성의 지위와 현모양처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외대사학≫
12
김활란 1927 <女子敎育에 留意하는 한 사람으로서> ≪靑年≫ 7(2), 청년잡지사
남인숙 2002 <한국 여성교육의 페미니스트적 고찰>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21
문소정 1995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編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
제연구소
문소정 2002 <현모양처／양처현모 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 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비교 연구> ≪사회와
역사≫ 61,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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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표 여타 저 2004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박명선/신경아 1991 <이데올로기 통제－가족과 성(性)>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
로기 :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박용옥 1984 ≪韓國近代女性運動史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박용옥 1999 <한말여성운동의 특성과 여성의 사회진출> ≪國史館論叢≫ 83, 국사편찬위원회
박정애 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전출과 여성교육> 한국여성연구회編 ≪여성과 사회≫ 11
서수경 2002 <근대 모성담론을 통해 본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40(8)
설의식 1947 <賢母良妻의 새 方向> ≪婦人≫
송금선 1936 <가사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朝光≫ 1월호
신영숙 1999 <일제시기 현모양처론과 그 실상 연구> ≪여성연구논총≫ 14, 서울여자대학 여성연구소
신일용 1922 <自由思想과 賢母良妻主義(續)> ≪新生活≫ 3, 신생활사
안태윤 ≪식민정치와 모성 : 총동원체제와 모성의 현실≫ 한국학술정보 2006
안태윤 2001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학
과박사학위논문
양현아 1999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度> ≪여성과 사회≫ 10, 창작과비평사
양현아 2000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6(1)
엄미옥 2006 <近代小說에 나타난 女學生 연구 :1920~1930년대 중반 敎育을 통한 女性主體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34(3)
유명순 1956 <賢母良妻가 하는 秘訣十講> ≪여성계≫ 5(1), 여성계사
육정희 2006 <국민 연극에 구현된 황국신민 :‘母’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과언어학회 ≪문학과 언어≫
28
윤소영 2005 <근대국가 형성기 한･일의 현모양처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이만열／김영희 2000 <1930-40년대 朝鮮 女性의 존재 양태 : ‘日本軍慰安婦’ 政策의 배경으로> ≪國史館
論叢≫ 89
이상경 1996 <영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연구소
이상경 2002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이선옥 1997 <신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부상 : 나는 착한 여자가 싫다> ≪여성과 사회≫ 8, 장작과비평사
이윤미 2002 <근대적인 교육공간과 신여성 :여성의 공적 교육 공간으로의 편입과 사회적 규범화> ≪여성
이론≫ 6,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효재 1965 <女性의 社會進出: 안방살이에서 社會全域으로> ≪사상계≫ 13,11, 사상계사
이효재 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적서생 1922 <自由思想과賢母良妻主義> ≪新生活≫ 5, 신생활사
전미경 2004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賢母' 되고 싶은
‘良妻’>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전미경 2005 <1920-30년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 ≪신여성≫ 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정세화 1972 <韓國近代 女性敎育> ≪한국여성사 開化期-194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재철 1985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敎育政策史≫ 일지사
정진성／안진 등 지음 2004 ≪한국현대여성사≫ 한울
정현숙 1989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탁아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
연구원 ≪여성학논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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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원／이배용 2000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 :미군정기(1945)～제1공화
국시기(1960)>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2(2)
조은／이정옥／조주현 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혜정 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學≫ 2
최숙영／김동환 2004 <일제시대 여성교육에 대한 고찰> ≪지역문화연구≫ 3,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홍양희 1997 <日帝時期 朝鮮의 ‘賢母良妻' 女性觀의 硏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양희 2000 <한국：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만들기> ≪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홍양희 2001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현모양처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홍양희 2005 <植民地時期 戶籍制度와 家族制度의 變容>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79
홍일표 1997 <주체형성의 장의 변화 : 가족에서 학교로> 김진균 ; 정근식 [공]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황종건 1976 <韓國女性의 地位向上과 敎育의 問題> ≪女性問題硏究≫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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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하종문
1. 필자는 근대 이후 일본과 조선에서 ‘양처현모주의’(필자의 표현을 따라 이하에서도
양처현모로 표기함)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여자교육론을 중
심으로 고찰했다. 참고문헌에도 소개가 되었듯이 한일 양국에서 상당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고도 유사한 양처현모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종주국 일
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관철되었는가는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런 면에서 근대에 들어와 본격화하는 교육과 여성의 결합과 그 변화를, 양처현모주의의
의미부여를 통해 추적하는 것은 매우 시사성이 높은 천착이라고 판단된다. 말미에서 양
처현모주의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수용되었는가를 계속하게 연구하겠다는 점에 착안하
여 몇 가지 비평을 드리고자 한다.
2. 먼저 앞서 지적했듯이 한일 양국에서 기존 연구가 많이 존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전체를 다루지는 않더라도 여자교육과 관련한 기존
연구가 어떤 성과와 한계를 지니는가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가 필요할 것이다.
3. 여자교육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만큼, 당시의 제도적 틀과 더불어 실제 교육
내용, 가령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추측된다. 적어도 각 시기의 중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다.
4. 양처현모주의는 기본적으로 기혼여성이 주체가 되나, 그 과정에서는 결혼이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결혼에 이르는 연애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여자교육 내에서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자리매김 하고 있었는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해방론
혹은 여성운동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문제제기가 치열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검
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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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경우는 직업 혹은 노동과 결부된 여자교육을 다루고 있으나, 조선의 경우에
는 농촌진흥운동에서 부분적으로 나올 따름이다. 조선에서 존재하던 노동자로서의 여성
과 양처현모주의와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구성의 짜임새를 높일 것이라 여겨진다.
6. 식민지인 조선에서 양처현모주의는 “일본 ‘국민’ 창출”과 “조선민족의 창출”이라는
두 개의 공존 불가능한 목적 하에서 추진･수용되었고, 이 점은 다시 ‘신여성’에게는 “여
성의 자립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쓴 바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의 출현은 식민
주의의 차원에서 양처현모주의를 파악하는 작업이 대단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양처현모주의에 대한 이의제기의 활동이나 논리를, 종주국과 식민지의 구분, 그리고
착종이라는 관점에서 교차시켜 비교하는 작업은 양처현모주의의 역사적 실재를 더욱 풍
부하게 그려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7. 전시기 일본은 마지막까지 여성에 대한 징용령의 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점에
서 1943년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수상은 징용령의 발동이 ‘일본의 가족제도의 파괴’로
이어진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는 양처현모주의에 입각한 여성상의 발로이다.
이 시기에 모순이 첨예화되는 양처현모주의는 전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423쪽과 같이 짤막하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전시기의 상황 전반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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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우선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거두도록 건설적인 비평을 하여 준 하종문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비평받은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며 이후 연구에 활용하여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3~4의 지적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한일 양국에서 이루어진 良妻賢母에 관한 연구 중 다
수가 자국만을 고찰하거나 한일 비교가 한정된 시기에만 머물러 있던 데 비해, 본 논문
에서는 통사적으로 한일 비교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지면의 여유가 없어 충분히 다룰
수가 없었다.
5에 관해서는 필자는 본 위원회에 중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균
형을 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후 폭넓게 자료를 살펴보며 보완에 노력하겠다.
또 6의 비평에 있는 것처럼, 한일 비교의 시점에서 같은 시기 여자 교육의 차이, 여성
이 놓인 상황과 사회의 상태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공동연구를 통해 얻게 된 한국 측 선생과의 知己와 신뢰 관계는 필자
의 연구 생활에서 커다란 양식이 되었다. 또 제3분과 총회에서 역사 속에 묻히기 쉬운
여성들의 문제에 시선을 돌린 연구 주제가 다루어진 것은 하라다(原田) 간사의 주도 덕
분이었다.
아울러 감사드리고 싶다.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22)

1. 조선･대한제국이 일본국과 맺은 조약
주) 1. 아래 목록은 國會圖書館 立法調査局, 1964 ≪舊韓末條約彙纂(1876-1945)≫ 上 ; 1965 ≪舊韓
末條約彙纂(1876-1945)≫ 中 ; 外務省條約局, 1934 ≪舊條約彙纂≫ 第三巻 (朝鮮及琉球之部)
에 실린 조약 및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2. 조인연월일은 1895년까지는 음력으로, 그 이후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조선·대한제국의 조약명칭은 ≪高宗純宗實錄≫을 1차로, 위 ≪舊韓末條約彙纂≫을 2차 기준
으로 하였다. 그래도 조약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 ≪舊條約彙纂≫의 일본국 조약명을 국한문
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4. 양국의 조약명이 상이할 경우 / 로 구분하였다.
5. 조약명의 ( )는 異名, 혹은 해당 조약의 부제이다.
조인연월일

조약명

1876.02.03 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07.06 修好條規附錄
通商章程―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 朝鮮國議定諸港ニ於テ日
1876.07.06
本國人民貿易規則(修好 條規附錄ニ附屬スル通商章程）
1876.07.06 修好條規附錄에 부속한 往復文書
朝鮮通商의 宿弊芟除에 關한 往復書翰(1876.07.06)
日韓漂民經費償還 件에 關한 往復書翰(1876.08.11)
1876.12.17 釜山口租界條約 /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
1877.05.23 辦理漂流船隻章程 / 朝鮮漂流船取扱約定
1877.11.16 朝鮮에서 探港中 石炭貯蔵 및 運搬約定
1878.04.13 商訂償還漂民費用照覆 / 韓國漂流船取扱補約ニ關スル往復文書
1879.07.13 元山津開港豫約 / 元山津開港豫約
1881.07.10 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 元山津居留地地租取極書
1882.07.17 修好條規續約
1882.07.17 濟物浦條約 / 濟物浦條約(明治十五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日韓善後約定)
同條約第三條遭難者에 대한 要償約定(1882.07.17）
同條約第四條年賦支拂約定(1882.9.16）
同條約第四條賠償金의 일부 還付에 관한 往復文書(1884.9.22／9.24）

원문
비고
언어
漢日 자료1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 자료2
漢
漢
漢日

* 이 자료는 근현대사의 한일간 조약을 개관한 것으로 이용할 때는 각항 주에 게재된 조약집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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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01.24
1883.06.22
1883.06.22
1883.06.22
1883.06.22
1883.06.22
1883.08.30
1884.09.01
1884.09.03
1884.10.12
1884.11.24
1885.06.08
1885.11.16
1885.12.27
1886.08.10
1887.05.11
1888.08.18
1889.10.20
1889.10.20
1890.12.13
1894.07.20
1894.07.26
1897.10.16
1899.06.02
1900.09.15
1902.05.17
1904.02.23
1904.03.22
1904.08.22
1905.04.01
1905.08.13
1905.11.17
1906.10.19
1907.07.24
1907.10.29
1908.03.20
1908.03.30
1908.10.31
1909.03.15
1909.07.12
1909.07.26
1910.06.24
1910.08.22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欵 / 海底電線設置ニ關スル日韓條約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
朝鮮國海關稅則 / 朝鮮國海關稅目
通商章程續約 /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續約
議訂朝鮮國間行里程約條 /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
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 / 約定シタル朝鮮國海岸ニ於
テ犯罪ノ日本漁民取扱規則
朝鮮國仁川口租界約條 / 朝鮮國仁川港ニ於テ居留地借入約書
龍山을 楊華鎭 대신에 開市場으로 하는 件에 關한 往復文書（／1884.09.06）
仁川濟物浦各國居留地約書／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朝鮮國間行里程約條附錄 /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附錄
漢城條約 / 漢城條約(明治十七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日韓善後約定)
存留派兵護衛之權照會照覆文 / 護衛兵派遣權利保留ニ關スル往復文書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續約 / 海底電線設置條約續約
租借絶影島地基約單 / 絶影島地所借入約書
更訂償完漂民經費之約照覆 / 漂民經費償還法改正ニ關スル往復文書
日韓漂民船貨救撈費償還法取極에 關한 往復文書
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
貿易規則續約／通商章程續約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 / 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
租借月尾島地基約單 / 月尾島地所借入約書
暫定合同條欵
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 / 大日本大朝鮮兩國盟約
鎭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 / 鎭南浦及木浦居留地規則
群山浦馬山浦城津各國租界章程 / 群山,馬山浦,城津各國居留地規則
京畿道沿岸에서의 漁業에 關한 往復文（／1900.10.03）
馬山浦專管日本居留地協定書 / 馬山日本專管居留地取極書
議定書(한일의정서)／日韓議定書
忠清､黄海､平安道에서의 漁業에 關한 往復文書（／1904.06.04）
協定書(한일협약) ／日韓協約
協定書 / 韓國通信機關委托ニ關スル取極書
約定書 / 韓國沿海及内河ノ航行ニ關スル約定書
韓日協商條約(을사늑약, 을사조약) / 日韓協約
森林經營에 關한 協同約款
韓日協約(정미조약) / 日韓協約
協定書 / 警察事務執行ニ關スル取極書
一時貸付金에 關한 契約
清津土地管理에 關한 取極書
漁業에 關한 協定
在韓外國人民에 對한 警察事務에 關한 韓日協定書
約定書 / 韓國司法及監獄事務委托ニ關スル覺書
韓國中央銀行에 關한 覺書
韓國警察事務 委託에 關한 覺書 / 韓國警察事務委託ニ關スル覺書
倂合條約 / 韓國併合ニ關スル條約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
漢英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日
漢英
漢英
漢日
漢日
韓日
漢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韓日

자료3

자료4
자료5

자료6
자료7

자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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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조약
주) 1. 외교통상부 2005≪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4)≫및 동≪대한민국조약집: 양자조약≫각년판
에 의거했다. 비고란의 발효년월일이 없는 조약은 즉일 발효된 것이다.

서명연월일

조약명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협정 및 한일간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에 대한 조치 및 일본국에 수용
1957.12.31
되어 있는 한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관계조약>

원문
언어

비고

英

韓日英

1965.12.18
발효, 자료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부속서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1965.12.18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발효
韓日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1999.01.22
표지(標識)에 관한 교환공문
실효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조업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아주국장간의 왕복서한
토의기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
1965.12.18
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경제협력협정>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자료10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한․일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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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Ⅱ)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韓日
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토의기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문
화협정>
1965.06.22 부속서
韓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1965.06.22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분
韓日
쟁해결교환공문>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1966.03.2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英

1966.01.17
발효
자료11
1991.01.10
각서 있음

1965.12.18
발효

1965.12.18
발효
자료12
금융협정
(1950.6.2)
등 부록 참조

韓日․
英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韓日
양해사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1967.04.28
韓日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교
1967.04.28
韓日
환공문
1966.12.06

1967.05.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
1968.12.0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1969.03.1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
1969.04.01
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대한 각서교환
1967.10.25

1970.03.03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
본국간의 협약

韓日英

1967.08.30
발효

英
英
英

英

1970.10.29
발효
1991.11.22
신조약
발효에
따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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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한미곡원조약정
1970.06.0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1970.07.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1971.02.18
관한 협정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은행과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1971.06.29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1971.08.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1971.12.30
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1972.04.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
1972.07.01
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2.07.0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1973.01.24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1973.01.25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
1973.02.16
관협정(1971)의 개정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
1973.12.24
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1974.01.30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협정의 합의의사록
1974.01.30
굴착의무에 관한 각서교환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각서교환
해수 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각서교환
1974.02.0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
1974.02.16
관의 개정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 일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1974.06.07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
1974.10.25
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각서
1974.12.27
교환
1975.08.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1972.08.05
발효

英
英

1973.01.29
발효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1978.06.22
발효
자료13
1978.06.22
발효
자료14
1987.08.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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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8.29
1976.03.06
1976.09.01
1976.11.13
1977.02.10
1977.08.31
1977.08.31
1977.09.29
1977.09.29
1977.09.30
1978.08.18
1978.12.20
1979.01.13
1979.09.12
1979.12.27
1980.01.18
1981.01.31
1983.10.07
1984.06.25
1985.03.27
1985.09.18

용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
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
용기재의 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
업에 관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
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추가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
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
을 위한 차관협정에 따른 차관의 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
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
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
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3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
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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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20
1987.03.28
1987.08.31
1987.08.31
1988.04.15
1988.04.27
1989.06.16
1990.03.30
1990.05.25
1990.05.25
1990.05.25
1990.09.11
1990.11.20
1991.04.15
1992.03.31
1993.04.20
1993.06.29
1995.03.31
1998.10.08
1998.10.0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
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
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6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
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각서교환
영친왕비(고 이방자 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
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가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의정서

1998.10.0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1998.11.2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부속서 Ⅰ

韓日英
英
英
英
英
英
英
英
韓日
英
韓日英
英

韓日
英
英
英
英
英

1998.12.07
발효

英

1999.11.22
발효

英
韓日

1999.04.01
발효
1999.01.22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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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3
1999.12.27
1999.12.27

2002.03.22

2002.04.08

부속서 Ⅱ
자료15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英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英
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
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 英
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료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2003.01.01
부속서 Ⅰ
韓日英
발효
부속서 Ⅱ
합의의사록
2002.06.2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도조약
韓日英
발효
토의기록
韓日

2004.02.1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04.12.13

韓日

2005.04.01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韓日英
협정

2006.01.2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韓日英

2007.01.26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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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2.3)
大日本國與
大朝鮮國素敦友誼歷有年所今因視兩國情意未洽重修舊好以固親睦是以日本國政府簡特命全
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詣朝鮮國江華
府朝鮮國政府簡判中樞府事申櫶副總管尹滋承各遵所奉諭旨議立條款開列于左

第一款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一切革除務開擴寬裕弘通之法以
期永遠相安

第二款 日本國政府自今十五個月後隨時派使臣到朝鮮國京城得親接禮曹判書商議交際事務該
使臣駐留久暫共任時宜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到日本國東京得親接外務卿商議交際
事務該使臣駐留久暫亦任時宜

第三款 嗣後兩國往來公文日本用其國文自今十年間別具譯漢文一本朝鮮用眞文

第四款 朝鮮國釜山草梁項立有日本公館久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今應革除從前慣例及歲遣船
等事憑準新立條款措辦貿易事務且朝鮮國政府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準聽日本國人
民往來通商就該地賃借地基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各隨其便

第五款 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指定地名開口之期日本曆自明
治九年二月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筭共爲二十個月

第六款 嗣後日本國船隻在朝鮮國沿海或遭大風或薪糧窮竭不能達指定港口卽得入隨處沿岸支
港避險補缺修繕船具買求柴炭等其在地方供給費用必由船主賠償凡是等事地方官民須
特別加意憐恤救援無不至補給勿敢吝惜倘兩國船隻在洋破壞舟人漂至隨處地方人民卽
時救恤保全稟地方官該官護還其本國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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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款 朝鮮國沿海島嶼巖礁從前無經審檢極爲危險準聽日本國航海者隨時測量海岸審其位置
深淺編製圖志俾兩國船客以得避危就安

第八款 嗣後日本國政府於朝鮮國指定各口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遇有兩國交涉案件會
商所在地方長官辦理

第九款 兩國旣經通好彼此人民各自任意貿易兩國官吏毫無干預又不得限制禁阻倘有兩國商民
欺罔衒賣貸借不償等事兩國官吏嚴拿該逋商民令追辨債欠但兩國政府不能代償

第十款 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如其犯罪交涉朝鮮國人民皆歸日本國審斷如朝鮮國人民
犯罪交涉日本國人民均歸朝鮮官査辨各據其國律訊斷毫無回護袒庇務昭公平允當

第十一款 兩國旣經通好須另設立通商章程以便兩國商民且倂現下議立各條款中更應補添細目
以便遵照條件自今不出六個月兩國另派委員會朝鮮國京城或江華府商議定立

第十二款 右十一款議定條約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兩國政府不得復變革之永遠信遵以敦
和好矣爲此作約書二本兩國委任大臣各鈐印互相交付以昭憑信

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二月初二日
大官 判中樞府事 申櫶
副官 都總府副總管 尹滋承
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明治九年二月二十六日
大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黑田淸隆
大日本國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 井上馨

자료2. 濟物浦條約 (1882.7.27)
(日本曆七月二十三日･朝鮮曆六月九日)之變朝鮮兇徒侵襲日本公使館職事人員致多罹難朝鮮
國所聘日本陸軍敎師亦被慘害日本國爲重和好妥當議辨卽約朝鮮國實行下開六款及別訂續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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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款以表懲前善後之意於是兩國全權大臣記名盖印以昭信憑

第一
自今期二十日朝鮮國捕獲兇徒嚴究渠魁從重懲辨事
日本國派員眼同究治若期內未能捕獲應由日本國辨理
第二
日本官胥遭害者由朝鮮國優禮瘞葬以厚其從事
第三
朝鮮國撥支五萬圓給與日本官胥遭害者遺族並負傷者以加體卹事
第四
因兇徒暴擧日本國所受損害及護衛公使水陸兵費內五十萬圓由朝鮮國塡補事
每年支十萬圓待五個年淸完
第五
日本公使館置兵員若干備警事
設置修繕兵營朝鮮國任之
若朝鮮國兵民守律一年之後日本公使館視做不要警備不妨撤兵
第六
朝鮮國特派大官修國書以謝日本國事

大日本國 明治十五年 八月 三十日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一年 七月 二十七日
日本國辨理公使 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 李裕元
朝鮮國全權副官 金宏集

자료3. 漢城條約 (1884.11.24)
此次京城事變 所係非小 大日本國大皇帝深軫宸念 玆簡特派全權大使伯爵井上馨 至大朝鮮
國 便宜處理 大朝鮮國大君主 宸念均願敦好 乃委金弘集 以全權議處之任 命以懲前毖後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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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國大臣和衷商辨作下約款 以昭好誼完全 又以防將來事端 玆據全權文憑 各簽名鈐印如下

第一條 朝鮮國修國書 致日本國 表明謝意事
第二條 恤給此次日本國遭害人民遺族竝負傷者 曁塡補商民貨物 毁損掠奪者 由朝鮮國撥支
給拾壹萬圓事
第三條 殺害磯林大尉之兇徒 査問捕拿從重正刑事
第四條 日本公館要移新基建築 當由朝鮮國交附地基房屋足容公館 曁領事館至其修築增建之
處 朝鮮國更撥交貳萬圓 以充工費事
第五條 日本護衛兵辨營舍 以公館敷地擇定 照壬午續約 第五款 施行事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 特派全權大臣左議政 金弘集
大日本國 明治十八年一月九日 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 井上馨

另 單
一. 約款第二･第四條全圓 以日本銀貨算 須期三箇月 於仁川撥完
一. 第三條兇徒處辨 以立約後二十日爲期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三年十日月二十四日 特派全權大臣左議政 金弘集
大日本國 明治十八年一月九日 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 井上馨

자료4. 議定書(한일의정서) (1904.2.23)
大韓帝國皇帝陛下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 特命全權
公使林權助 各相當의 委任을 受야 左開條件을 協定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 親交 保持고 東洋和平을 確立을 爲야 大韓
帝國政府 大日本帝國政府 確信야 施政改善에 關야 其忠告 容 事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 大韓帝國皇室을 確實 親誼로 安全康寧케 事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 大韓帝國의 獨立及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 事
第四條 第三國의 侵害에 由며 或은 內亂을 爲야 大韓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

에 危險이 有 境遇에 大日本帝國政府 速히 臨機必要 措置 行이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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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然大韓帝國政府 右大日本帝國에 行動을 容易을 爲야 十分便宜 與
事大日本帝國政府 前項目的을 成就을 爲야 軍略上必要 地點을 隨機取用

을 得 事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 相互間에 承認을 不經야 後來에 本協定趣意

에 違反 協約을 第三國間에 訂立을 得치못 事
第六條 本協約에 關聯 未悉細條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間臨機協定

 事
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

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자료5. 協定書(한일협약) (1904.8.22)
一. 大韓政府 大日本政府가 推薦바 日本人一名을 財政顧問으로야 大韓政府에 傭聘

야 財務에 關 事項은 一切其意見을 詢야 施行 事
一. 大韓政府 大日本政府가 推薦바 外國人一名을 外交顧問으로야 外部에 傭聘

야 外交에 關 要務 一切其意見을 詢야 施行 事
一. 大韓政府 外國과 修約을 締結며 其他重要 外交案件 卽外國人에 對 特權讓
與와 契約等事處理에 關야 미리 大日本政府와 商議 事

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

外部大臣署理尹致昊

特命全權公使林權助

자료6. 韓日協商條約(을사늑약, 을사조약) (1905.11.7)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 兩帝國을 結合 利害共通의 主義 鞏固케을 欲야 韓國

의 富强之實을 認 時에 至가지 此目的으로 左開條款을 約定.
第一條 日本國政府 在東京外務省을 由야 今後에 韓國이 外國에 對 關係及事務

를 監理指揮이 可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及領事 外國에 在 韓國의 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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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及利益을 保護이 可
第二條 日本國政府 韓國과 他國間에 現存 條約의 實行 을 完全히  任에 當

고 韓國政府 今後에 日本國政府의仲介에 由치 아니고 國際的 性質을 有
何等條約이나 又約束을 아니을 約
第三條 日本國政府 其代表者로 야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置 統
監은 專혀 外交에 關  事項을 管理을 爲야 京城에 駐在고 窺히 韓國皇
帝陛下에게 內謁 權利를 有. 日本國政府 又 韓國의 各 開港場及其他 日
本國政府가 必要로 認 地에 理事官을 置  權利를 有 理事官은 統監

의 指揮之下에 從來 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든 一切職權을 執行고 幷야 本
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을 爲야 必要로  一切事務 掌理 이 可.
第四條 日本國과 韓國間에 現存 條約及約束은 本協約條 款에 抵觸 者를 除
外에 總히 其效力을 繼續 者로 .
第五條 日本國政府 韓國 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을 保証.
右証據로 야 名은 各本國政府에셔 相當 委任을 受야 本協約이 記名調印.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자료7. 韓日協約(정미조약) (1907.7.24)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 速히 韓國의 富强을 圖고 韓國民의 幸福을 增進고져 
目的으로 左開條欸을 約定홈.
第一條 韓國政府 施政改善에 關야 統監의 指導 受 事.
第二條 韓國政府의 法令의 制定及重要 行政上의 處分은 豫 히 統監의 承認을 經 事.
第三條 韓國의 司法事務 普通行政事務와 此 區別 事.
第四條 韓國 高等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 此 行 事.
第五條 韓國政府 統監의 推薦 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命 事.
第六條 韓國政府 統監의 同意업시 外國人을 傭聘아니 事.
第七條 明治三十七年 八月 二十二日 調印 日韓協約 第一項 을 廢止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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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爲證據으로 下名은 各本國政府에셔 相當 委任을 受야 本協約에 記名調印

이라.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

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 李完用 官章

統監候爵 伊藤博文 官印

자료8. 倂合條約 (1910.8.22)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 關係 顧야 互相幸福을 增
進며 東洋平和 永久히 確保기 爲야 此目的을 達코쟈 면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

에 不如 者로 確信야 玆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으로 決定니 爲此 韓國皇
帝陛下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日本國皇帝陛下 統監 子爵 寺內正毅 各其 全權委員

에 任命 仍야 右全權委員은 會同協議야 左開諸條 協定.
第一條 韓國白皇帝陛下 韓國全部에 關 一切統治權을 完全 且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

에게 讓與.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 前條에 揭載 讓與 受諾고 且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
合을 承諾.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 韓國皇帝陛下 太皇帝陛下 皇太子 殿下 竝 其后妃及後裔 야

곰 各其 地位 應야 相當 尊 稱威嚴과 及 名譽 享有케 고 且 此 保持
에 十分 歲費 供給을 約.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及其後裔에對야 各相當 名譽及待遇

 享有케 고 且 此 維持기에 必要 資金을 供與을 約.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 勳功이 有 韓人으로 特히 表彰 을 適當 줄로 認 者에
對야 榮爵을 授고 且 恩金을 與.
第六條 日本國政府 前記 倂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擔任야 該地에 施行 法
規 遵守 韓人의 身體及財產 에 對야 十分 保護 與고 且 其福利의
增進을 圖.
第七條 日本國政府 誠意忠實히 新制度 尊重 韓人으 로 相當 資格이 有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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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情이 許 範圍에셔 韓國에 在帝國官吏에 登用.
第八條 本條約은 韓國皇帝陛下 及 日本國皇帝陛下의 裁可經 者－니 公布日로부터
此 施行.
右證據로삼아 兩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 完 用 官章

統監 子爵 寺內正毅 官印

자료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
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
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
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일본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
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
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
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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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
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
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
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자료1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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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
중국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
인의 용역을 본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
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
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
중국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
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
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
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
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
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
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
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
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
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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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
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
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
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
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
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
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
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
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
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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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자료1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
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
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
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
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54년 8월 15일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부터 5년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
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
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
일로부터 60일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
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
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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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
는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
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
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
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
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
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형에 처하여
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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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
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
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
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
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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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2. 분쟁의 해결에 관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1965.6.22)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본관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
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본관은 또한 각하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할 것을 희망하는 영
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외 무 성
토 오 쿄 오

일본측 서한
(번역문)
1965년 6월 22일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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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서한)....................”
본 대신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자료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1974.1.30)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
과 일본국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의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각각 행사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경계를 획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7.5´ 동경 127˚41.9´
제3점 북위 33˚01.3´ 동경 127˚44.0´
제4점 북위 33˚08.7´ 동경 127˚48.3´
제5점 북위 33˚13.6´ 동경 127˚51.6´
제6점 북위 33˚16.2´ 동경 127˚52.3´
제7점 북위 33˚45.1´ 동경 128˚21.7´
제8점 북위 33˚47.4´ 동경 128˚25.5´
제9점 북위 33˚50.4´ 동경 12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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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점 북위 34˚08.2´ 동경 128˚41.3´
제11점 북위 34˚13.0´ 동경 128˚47.6´
제12점 북위 34˚18.0´ 동경 128˚52.8´
제13점 북위 34˚18.5´ 동경 128˚53.3´
제14점 북위 34˚24.5´ 동경 128˚57.3´
제15점 북위 34˚27.6´ 동경 128˚59.4´
제16점 북위 34˚29.2´ 동경 129˚00.2´
제17점 북위 34˚32.1´ 동경 129˚00.8´
제18점 북위 34˚32.6´ 동경 129˚00.8´
제19점 북위 34˚40.3´ 동경 129˚03.1´
제20점 북위 34˚49.7´ 동경 129˚12.1´
제21점 북위 34˚50.6´ 동경 129˚13.0´
제22점 북위 34˚52.4´ 동경 129˚15.8´
제23점 북위 34˚54.3´ 동경 129˚18.4´
제24점 북위 34˚57.0´ 동경 129˚21.7´
제25점 북위 34˚57.6´ 동경 129˚22.6´
제26점 북위 34˚58.6´ 동경 129˚25.3´
제27점 북위 35˚01.2´ 동경 129˚32.9´
제28점 북위 35˚04.1´ 동경 129˚40.7´
제29점 북위 35˚06.8´ 동경 130˚07.5´
제30점 북위 35˚07.0´ 동경 130˚16.4´
제31점 북위 35˚18.2´ 동경 130˚23.3´
제32점 북위 35˚33.7´ 동경 130˚34.1´
제33점 북위 35˚42.7´ 동경 130˚42.7´
제34점 북위 36˚03.8´ 동경 131˚08.3´
제35점 북위 36˚10.0´ 동경 131˚15.9´

2.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제 2 조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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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
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
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
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3 조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는, 오늘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체결 교섭
중 도달한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1. 협정 제1조제1항에 표시된 좌표는 일본 해상보안청 해도 제302호, 1958년 11월, 제
5판과 제1,200호, 1958년 7월, 제2판에 근거한다.
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 정부는 어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상인
구역내 에서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서울 197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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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1974.1.30)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구역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함이 그들
의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며, 그러한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본 협정의 목적상

(1) “천연자원”이라 함은 석유(천연가스 포함)자원 및 동 자원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타 지하광물을 의미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하여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
자원을 탐사 또는 채취하도록 허가한 자를 의미한다.

(3)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의 동일한 소규역에 관하여 각각
허가를 받은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와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4) “운영계약”이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채취할 목적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5) “운영자”라 함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에 관하여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제 2 조

1. 공동개발 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획정되는 대륙붕 구역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3.4´ 동교 127˚36.3´
제3점 북위 32˚46.2´ 동경 127˚27.8´
제4점 북위 32˚33.6´ 동경 127˚13.1´
제5점 북위 32˚10.5´ 동경 126˚51.5´
제6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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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점 북위 30˚33.3´ 동경 126˚00.8´
제8점 북위 30˚18.2´ 동경 126˚05.5´
제9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제10점 북위 29˚19.0´ 동경 128˚00.0´
제11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제12점 북위 30˚19.0´ 동경 128˚09.0´
제13점 북위 30˚54.0´ 동경 129˚04.0´
제14점 북위 31˚13.0´ 동경 128˚50.0´
제15점 북위 31˚47.0´ 동경 128˚50.0´
제16점 북위 31˚47.0´ 동경 128˚14.0´
제17점 북위 32˚12.0´ 동경 127˚50.0´
제18점 북위 32˚27.0´ 동경 127˚56.0´
제19점 북위 32˚27.0´ 동경 128˚18.0´
제20점 북위 32˚57.0´ 동경 128˚18.0´
제2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2. 공동개역을 획정하는 직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한다.
제 3 조

1. 공동개발구역은 소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소구역은 양당사국의 조광권자
에 의하여 탐사되고 채취된다.

2. 각 소구역은 본 협정 부록에 경위도 좌표를 인용함으로써 번호를 매겨 확정하여야
한다.
부록은 본 협정의 수정없이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3개월 이내에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당사국이 한 소구역에 관하여 2인 이
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광권자들은 불가분의 권익을 가지며 본 협
정의 목적상 한 조광권자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조광권자 또는 소구역에 관하
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새로이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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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운영계약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
정하여야 한다.

(a)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b) 운영자의 지정
(c)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d) 어업상 권익의 조정
(e) 분쟁의 해결
2. 운영계약과 그 수정은 당사국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동 운영계약 또는
그 수정은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 후 2개월내에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
인을 거부하지 않는 한 당사국으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본다.

3.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동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운영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
자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그들간의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
간 협의가 개시된 후 2개월내에도 운영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추첨에 의하여 운영자를 결정한다.

2. 운영자는 운영계약에 따라 모든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며 그러한 작업에 필요
한 모든 인원을 고용하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출, 변제하며
또한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 자재 기타 수용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취득
한다.
제 7 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건
물, “프랫홈”, “탱크”, “터미날”과 기타 시설물을 타방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동 타방당
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 건조, 유지,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

38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 8 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의무가 본 협정의 규정과 모순되
지 않는 한, 동 타방당사국 조광권자의 자국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 9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각각 동등하게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동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양 당사
국의 조광권자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한다.
제 10 조

1. 본 협정에 의한 조광권자의 권리는 탐사권과 채취권으로 한다.
2.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본조제4항(3)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계약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3.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동 권리의 설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
자는 5년간의 추가기간 연장을 각 당사국에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은 필요한 한
무한정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동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4. (1) 탐사권 존속기간중 천연자원의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
의 조광권자는 각 당사국에 채취권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
을 접수하면 즉시 협의하고 지체없이 동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진 것을 당사국이 인지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계 조광권자에게 채취권 설정신청을 출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조광권
자는 그 요청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동 신청을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탐사권 기간중 채취권이 설정되면 탐사권 기간은 동일로서 종료한다.
5.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
권의 기간은 최초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기간만료일에 종료한다.

6.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은 본 협정 및 운영계약에 의한 동 조광권자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
인과 동일한 소구역에 관하여 허가받은 타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전체로서 이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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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당사국간에 체결될 별도의 약정에 따라 탐사권 기간중 수
개의 유정을 굴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
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기간중 2개
공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국은 각 소구역에서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 각 소구역의
넓이와 상부수역의 깊이를 참작한다.

2.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언급된 어느 기간중 의무를 초과하여 유정을
굴착할 경우에는 동 초과 유정수는 그 계승기간중에 굴착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6개월이상 작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1.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
생일로부터 3년내에 원래의 소구역의 25%를, 6년내에 동 소구역의 50%를, 8년내
에 동 소구역의 75%를 포기하여야 한다.

2. 포기할 구역의 넓이, 형태 및 위치와 포기시기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75㎢이하의 단일구역은 본조제3항에 의한 경우외에는 포
기할 수 없다.

3.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포기할 구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으로 포기 제안한 구역 및 각각 포기 제안한 구역
의 50%를, 포기할 전 구역이 가능한 한 단일구역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 포기기
간 만료일에 포기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포기가 제안된 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각각 포
기 제안한 구역의 50%를 포기하여야 한다.

4.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구역이라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5. 본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
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관계 전 소구역을 포기할 수 있다.

38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 14 조

1. 일방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가 본 협정 또는 운영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타방당사국과의 협의 후, 조광권자 보호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동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2. 일방당사국이 자국 법규에 따라 그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동 취소 15일전
에 타방당사국에 그의 의도를 통고하여야 한다.

3. 일방당사국에 의한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는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되어
야 한다.
제 15 조

1.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전 소구역을 포기한
경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제14조에 의하여 취소된 경
우 또는 일방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소멸된 경우(이하 이러한 조광권자를 “전조광
권자”라 함)에는 관계 소구역의 잔여 조광권자는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할 때까지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
여, 동 잔여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 위험부담 작
업조항 및 기타 관련규정의 조건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목적상 잔여 조광권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그 자신이
조광권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
다. 이 규정은 잔여 조광권자의 본조제1항에 의한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부
터 얻은 소득에 관한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방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와 잔여 조광권자는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잔여 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에 기속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개시한 잔여 조광권자
는 자신과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위험 부담 작업조항의 조
건에 따라 위에 언급된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탐사와 채취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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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에 대한 각 당사국의 법규적용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해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동 천연자원의 몫은 동 당사국이 주권
적 권리를 갖는 대륙붕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 본다.
제 17 조

1. 어느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도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에
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c)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d)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2. 각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그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c)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제 18 조
관세와 수출입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규 적용에 있어서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기타 물
품(이하 "장비"라 함)의 공동개발구역내로의 도입 및 그 구역내에서의 장비의
사용 또는 그 구역으로부터 장비의 이전은 수입 또는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

(2)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장비를 수송하는 것
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
개발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자에게 동 당사국은 그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본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3)에 언급된 장비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그
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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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당사국의 법규는 동 당사국이
허가한 조광권자가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소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0 조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작업으로부터 발생하
는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해수오염을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합의
하여야 한다.
제 21 조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 인한 손해가 일방당사국 국민 또
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게 가하여진 경우에는 동 국민
또는 동 기타인은

(a) 그 영역내에서 동 손해가 발생한 당사국의 법원
(b) 그 영역내에 동 국민 및 기타인이 거주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c) 동 손해의 원인인 사건이 발생한 소구역에서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
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법원에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당사국의 법원은 그 당사
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3. (1) 본조제1항에 언급된 손해가 해상 및 하층토의 굴착작업, 광수 또는 폐수의 방기
로 인한 경우에는

(a)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양 당사국
의 조광권자

(b)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조광권자
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
졌던 조광권자 또는

(c)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자가 단지
2인인 경우에 동 조광권자와 제15조제1항에 정의된 전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
에 의한 적용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동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본항(1)의 목적상, 본항(1)에 언급된 손해의 발생후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이
전된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양도한 조광권자와 동 양도에 의하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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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득한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2 조

1. 각 당사국은 공동개발 구역내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고정 시설상의 무선국
에 주파수를 지정할 때는 동 지정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타방당사국에 동 주파수,
전송형식과 출력, 무선국의 위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상기 사항에 관한 그후의 변경도 타방당사국에 위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구체적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

1. 천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선에 걸쳐있고 동선
의 한쪽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동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에 의해 동 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
를 허가받는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하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라 함)은 협의를 통
하여 동 구조 또는 광상을 채취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 동 협의가 개시된 후 6개월내에 본조제1항에 언급된 방
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조광권자 및 기타인으로 하여금 동 방법에 관한 공동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 동 방법에 관한 합의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의 전부 또는 일부간에 성립한 경우
에는 동 합의(그 수정포함)는 양 당사국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동
합의는 본조제3항에 따른 천연자원 및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여야 한다.

3.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의한 채취의 경우에는 동 구조 또는 광상으로부터
산출된 천연자원 및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이 각 당사국으로부터 조광권을 허가받은 구역내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
는 광상의 부분내의 생산가능 매장량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4. 본조의 상기 각항의 규정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을 경계짓는 선에 걸쳐있는 천
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에 관하여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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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제16조의 목적상,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서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는 자(조광권자 이외의)가 본조제3항 및 본조제2항(2)에 언급된
합의에 의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몫은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의 몫과 같은 것으로 본다.

(2) 제17조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고 본조제2항(2)에서 언급
된 합의의 당사자인 자(조광권자 이외의)는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다.

(3) 어느 당사국도(지방당국을 포함함)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
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따라 공동개발구역 밖에서 수행하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c) 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자산의 소유
제 24 조

1.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서 한･일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하며 각 국별위원부는 각 당사국이 임명하는 2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그 회의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거나 이를 개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일방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합한다.

6.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위원부에서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각 당사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
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가 필요함을 결정할 때에는 동 경비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
한 당사국이 승인한 당사국의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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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1.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본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사국에 권고함

(b) 당사국이 매년 제출하는 조광권자의 기술 및 재정보고서를 접수함
(c) 조광권자간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당
사국에 권고함

(d)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위한 운영자의 작업 및 시설물
기타 설치물을 관찰함

(e)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당사국 법규적용에 관한 문제를 포
함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함

(f) 당사국이 제출한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하여 당사국
이 공포하는 법규에 관한 통고를 접수함

(g)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기타 문제를 토의함
2. 당사국은 본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26 조

1.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
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
회에 결정을 부탁한다.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일방당사국의 각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제삼
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후 30일의
기간내에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동 기간내에 동 2인의 중재위
원이 합의한 제삼국 정부가 임명한다.

3. 각 당사국이 임명한 중재위원이 본조제2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제삼의 중재위원 혹
은 제삼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제사법 법원장에게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삼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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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국은 본조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는 항해나 어로와 같이 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내의 다른 정당한 작업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제 28 조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 구역의 전부나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
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 29 조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1 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
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후 본조제3항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3.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에 혹은 그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내에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채취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본 협정을 개정하
거나 종료시킬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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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소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각각 획정되는 공동개발구역의 제구
역으로 한다.
소구역 Ⅰ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3.0´
제2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제3점 북위 32˚39.6´ 동경 127˚39.2´
제4점 북위 32˚38.6´ 동경 127˚39.2´
제5점 북위 32˚39.1´ 동경 127˚18.0´
제6점 북위 32˚57.0´ 동경 128˚18.0´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3.0´
소구역 Ⅱ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3.4´ 동경 127˚36.3´
제3점 북위 32˚48.1´ 동경 127˚30.0´
제4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제5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제6점 북위 32˚57.0´ 동경 127˚43.0´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소구역 Ⅲ
제1점 북위 32˚48.1´ 동경 127˚30.0´
제2점 북위 32˚46.2´ 동경 127˚27.8´
제3점 북위 32˚40.2´ 동경 127˚20.8´
제4점 북위 32˚40.3´ 동경 127˚25.7´
제5점 북위 32˚39.4´ 동경 127˚25.7´
제6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제1점 북위 32˚48.1´ 동경 127˚30.0´
소구역 Ⅳ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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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 북위 32˚35.0´ 동경 127˚30.0´
제3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소구역 Ⅴ
제1점 북위 32˚40.2´ 동경 127˚20.8´
제2점 북위 32˚33.6´ 동경 127˚13.1´
제3점 북위 32˚10.5´ 동경 126˚51.5´
제4점 북위 30˚53.1´ 동경 126˚00.0´
제5점 북위 30˚35.2´ 동경 126˚00.0´
제6점 북위 30˚33.3´ 동경 126˚00.8´
제7점 북위 30˚31.0´ 동경 126˚01.5´
제8점 북위 30˚31.0´ 동경 126˚43.0´
제9점 북위 31˚56.0´ 동경 126˚07.0´
제10점 북위 32˚35.0´ 동경 127˚30.0´
제11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제12점 북위 32˚39.4´ 동경 127˚25.7´
제13점 북위 32˚40.3´ 동경 127˚25.7´
제1점 북위 32˚40.2´ 동경 120 20.8´
소구역 Ⅵ
제1점 북위 30˚53.1´ 동경 126˚00.0´
제2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제3점 북위 30˚35.2´ 동경 126˚00.0´
제1점 북위 30˚53.1´ 동경 126˚00.0´
소구역 Ⅶ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제2점 북위 32˚35.0´ 동경 127˚30.0´
제3점 북위 31˚56.0´ 동경 127˚07.0´
제4점 북위 30˚31.0´ 동경 126˚43.0´
제5점 북위 30˚31.0´ 동경 126˚01.5´
제6점 북위 30˚18.2´ 동경 12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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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점 북위 29˚38.6´ 동경 126˚41.8´
제8점 북위 29˚39.7´ 동경 127˚45.4´
제9점 북위 31˚47.0´ 동경 128˚32.6´
제10점 북위 31˚47.0´ 동경 128˚14.0´
제11점 북위 32˚12.0´ 동경 127˚50.0´
제12점 북위 32˚27.0´ 동경 127˚56.0´
제13점 북위 32˚27.0´ 동경 128˚18.0´
제14점 북위 32˚39.1´ 동경 128˚18.0´
제15점 북위 32˚38.6´ 동경 127˚39.2´
제16점 북위 32˚39.6´ 동경 127˚39.2´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소구역 Ⅷ
제1점 북위 31˚47.0´ 동경 128˚32.6´
제2점 북위 29˚39.7´ 동경 127˚45.4´
제3점 북위 29˚38.6´ 동경 126˚41.8´
제4점 북위 28˚56.6´ 동경 127˚19.6´
제5점 북위 29˚08.9´ 동경 127˚32.6´
제6점 북위 29˚09.0´ 동경 127˚40.1´
제7점 북위 29˚21.4´ 동경 127˚58.3´
제8점 북위 29˚47.2´ 동경 127˚57.9´
제9점 북위 30˚16.8´ 동경 128˚16.2´
제10점 북위 30˚16.9´ 동경 128˚32.0´
제11점 북위 30˚57.4´ 동경 129˚01.5´
제12점 북위 31˚13.0´ 동경 128˚50.0´
제13점 북위 31˚47.0´ 동경 128˚50.0´
제1점 북위 31˚47.0´ 동경 128˚30.6´
소구역 Ⅸ
제1점 북위 30˚57.4´ 동경 129˚01.5´
제2점 북위 30˚16.9´ 동경 128˚32.0´
제3점 북위 30˚16.8´ 동경 12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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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점 북위 29˚47.2´ 동경 127˚57.9´
제5점 북위 29˚21.4´ 동경 127˚58.3´
제6점 북위 29˚09.0´ 동경 127˚40.1´
제7점 북위 29˚08.9´ 동경 127˚32.6´
제8점 북위 28˚56.6´ 동경 127˚19.6´
제9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제10점 북위 29˚19.0´ 동경 128˚00.0´
제11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제12점 북위 30˚19.0´ 동경 129˚09.0´
제13점 북위 30˚54.0´ 동경 129˚04.0´
제1점 북위 30˚57.4´ 동경 129˚01.5´

자료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11.28)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
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국제연합해
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
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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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
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
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
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
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
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
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
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
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
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
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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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
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
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
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
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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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퍼.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
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나.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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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
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
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
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
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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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제 10 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
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 11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
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
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
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
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
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40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
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
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
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
는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
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
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
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
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
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
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
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
른다.
제 14 조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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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
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
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
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
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
하였다.

부속서
부속서Ⅰ

1.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
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
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
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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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
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
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
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
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
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
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
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
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
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
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
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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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
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
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속서 Ⅱ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
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
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
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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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조약 및 관련문서*
23)

서명연월일

조약명

비고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1950.04.01부터 발효

1950.06.02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1950.04.01부터 발효

1950.06.02/1950.06.08

각서 : 대한민국 및 점령하 일본간의 특정상품의 교역

1950.06.02/1950.06.08

각서 : 대한민국 및 점령하 일본간의 통상, 재정협정의
해석

1950.04.15/1951.10.04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1950.06.02/1950.06.06

1951.06.18

각서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통상급 재정협정
에서 사용된 역무라는 용어의 해석

1951.04.23

한일무역계획(1951.4.1 - 1952.3.31)

1951.11.07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 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
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1952.03.11
1952.03.22

대한민국 주일대표부로부터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추산의 조정”에 관한 서한
일본 외무대신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에게 보
낸 “추산의 조정”에 관한 서한

1952.03.27

연합군최고사령부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주
일대표부 단장에게 보낸 ‘한국과 점령하 일본과의 무
역계획’에 관한 각서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단장으로부터 연합군최고사령부
경제과학국장에게 보낸 ‘한국과 점령하 일본과의 무역
계획’에 관한 각서

1954.04.28

각서교환

1950.10.04 발표

1951.11.07 발효

* 외교통상부 2005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4)≫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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