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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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筑波大學 大學院 博士特別硏究員

이시다 마사하루(石田雅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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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기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왜관 문제를 둘러싼 대일인식을 중심으로－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이재범

고려 전기 한일관계사 연구 현황

김보한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한문종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년~2007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제4부 사료해제집편
손승철･김강일･이상훈

중･근세 한일관계 사료해제집 해설

손승철･김강일

조선시대 한일관계 사료해제

이상훈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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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제2분과 일본편)
머리말
활동보고
제1부 논문편
사에키 고지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구와노 에이지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의 役
－朝鮮･琉球･日本에 있어서 対明外交儀禮의 관점에서－

스카와 히데노리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접속－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모리히라 마사히코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나카다 미노루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아라키 가즈노리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노 히토시

文祿･慶長의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야마구치 가요

日本에 있어서 왜관 연구의 동향

제4부 사료해제집
사에키 고지･스카와 히데노리･구와노 에이지 편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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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제1장 주권과 독립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하라다 다마키

大韓國國制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장 권력과 국민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쓰키아시 다쓰히코

근대 조선의 국민국가 창출과 입헌군주제론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부 일제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류승렬

일제하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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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마키코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민족문제와 민족격차의 내포－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2장 근대화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3장 전시체제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 국외노무동원의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아리마 마나부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朝鮮人’
－영상사료를 실마리로－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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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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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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사람의 이동과 여성
제1장 사람의 이동의 한일상호비교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오니시 유타카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제2장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상호비교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하루키 이쿠미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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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이념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야마우치 마사유키
･후루타 히로시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비평문(정재정)

제2부 제도･편찬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이찬희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야마무로 겐토쿠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 교과서의 경우－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나가시마 히로키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

교육－小田省吾로부터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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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1982년과 2001년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
･후쿠시마 히로유키
･이시다 마사하루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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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기술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현명철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오타 히데하루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의 제문제－
비평문(현명철),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김도형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기무라 간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신주백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
(1945년~현재)
비평문(시게무라 도시미쓰)

시게무라 도시미쓰
･이이무라 도모키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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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연민수

日本歷史敎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이노우에 나오키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문제점과 변천－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1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표현하듯이 양국 사이
에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할 때도 있었고, 그 한편에 식민지 지배나 전쟁이라는 불행
한 시대도 경험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역사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라는 일이 일어난 지도 오래 되었다.
이러한 역사 논쟁을 해결하고 미래 지향의 역사 교육을 위해 한일 양국은 2001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1기의 활동에 이어 2007년 6월에 제2기가 발
족하면서 한일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위원회(소그룹)를 새롭게 설치하였
다. 본 교과서위원회에서는 다면적인 교류를 축으로 한 한국사와 일본사와의 연결을 중
심으로 생각하면서, 교과서의 서술에 나타난 양국의 역사에 관한 상호 이미지나 평가를
허심탄회하게 비교 검토해 왔다.
그리하여 2009년 1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합동회의에서의 솔직한 의견 교환
과 논의를 최종적인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과서위원회는 양국에서 각각 6명, 모두 12명의 위원이 참가하였다. 한국측은 이찬
희(한국교육개발원), 정재정(서울시립대), 김도형(연세대학교), 정진성(서울대학교), 현명
철(경기고등학교), 신주백(연세대학교), 일본측은 후루타 히로시(筑波大學), 야마우치 마
사유키(東京大學), 시게무라 도시미쓰(早稻田大學), 야마무로 겐토쿠(帝京大學), 기무라 간
(神戶大學), 나가시마 히로키(佐賀大學) 위원 등이다.
처음으로 설치된 분과였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분
과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초에는 다
른 분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은 다루지 말고 교과서 이념과 편찬, 제
도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혹은 교과서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공동연구위
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하여 무려 6개월이나 되는 논의를 통
해 연구 활동의 주제를 한일 역사교과서의 이념, 교과서의 편찬 제도, 교과서 기술 방식
등의 항목으로 정하게 되었다.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이념 -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편찬 -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교과서 문제의 史的 전개
･기술 -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이렇게 정해진 개별 주제에 따라 평균하면 2개월에 1회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공
동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된 내용에 대해 차분히 토론을 하였다.
공동연구는 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위원이 담당하기가 곤란한 주제에 대해서
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로 위촉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
은 형태로 참여한 사람은 일본측은 이이무라 도모키(筑波大學), 이시다 마사하루(廣島大
學), 이데 히로토(長崎大學), 이노우에 나오키(京都府立大學), 오타 히데하루(鹿兒島國際大
學),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岡大學), 한국측에는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여러분이었

다.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발표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
를 확인하였고, 때로는 공동연구를 통해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도 보았다. 물론 활동 중간에 한동안 합동회의를 열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기도 하였다. 본 공동 보고서는 이런 과정
을 통해서 출판되었다.
이 공동연구의 최종단계는 우연히 한일 쌍방에 있어서의 신정권의 성립과도 겹쳤다.
2009년 10월 9일에 한일 양국의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성과 열린 마
음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
게 평가하며, 두 정상은 앞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일치했다.”
이에 대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
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신정권은 역사를 똑바로 직시할 용기를 가진 정권이다. 단, 무엇
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유예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으로 일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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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호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평화에 있어서도 중
요하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
서위원회 위원들의 사명이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역사공동연구이라도 ‘무엇
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점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양국 정상의 뜻과도 연
결되는 한일역사공동연구 특히, 양국 교과서의 비교 검토와 연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
다도 역사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의 솔직함과 공평성이었다. 교과서위원회의 한국과 일본
의 학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서로 겸허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공동연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나 세계의 문맥으로
양국의 역사를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넓은 시야는 2009년 10
월 9일의 한일 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의 정신과도 통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의 한일역
사공동연구에 어울리는 성과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 보고서의 작성을 목표로 한일 양국이 모두 거의 중요 분야를 망라하
는 연구자가 모이게 되었다. 이 정도의 멤버가 한일 쌍방에서 같은 주제로 논문을 집필
하고 쌍방의 교과서 인식을 이해하면서 솔직하게 논의한 것은, 일찍이 없는 귀중한 경험
이며 유익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의 존중
이야말로 교과서위원회에 있어서의 한일역사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
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 정신에 입각한 본 보고서는 불충분하지만 햇수로 3년간에
걸친 한일 양국 전문가에 의한 노력의 증거다. 독자 제현께서 우리들의 微衷을 짐작해주
시면 다행이겠다.
2009년 11월 28일
교과서위원회 한일 양국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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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2007년
6월 23일

제1차 합동분과회의(東京･뉴오타니호텔, 제1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한국측 연구위원 : 이찬희, 정재정, 김도형, 정진성, 현명철, 신주백
일본측 연구위원 : 古田博司, 山內昌之, 重村智計, 山室建德, 木村幹, 永島廣紀

9월 14일

제2차 합동분과회의（서울･연세대 상남경영관 회의실)

10월 13일

제3차 합동분과회의（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11월 24일

제4차 합동분과회의（서울･롯데호텔, 제2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 공동연구 주제 확정 - 교과서의 이념, 제도･편찬, 기술방식에 관한 8주제

2008년
1월 12일

제5차 합동분과회의（鹿兒島･城山관광호텔)
(발표자)
이찬희

한･일중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운용실태 연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木村幹

5월 31일

왕궁이 소멸되는 날－근대에 있어서 조선의 왕권－

제6차 합동분과회의 (제주･서귀포KAL호텔)
(발표자)
현명철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기술의 변화

山室建德

일본에 있어서 국정 교과서 도입과 그 변천

신주백

한･일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1945~현재)
－상호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6월 7일

제7차 합동분과회의 (東京･빌라폰테뉴 汐留, 제3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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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島廣紀

10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의한 교과서 편찬과 ‘국사/조선사’ 교육

제8차 합동분과회의 (札幌 ･北海道大學）
(발표자)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전쟁’과 ‘식민지 조선’－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古田博司･山内昌之 일한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문화권’ 론의 변천

－어느 모던한 메타스토리의 종언－
11월 29일

제9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4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박찬승

12월 19일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민족문제와 민족운동

합동심포지움 개최 (東京･뉴오타니호텔)

2009년
1월 10일

제10차 합동분과회의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
(발표자)
김도형

한일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근대 한일관계와 조약

木村幹

일한역사학계에서의 ‘내재적 발전론’과 역사교과서 (재발표)

박삼헌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1980년대 일본의 대응 논리
－‘임시교육심의회’ 설치 논리를 중심으로－

4월 4일

제11차 합동분과회의 (오이타 유후인･山水館호텔)
(발표자)
井手弘人

한국 역사 교육의 변천을 개관한다
－‘메타 인식’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井上直樹

한국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記事와 ‘국사’

太田秀春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임진왜란)’의 제문제－

11월 7일

제12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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飯村友紀

한국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 보이는 기본구조와 특징
－남북통일과 ‘세계화’ 그리고 ‘열린 민족주의’－

연민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民族･天皇問題

신주백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45~2001)

福嶋寬之

교육투쟁의 논리－진보적 교육학자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의
‘국민의 교육권’론을 중심으로－

石田雅春

11월 28일

戰後 日本에서의 교과서문제

제13회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5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重村智計 일한상호 Orientalism의 극복(가논문)－현대사 기술 방식 분석－

12월 19~20일 한일합동비평회 개최(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본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국의 독자적인 활동이 있었다.)

제3부 기술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현명철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오타 히데하루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朝鮮의 役’의 제문제－
비평문(현명철),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김도형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기무라 간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신주백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1945년~현재)
비평문(시게무라 도시미쓰)

시게무라 도시미쓰･이이무라 도모키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연민수

日本歷史敎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이노우에 나오키 한국･일본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기술－문제점과 그 변천－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현명철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오타 히데하루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의 제문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1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현 명 철

Ⅰ.
Ⅱ.
Ⅲ.
Ⅳ.

머리말
임진전란
정한론
운요호(雲揚號)사건

Ⅴ.
Ⅵ.
Ⅶ.
Ⅷ.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생을 위한 역사교육을 행하기 위해서, 또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전쟁관이다. 우리들은 과거 모국
의 발전･팽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한 과거를 단죄하는 것에 대해 꺼린
다. 또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심성이 지나간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만든다.
일본에서 임진전란이나 메이지기 이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조선지배-중국침
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 등을 국력의 신장으로 파악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반면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웃
나라에 고통을 주었음도 사실이고, 이를 자랑하는 것이 과거 피해를 입었던 이웃나라의
상처를 자극하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가해 사실은 잊히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위
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역사는 미래를 위해 과거의 사실과 행동을 부단히 재해석하여야
하는 학문이며, 과거와 미래, 과거사실과 역사가의 부단한 대화여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일본 역사학계가 당시 전쟁 수행을 합리화하였던 구실과 선전을 학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아직도 역사적 사실로 기술하고 있음은 큰 문제이며 이러한 부분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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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도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역사왜곡이라고 준열한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다.1) 따라서
일본 역사학계는 현재 일본의 미래를 위해 이웃나라들과의 지나간 과거사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내외적으로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학계의 연
구 부족은 점차 세계적 관심과 간섭을 불러와 일본 학계와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고 그 기술은 학문
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2)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을 검토하는
것은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좋은 주제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전쟁구실, 식민지
지배, 아시아 멸시, 책임회피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과서는 특성상 통설이나 정설로 인정된 학설을 기반으로 기술되기 마련이
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식민지 시
기 이래의 일본인의 역사 인식 중에 아직도 학문적인 검증을 이루지 못한 문제가 존재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작업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 방법은 식민지시기의
전쟁에 대한 역사기술과 현재의 역사 기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큰 틀로 바라보면
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우선 일제하 국정교과서 중에서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3)의 기
술을 참고로 분석한다.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 민중에게 역사
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朝鮮史 교재라는 점에서 참고 대상으
로 삼았다. 이에 대해 주된 분석의 대상은 현재 채택율이 가장 높은 東京書籍 ≪新しい社
会歴史≫와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扶桑社판 ≪新しい歷史敎科書≫를 주된 분석 대
1)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때 아시아 각국의 비판과 1985년 바이츠
제커 서독 대통령의 연설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전쟁관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한다. 藤澤法暎
1997 <한국과 일본 : 공생을 위한 역사교육－일본의 과제> ≪강원인문논총≫ 5
2)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는 2007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중학교)> ≪동
북아역사논총≫ 17 (동북아역사재단) 및 2008 <개항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검토(고등학교)>
≪한일관계사연구≫ 30 (한일관계사학회)를 작성한 바 있으며, 교과서 분석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8 <일제기 국정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및 2009 <일본근대 검정 교과서 분석> (동
북아역사재단)에 참가하여 근대사 부분에 대한 번역과 분석을 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상기 작업의 성과를 포괄한 후속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3) 장신 편, 2005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 1 (도서출판 청운). 그 중에서도 한국인을 위한
교과서인 총독부 편찬, 1920･1921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 1･2 및 학습지도요령(교수참고서)
을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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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았다. 반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日本書籍新社의
≪私たちの中學社會≫의 기술을 참고로 제시하면서 비교 분석함으로 바람직한 기술 혹은
공유가 가능한 기술을 또한 탐구하고자 시도한다.
분석 내용으로는 임진전란과 일본의 개항에서 한일병합에 이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전
쟁에 관한 기술 즉, 정한론, 운요호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등을 분석한다.4)

Ⅱ. 임진전란
임진전란5)이 끝난 지 400여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아
직도 그 전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선명한 흉터로 남아있다. 이는 분명히 식민지배의
여파 때문이다. 임진전란 이후 200여 년간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 사이에는 평화관계가
유지되었고, 임진전란에 대한 기억도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을 터였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평화는 임진전란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임진전란이 명분이
없는 전쟁, 불의의 전쟁이었다고 德川幕府가 인정하고 재발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평화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부가 멸망하면서 메이지정권이 들어서자 이러한 반성은 자취를 감추고, 임
진년의 전란을 일본의 국위를 떨친 쾌거로 바라보는 평가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는
일본의 국위를 해외로 떨치고자 하는 열망과 합치되어 인해 침략적 근대 한일관계를 초
래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선 민중의 임진전란에 대한 기억은 다시 새롭게
각인되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정치
4) 임진전란에 대해서는 갑자기 일본 교과서 소그룹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한편,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그 문제는 정재정 교수
의 보고서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면제받았다.
5) 이 개념은 ‘임진왜란’이란 명칭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란 시각보다 왜구의 분탕질 차원에서 파악
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함을 받아들인 개념이다. 사실 임진왜란은 당시 조선과 일본이 국력을 걸고
싸웠던 국가 간 전쟁이었다. 따라서 ‘7년 전쟁’, ‘임진전쟁’, ‘임진･정유 전쟁’ 등 공유가 가능한
명칭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명칭에 대해서는 박수철, 2006 <15･16세
기 일본의 전국시대와 도요토미 정권－‘임진왜란’의 재검토>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 국
제질서≫ (일조각)이 주목된다. 한편 본 위원회의 일본측 연구협력자인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는
이 전쟁을 ‘조선의 역’이라고 표현하여 한국 연구자들의 거센 반론을 받은 바 있다(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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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전이, 다시 말하여 강자의 논리가 역사적 사실로 포장되는 소위 식민지사관으로 나
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바라볼 때, 일본학계가 히데요시(秀
吉)를 높이 평가하면 반사적으로 침략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나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전근대 한일 간의 전쟁이지만, 임진전란
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래지
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각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출판사

내용
豊臣秀吉은 항상 국위를 해외로 떨치지 못함을 한탄하여, 明과 조선에 대해 조공

을 받고자 원하여 먼저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이 뜻을 알리고, 또 유구와 타이완
필리핀에도 사절을 보내어 그 복종을 독촉하였다. 조선은 국초부터 명나라의 속
① 1921 ≪尋常小學
국이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秀吉은 드디어 뜻을 정하고 국내가 평정되자
國史補充敎材≫
조선에 길을 빌려서 明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중략) 이 난은 전후로 7년에 미쳤
다. 그 첫해가 임진년이었으므로 이를 임진난이라고 칭한다. 또 이 때 조총이 처
음으로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히데요시는 국내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인도, 필리핀, 타이완 등에 편지를
보내어 복속을 요구하였다. 1592년에는 명을 정복하기 위해 조선에 대군을 파견
② 東京書籍, 2005 하였다. (중략) 또한 각지에서 조선 민중에 의한 의병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조
≪新しい社会歴史≫ 선 남부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보급로를
끊었다. (중략) 7년에 걸친 싸움으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일본
으로 연행되었다(87쪽)
히데요시는 나아가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과 함께 대륙에 이주하여 동아시아
③ 扶桑社, 2005
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갖기에 이르렀다. (중략) 두 차례에 걸
≪新しい歷史
쳐 이루어진 출병에 의해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하게 황폐해졌다.
敎科書≫
이 출병으로 막대한 비용과 병력을 소모한 豊臣家의 지배는 불안정해졌다(97쪽)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의 기술의 특징을 보면, ①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일본
의 침략이 당시에 돌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기말에 유사한 구상이 있었
음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는 당시 일본의 국시이던 ‘국위발양론’과 맥을 같이
한다. ② 침략, 전쟁의 구실을 征明假道에서 찾고 있으며, 전쟁이 발생한 것은 조선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므로 조선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기술하고 있다. ③ 강화가 깨진
이유를 秀吉을 일본국왕으로 삼는다는 국서의 내용에서 찾고 국왕이 되는 것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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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현재의 東京書籍의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국위발양론’과 히데요시의 공명심이 일체감
을 이루면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병과 수군의 저항이 기술된 것과 전쟁
의 피해가 기술된 점은 차이를 보인다.
한편 후소샤의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조선침략을 ‘출병’으로 표현하고 있으
며, ‘거대한 꿈’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에게 전쟁에 대한 반성이 아닌 묘한 메시지를 보내
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조선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과 豊臣家의 지배가 불
안정해진 사실을 기술하여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는 임진전란이 어떤 전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대 세계에서 통용될 수 없는 마음 씀씀이라 하겠고 평화헌
법을 자랑하는 현대 일본과는 큰 괴리를 느끼게 한다.
현상적으로 보면 쇄국에 의해 국내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히데요시가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쇄국과 임진전란에 내재
하는 논리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쇄국의 본질이 막부에 의한 무역독
점과 민중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통한 철저한 억압체제를 관철하는 것이었고, 전쟁
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중까지 陣夫役･水
主役으로 징발하고 병량조달을 명분으로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 지역의 선박을 강

제로 수용하는 것 등은 일반 농민과 어민의 생산조건에 파괴적인 작용을 초래6)했고 일
본 민중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전쟁의 부정적인 면을 보다 기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비록 히데요시의 입신출세 스토리가 매우 매력적이고 에도시대 민중 사이에 형성된
‘영웅관’이 근저에 있었다고 해도, 그가 부각된 것은 메이지시대에 ‘대륙팽창’이라는 당
시 당면과제에 아주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주원인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히
데요시 역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는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었고, 해외
침략전쟁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도 높았음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일본 민중의 고통에 대
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임진전란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거나
불의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江戶시대의 역사 인식보다 못한 상황
6) 三鬼淸一郞, 1988 <南蠻貿易と外交> ≪日本史の基礎知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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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한일 간 역사 인식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교과서에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전쟁
의 과정과 가해 상황, 조선의 저항과 피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德川幕府의 국
교 회복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어서 전쟁 책임의 무거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
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앞으로 임진전란이 양국 간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기술이 교과서에 나
타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Ⅲ. 정한론
‘정한론’이란 일본 德川幕府 말기 서남웅번을 중심으로 하는 양이파가 득세하면서 기
존의 막부-조선 사이의 외교관계를 일본의 치욕이라고 부정하고,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이나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일본의 위광을 빛낸 쾌거”라 생각하면서 무력으로 조선을
복속시켜야 한다는 조선침략론을 말한다. 결국 전쟁에는 이르지 않고 논의로 끝났지만,
메이지 일본의 대외관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막부말기-명치초기 일본의 대외관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외팽창 인식은 1863년 對馬州의 원조 요구 운동 과정에서 분출7)된 이래 明治期에 이
르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따라서 明治 정부가 성립한 후, 일본은 조선에 사절을 보내
어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외교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를 조
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8) 그런데도 이를 요구한 것은 조선의 거절
을 이끌어 내어 전쟁의 명분을 얻고 조선을 복속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9) 또한 조선
7) 여기에 대해서는 졸고 1994 <일본 막부 말기의 대마도와 소위 ‘정한론’에 대하여> ≪한일관계사
연구2≫ 및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앞 논문) 참조.
8) 이는 1868년, 서계를 보내기 전에 藩主가 무사들에게 직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 지금의
서계부터는 조선이 주조해 준 圖書를 사용하지 않고 조정이 준 新印을 사용하여 그들이 우리를
번신으로 대해 온 오류를 바로잡아 舊來의 國辱을 씻고 오로지 國體와 國威를 세우고자 한다. …
설령 장래 국맥에 관계되는 곤란이 생긴다 하여도 조정으로부터의 보답이 있을 터이며 王土王民
의 입장에서 대마도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
≪宗重正履歷≫ 권3[田保橋潔, 1972 ≪近代日鮮關係の硏究(복각판)≫ (宗高書房) 152~153]
9) 1868년 12월 14일 木戶孝允은 岩倉具視에게 “속히 대외 방침을 수립하여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7

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번벌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군을 창설하여 천황제 절대국
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러므로 당시부터 “일본의 善意(우호 요구)를 조
선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정한의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전이 이미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征韓의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조선의 거절로 말미암아 征韓의 여론이 형
성된 것이 아니라 征韓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다만 그 구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
적 사실10)임은 명백한데, 지금까지도 학문적 검증이 부족하여 잘못된 이미지가 통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각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출판사
①1921
≪尋常小學
國史補充
敎材≫

내

용

메이지 천황 즉위 초에, 조선과의 국교가 德川막부 말경부터 단절되었음으로 이를 회
복하고자 하여, 특별히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대정유신을 알리고 수호를 권하셨다. 그
러나 대원군은 쇄국주의를 고집하여 완강히 이에 응하지 않았다.
주)

중국에 조공 하고 있던 조선은 구미에 대해 쇄국하고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는 무력으로 개국시키자는 주장(정한론)이 높아지고 1873년 일
② 東京書籍,
단 사절의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구미로부터 귀국한 이와쿠라(岩倉具視)와 오쿠보(大
≪新しい社会
久保利通)는 국력의 충실이 우선이라고 하여 …11) (148~149쪽)
歴史≫
*주 : 중국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황제에게 공물을 보내고(조공) 대신에 국왕
의 지위를 인정받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77쪽
메이지 정부는 유신 직후인 1868년 새로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였
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
③ 扶桑社,
교 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하였다. … 국내에서는 1873년 일본의 개국 권유를 거절한
≪新しい歷史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사족들 사이에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개국을 압박
敎科書≫
하자는 정한론이 터져나왔다. … 사이고 자신은 전쟁을 각오한 협상에 의해 조선에 대
해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152~153쪽).

일제통치기의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의 기술을 보면, 1)조선과의 국교가 德川막부
그의 무례함을 문책해야 한다. 만일 조선이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죄를 물어 공격함으로 신주의
위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외교 관계가 무례하였다는 인식이며 조선에 복
종을 강요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인 12월 19일의 일이었으므로 조선의 거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아가 1869년 2월 1일
에는 “번벌정치의 해소를 위해 조선을 공격하여 부산 일대를 점령하자고 건의하고 그리하면 그게
일본의 방향이 되어 해육군이 융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10) 中塚明, 1979 <征韓論は朝鮮の無禮によるのか> ≪近代日本史の基礎知識(증보판)≫ (有斐閣)
11) 2005 ≪新編 新しい社会ー歴史≫ (東京書籍) 148~149

1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말기에 단절되었다고 하고, 2)메이지정부는 이를 회복하고자 하여, 3)특별히 사절을 보
내었으나, 4)대원군이 쇄국주의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가 단절된 적은 없었고, 2)기존의 외교를 회복하고 유
지하고자 한 것은 조선정부이며 일본은 오히려 기존의 외교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였으며12), 3)특별히 국왕사가 도착한 적은 없었고, 4)대원군은 서양 세력의 위협 앞에
서 전통적인 동양의 우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여 병인양요의 소식을 청나라와 일본에
알리는 등 우호를 도모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3)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정
한론의 발생을 조선의 책임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의 정치적 선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현재 사용되는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점유율이 51.3%에 달하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과서이지만, 오해가 많다. 우선 “중국에 조공하고 있던”이라는 표현은 딱히 잘못된 것
은 아니지만, 조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 의심된다.14) 다음
으로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서계가
조선에 도착하였던 시점인 1869년은 당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사이였다. 전통적인
한-중-일의 외교 관계가 절실하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과의 26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국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
본의 사료에도 잘 나타난다.15)
조선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교가 아니라,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외
교 질서 즉 ‘정한론’에 기초하고 있는 일본에 종속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일본과의 국교
를 거부하였다고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일제시기 국정교과서의 역사관을 그대로 따른
12) 졸고, 2005 <통신사 단절과 서계문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통신사･왜관과 한
일관계≫ (경인문화사)
13)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졸저,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을 참고
바란다.
14) 이는 전근대 외교관계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그러므로 조일수호조규를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
정하는 조약”이라든가, 청일전쟁 후 “조선의 독립을 청에게 인정시켰다”는 등 비 역사적 기술을
하게 된다.
15) 하나부사도 귀국한 직후(1872년 11월) 태정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정부는 우리를 거절하고 배척할 결심을 하고 있는지 여부－추호도 거절이라는 표현이
없고, 결코 거절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조선인은 일본인의 왕래 교통을 싫어하는가 여부－조선인 아직 한 사람도 양국의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지 못하였다.
셋째, 조선인이 일본인을 경멸하는가 여부－예로부터 조선인은 우리 일본인을 두려워하였다. 일
본이라면 두려워하는 바가 지금도 있다(≪조선외교사무서≫ 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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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이다.
다음으로는 정한론이 무력으로 조선을 ‘개국’ 시키자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이
폐번치현을 단행한 후, 조선은 일본의 변혁을 인정하여 외무성 관리인 후카미(深見)를
관사로 인정하였다. 관사 후카미는 표류민 송환 등 기존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당시 서로
의 필요에 의해 무역은 오히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왜관이 ‘대일본국공
관’으로 바뀌어 이를 근거로 활발히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
다. 결국 조선은 일본에 대해 쇄국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한론은 무력으로 조
선을 “개국시키자는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문명 vs 반문명의 구도로 쇄국-개국을 대치시킴으로 정한론을 정당화하였던 식민지 시
기의 역사관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扶桑社 교과서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기술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
면 이 교과서는 애초 사실을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 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기술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16) 이 기술의
문제점으로는 조선이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한론이 발생하였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사실처럼 기술하고 있
다. 그러나 정한론은 서계를 보내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서계의 내용은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의 외교관계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서계 내
용이 갖는 의미를 무시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문자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조선
의 외교 능력이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학생들이 받아
들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또한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음
은 물론이고 기존의 외교를 계속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사실이다.
반면에 敎育出版 ≪中学社会･歷史≫는 조선의 거부 이유가 서계의 내용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정한론이 무력을 사용해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인정하게 하자는 주장임을 함
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 한일관계사에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미시적으로 왜관에서의
교섭 경과를 추적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조선을 속방으로 취급하거나 대륙 진출의 발
판으로 삼고자 하였던 일본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였던 조선 사이의 외교 갈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근대적인 외교에는 어두웠지만 전통적인 외교에 밝고 논리
적이었던 문화 국가로서의 조선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무성 관리에 의한
16) 이러한 인식은 扶桑社교과서의 서장 ‘역사를 배운다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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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접수’를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좀 더 밝혀져야 한다. 왜관은 조선
의 관문을 담당하였던 대마주에게 특별히 준 것이었으므로 일본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 상당한 논쟁거리였다.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외무성 관
리들에게 왜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간단히 몰아낼 수 있겠지만, 이는 국교
단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모두 철수를 하게 되면, 왜관이
폐쇄될 것이고, 왜관은 원래의 초량읍으로 돌아가고, 왜관에 거주하는 임역들이 모두 실
업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었다. 이런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왜관의 임역들은 외무성 관리
들과 교섭하였다. 또한 일본 외무성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관에 거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동래의 임역들에게 보이
면서 거점을 확보한 후에는 무력을 통해 일거에 조선에 세력을 뻗칠 기회를 노리고 있
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한다.
결국 정한론 부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메이지 정부의
외교 성격 즉, 국위를 해외에 떨쳐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조선을 세력권 안에 넣고자
하였던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Ⅳ. 운요호(雲揚號)사건
사이고(西鄕)의 파견이 政爭의 대상이 되어 실패로 끝난 후, 일본은 타이완 침공17)을
거쳐 운요호사건을 일으킨다. 운요호사건은 운요호에서 내린 무장보트가 강화도 포대
깊숙이 항해 금지구역에 들어와 조선 수비대의 위협사격을 유도하고 물러난 후, 다음날
이를 구실로 운요호가 함포사격으로 조선의 포대를 파괴하고 영종도를 점령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인민을 살육하고 돌아간 사건이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과잉보
복이었다.18)
17) 1874년 5월, 유구 표류민 54인의 살해를 구실로 총독 육군중장 西鄕從道 이하 3000여명의 병사를
파병하였다. 이는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 이후 처음으로 해외 파병이며, 결국 10월 청나라는 살해
표류민 무휼금으로 10만량, 일본군 전쟁 수행 비용 40만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의를 맺었다.
18)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공개로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이태진, 2002 <운양호 사건의 진상
－사건 경위와 일본국기 게양설의 진위> ≪조선의 정치와 사회－최승희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집문당) ; 中塚明, 2005 <江華島事件再考> ≪社會評論≫ 140 및 2007 <江華島事件はなぜ起きた
のか> ≪現代日本の歷史認識:その自覺せざる缺落を問う≫ (高文硏). 그리고 김흥수, 2009 <운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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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 사건을 일장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에 조선이 먼저 포격을 가
하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한 사건으로 선전하였다. 이러한 여론 조작으로 일본 내
부에서는 조선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이었다.19) 일본정부는 구로다(黑田淸隆)를 전권대사로 조선
에 파견하면서, 육군경 야마가타(山懸有朋)를 전쟁에 대비하여 시모노세키에 파견하여,
조선과의 개전에 대비하였다. 그는 히로시마와 구마모토 양 진대의 병사 파견과 수송선
박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일본 특명전권대신 구로다가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정박하자, 조선정부는 어영대장
신헌을 접견 대신으로 삼아 일본사신을 접견하게 하였다. 처음 구로다는 일장기를 게양
한 일본 함대에 포격을 가한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신헌은 일장기 게양이 없었으며, 이웃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예법(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라 당연히 미리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으므로 수비병이 발포한 것은 국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운요호의 포격과 영종도 주민의 학살에 대한 일본
의 과잉 보복을 추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책임 추급 없이 종료되었으며, 다만 서로간
의 기존의 우호를 강조하고 조일수호조규를 맺는 데에 동의함으로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자.

출판사
①1921,

내

용

明治8년 일본군함 운요호가 조선 근해를 통과하다가 음료수를 얻기 위해 강화도
≪尋常小學國史補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아 이에 응전하여 부근의 포대를
充敎材≫ (제3기
점령하였다.
국정교과서)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해, 1875년의 강화도사건주)을 계
기로 다음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일조수호조규)을 체결, 조선을 개국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② 東京書籍,
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新しい社会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여, 일본과 중국은
歴史≫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심화해 갔습니다.20)
*주 :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여 연안을 무단으로 측량하고 압력을 가한 일 때문에
일어난 무력 충돌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한일관계사연구≫ 33이 있다.
19) 당시 정한론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朝鮮尋交始末 別錄5(曙新聞論說)>(國立公文書館, 배
가번호 : 2A 33-9 1045) 및 <朝鮮尋交始末 別錄7(日日新聞論說)>(국립공문서관, 배가번호 : 2A,
33-9, 1047)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에서 web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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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扶桑社,
각주: 일본은 1875년 조선의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주변의
≪新しい歷史敎科 연안을 측량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군함이 포격되어 교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를 이유로 일본은 … (153쪽)
書≫

총독부 시기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의 기술에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조선 근해를 통과하다가 음료수를 얻고자 하였다는 진술, 둘째는 갑자기
포격을 받아 이에 응전하였다는 기술이다. 운요호는 조선의 발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견
되었으며, 무장 보트를 보내어 측량을 하면서 조선 수비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강 입구
까지 진입하여 결국 발포를 받고 퇴각하였고, 운요호가 포격을 개시한 것은 다음날이며
따라서 즉시 응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운요호사
건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고자 하는 책임 전가의 정치적 선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東京書籍의 교과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

는 교섭을 추진”하였다는 부분과, 조일수호조규를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이
라고 한 부분, “조선을 개국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조선, 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한다고 한 부분이다.
우선,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하였다는 부분과 “조일수
호조규로 조선이 개국”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하나부사(花房
義質)의 보고21)와 같이 조선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쇄국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조선

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만 明治정부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문
제가 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조약교섭을 추진”하였다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
어야 한다. 또한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개국하였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조선
은 조일수호조규를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일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종전의 한일관계의 부활 정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22).
다음으로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이라고 한 부분과 “일본이 조선, 중국과

20) 東京書籍, ≪新しい社会 歴史≫ 149
21) 주 16) 참고, ≪조선외교사무서≫ 권18
22) ≪中日韓≫ 2, <조선국왕의 咨覆>, <예부가 총리아문에 보낸 咨文> (광서 2년 3월 27일 수리
된 문서에 첨부된 내용) 31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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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일본이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한 것은 에도시대 이래 당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교
과서 표현은 마치 처음에는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때 인정한 듯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식민지시기 역사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
렇다면 이는 해방 이후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 최근에도 한일 간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 이 논의23)를 검토해 보면 전근대 외교관계나 종주국-속국
을 둘러싼 평가 문제가 사실을 떠나 이론적 틀을 만들어 전개된 감이 있다. 위의 기술을
보면, 조일수호조규 제1관은 일본이 조선이 전근대 외교관계를 탈피하고 완전한 독립국
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이끈, 마치 외교적 은혜를 베푼 내용인 듯 일본 측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틀을 벗어나 사료를 통해 사실관계만을 추
구하면, 이는 유사시 즉 조선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임진전란 때에 명나
라가 개입하였듯이 청나라가 자동 개입할 우려를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한론이 조일수호조규로 실마리를 잡았다는 측면이 강조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조일수호조규, 청일수호조규가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였다”는 부분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청과의 대립이 심각해
지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점차 노골화하였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조
선은 오래된 동맹국인 청에 의지하여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청
역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대립한 것이었다. 즉 대립한 것은
새로운 조규와 전통적 질서가 아니라 청과 일본이었다.
일본의 본심은 조선을 개항시켜 세계 속의 한 독립국으로 지원하려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권을 얻어낼 것인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음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가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扶桑社의 교과서는 무단으로 측량을 하여 포격전이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시차에 대한 문제를 남기고는 있으나, 일본 측이 전쟁을 도발하여 교전한 것으로 기술하
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동경서적의
교과서보다는 연구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学社会≫에서도 일본이 조선 수병의 공격을 유도하고
23) 이 논쟁은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제1기 제3분과(근･현대사)에서 전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4권, 4장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그 근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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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쟁의 구실로 삼아 압력을 가하여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게 되었다고 담담히 기술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
는 여지가 많다.

Ⅴ. 청일전쟁
明治維新 이래 가장 근접한 이웃나라 조선에 국권을 확장하고 세력을 부식하는 것은

근대 일본외교의 최대 과제의 하나였으며, 최초의 대규모 대외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의
기본적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해 일본이 청을 선제공격하여 발생한 전쟁
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중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조선민중을 학살하였고24), 이를 통
해 아시아 침략의 발걸음을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동학농민전쟁이 없었다면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일본의 대륙 침략은 예정된 것이었고,
청국과의 싸움 역시 준비된 것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은 여기에 구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1890년 일본 중의원 개원 기념식에서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일본의 주
권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선이 바로 조선이라고 천명하였다.25) 또한 1893년 참
모본부의 실권자였던 가와카미 소로꾸(川上操六)는 직접 청국과 조선을 시찰하여 보고서
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야마가타아리토모는 10월에 <군비의견서>를 제출하였
다. 이는 청의 군비가 쇠퇴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중국이 분할 점령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청에 대한 일본의 군사력의 우위를 확인하고 있음이 특
징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위해 조선에 출병한 후, 청국의 동시 철병 요구를 거절하고 역으
로 조선 내정개혁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며26) 예상대
로 청국이 거절하자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기습적으로 전쟁
을 도발하였고, 성환･평택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뒤 선전포고하였다.
일본은 서양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합동조관>(7.20)과 <조일맹약>(7.26)을
24) 최덕수, 1994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세력 변동> ≪역사비평≫ 가을호, 57~68
25) <施政方針演說> 1890년 12월 26일(大山辛 編, ≪山縣有朋意見書≫ 203)
26) 이는 외상 무츠무네미츠(陸奧宗光)이 ≪蹇蹇錄≫속에서 밝히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25

맺어 조선과 전시 군사동맹체제를 만들었다. 이 맹약의 2조 규정에 의하면 조선군의 작
전권은 모두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평양과 황해 해전에서 승기를 굳힌 일본은
바로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또한 새로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공사로 파견하여
<내정개혁강령 20개조>를 고종에게 상주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보호국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전쟁에 대해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출판사

내

용

1894년 전라도 고부의 인민이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난을 일으켰다. (중략) 정부
는 병사를 보내어 이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에
①1921,
구원을 요청하였다. 청은 속방의 어려움을 구한다고 칭하여 병사를 조선에 보내
었으므로 일본도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 출병하였다. 그 해 7월 일본 군함
≪尋常小學
國史補充敎材≫ 이 풍도 앞바다를 지날 때에 청 군함이 이를 포격하여 전단을 열어 오히려 격파
(제3기 국정교과서) 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중략) 이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한다. 이 조약에 의해 청은 처음으로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하였
다.
조선에서는 일청 양국의 대립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1894년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동학)를 신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부패
한 관리의 추방과 외국인의 배척을 목적으로 조선남부 일대에서 봉기하였습니다
② 東京書籍,
(갑오농민전쟁). 이것을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新しい社会歴史≫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승리로 끝나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청이 (1)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2)랴오둥반도와 타이완, 펑후제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3)배상금 2억량(당시 일본
엔으로는 3억1000만엔)을 지급할 것 등이 결정되었습니다.27)
③ 扶桑社,
1894년 조선남부에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중략) 일본도
갑신사변 이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일･청 양군이 충돌하여
≪新しい歷史
일･청 전쟁이 시작되었다(164쪽)
敎科書≫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에서는 일본군의 파병 이유를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서였다고 하고, 전쟁의 발발 이유를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포격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청일전쟁의 발생을 청나라의 책임에 돌리는 책임 전가
의 정치적 선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청국이 조선
을 처음으로 독립국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청일전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으킨 전
쟁이라고 한다. 이는 당시 일본정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27) 東京書籍, ≪新しい社会歴史≫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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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선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농민전쟁의 발발을 기회로 양군이 출병하여 전쟁이 일어
났다”고 기술하여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대파견은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청일전쟁 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
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일수호조규 이래 조선에 대한 지배가 청
나라의 견제로 뜻대로 되지 않자 청나라를 배제하기 위해 청국을 공격한 전쟁이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은 조선과 청
나라의 역사적 동맹관계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청국이 전혀 관여
하지 않음을 약속받은 것이었다. 정한론 이래 일본이 추구해 온 청나라 배제 방침이 성
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에 넣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고자 하였음을 기술해야 한다.
한편 扶桑社 교과서는 일본군의 출병이 텐진조약에 의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대 파견은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며,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청일전쟁 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음은 문제
이다.
한편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学社会≫는
<조선을 둘러싼 대립>
일본은 조선에 대해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끝에, 유리한 조건을 살려서 점차 조선에 세력을
뻗쳐나갔다. 이에 조선에서는 반발이 강해졌다. 일본은 조선 궁정 내부의 대립을 이용하여 일본
에 의지하려는 세력과 손을 잡고 청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청과의 대립을 심
화시켰다.
1894년 조선에서는 일본과 구미제국의 진출과 조선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을 믿
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농민군은 외국세력의 추방과 정치개혁
을 요구하며 각지에서 정부군을 물리쳤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국에 도움을 요청
하자, 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바로 조선에 출병을 감행했다.
<일청전쟁>
일본과 청 두 나라가 출병하였을 때, 이미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은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강제로 떠밀고, 그에 대한 조선정부의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구실로 조선의 왕궁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청의 해군을 공격한 후,
선전포고를 하여 일청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8개월 가량 걸려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1895년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
정하고 일본에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내주었으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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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술하여,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이용하여 점차 조선에 세력을 뻗쳐 나갔기 때문에
조선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과, 청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대립이 심화되었
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출
병하였을 때 이미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 중이었지만 일본군이 군대를 계속 주둔시
키기 위해 개혁안을 강제로 떠밀고 왕궁을 점령하였다는 사실, 청의 해군을 공격한 후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어서 연구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고, 공유가 가능한 기술이 되고 있다.

Ⅵ.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과 중국 동북지역을 일본과 러시아가 다툰 것으로, 어
느 쪽을 보아도 제국주의의 세력권 쟁탈전쟁이었다. 이는 일본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견
해이다. 그러나 최근 藤岡信勝 등이 이를 自衛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세
를 얻어가고 있다. 그들은
1900년 의화단의 난 이후 러시아가 만주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일러전쟁의 직접적인 기
인이다. 만주와 조선은 陸續으로 만주에 러시아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든지 조선
반도 역시 수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섬나라 일본은 자국을 유효하게 방위하는 수단이 없
는 것이다. …때문에 일러전쟁은 일본에게 자위전이었다. ‘조국방위전쟁’이었다.28)

고 한다. 이러한 파악은 러일전쟁은 러시아에게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고 일본에게는
조국방위전쟁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본 정치가의 인식과 일치하지만
객관적 사실일 수는 없다. 또한 여기에는 이미 한국은 일본의 소유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03년 6월 어전회의가 열리기 전날, 참모총장 오야마 이와오는
의견서를 상신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불행히 개전에 이르게 된다면 현재 그들의 군비에 결점이 있고, 우리의 군비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전력이 평형을 잃지 않고 있어서 대항해 싸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국가 백년대계
를 위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이 기회뿐이다. 머뭇거리다가 이 호기를 놓친다면 …

28) 藤岡信勝, 1996 <‘司馬史觀’の說得力> ≪汚辱の近現代史≫ (德間書店)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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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문제의 해결’ 즉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전쟁의 이유임을 명확
히 알 수 있다.
2월 10일의 선전포고가 있기 전인 6일 일본군은 창원･부산전보사를 점령하고, 8일 저
녁 일본군은 인천･남양･군산･원산에 상륙하여 인천에 상륙한 군대는 밤중에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또한 다른 함대는 여순항을 기습하였다. 9일 일본의 연합함대가 인천의 러
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두 척을 격침시키고 10일 러시아 공사에게 철수를 권고하고 선전
포고를 행하였다. 16일 일본은 한일의정서 초안을 조선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반대
한 탁지부대신 이용익을 일본으로 압송하여 23일 한일의정서를 조인시켰다. 이로써 조
선은 일본의 軍政하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4일 여순항 폐쇄작전을 개시하게 된다.
일본은 1905년 4월 8일 각의에서 한국을 보호국화할 방침을 결정하였고, 전쟁에서 승
리한 후 9월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은 후, 결국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조인
시켰다.
한편 만주에서는 러시아의 철도와 항만시설, 조차지를 일본이 차지하였지만, 당시 일
본의 자본력과 군사력으로는 만주를 독점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러일전쟁
을 중개한 미국이 풍부한 자본을 배경으로 만주 시장에 대한 참여 의사를 보여 카쓰라해리먼각서가 맺어졌다. 그러나 고무라 외상은 이를 무효화시키고 러시아와 만주에 대
한 협상을 벌였다. 이는 한국을 식민지로 확보하는 동시에 만주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다
시 손잡음으로써 다른 열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여 일본보다 강한 열강에게 만
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리하여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만주에서는 상대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쟁에 대해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
는지 살펴보자.
출판사

내

용

만주･한국은 일본과 가깝고 그 안위는 일본의 안위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교섭하였으나 그들은 답을 주지 않고 육해군을 증강시켜 일본까지도
위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러의 교섭이 파탄나고 일본 함대는 러시아함대 두
國史補充
척을 인천항에서 싸워 이를 격침시켰다. 때는 1904년 2월이었다. 이 개전과 동시에 한
敎材≫ (제3기
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영구히 일본과 친교를 가지며, 일본국 정부의 충고에 따라
국정교과서)
국정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하략).
①1921,
≪尋常小學

② 東京書籍,
이 때 러시아는 사건 후에도 대군을 만주에 머물게 하여 사실상 점령하고, 더욱이
≪新しい社会歴 한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은 1902년에 일영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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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회주의자인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와 기독교
인인 우치무라 간조(內村監三) 등은 개전에 반대하였습니다만, 신문과 잡지가 주장하
는 주전론이 여론을 움직여 정부도 개전 준비를 진행시켜 갔습니다.
1904년 2월, 일러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고전을 거듭하면서도 전국을 유
리하게 이끌어 봉천회전과 일본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
력은 한계에 달하고 러시아에서도 혁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양국 모두 전쟁을 계속하
기는 곤란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에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져,
러시아는 (1)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2)旅順･大連의 조차권과 長春
史≫
이남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내주고, (3)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할양하며, (4) 연
해주･캄차카 연안의 일본 어업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 규모에 비해서 일본이 얻은 권익이 적었다고 하여, 국
민은 격렬하게 정부를 공격하고, 도쿄에서는 폭동을 수반한 민중운동으로까지 발전하
였습니다(日比谷 화공사건). 게다가 전후에도 군비 확장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러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의 여러 나라에 자극을 주어, 일본을 본떠 근대화와 민족 독립의 움직임이 고양되었습
니다. 한편 국민에게는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는 대국의식이 생겨서 아시아 여
러 나라에 대한 우월감이 강해져 갔습니다.29)
일본의 10배의 국가 예산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는 만주의 병력을 증강
③ 扶桑社, 하고 조선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중략)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러시아와의 전
≪新しい歷史敎 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166쪽).
러일전쟁은 일본의 사활을 건 전쟁이었다. (중략)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科書≫
식민지가 되어있던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168쪽).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에서는 방위전쟁론에 가까운 견해가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점차 ‘국위발양론’으로 발전하며, 나아가 전시교과서에서는 ‘아시아해방전쟁’으
로 러일전쟁을 평가하게 된다.30)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고 전쟁의 발생을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는 책임 전가의
정치적 선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전쟁의 원인으로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은 점만을 기술

하여 전쟁 책임을 러시아로 넘기고 있다. 이는 일본에 의한 조선･만주 침략전쟁이라는
성격을 숨기는 것이다. 또한 “일러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의 여
러 나라에 자극을 주어, 일본을 본떠 근대화와 민족 독립의 움직임이 고양되었습니다”라
는 기술은 전시교과서인 ≪初等科國史≫의 ‘아시아해방전쟁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
은 러일전쟁 후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식민지하였으며, 중국의 분할에 적극적으로 가담

29) 東京書籍, ≪新しい社会歴史≫ 160
30) 2008 <일제기 국정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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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아시아의 근대화와 민족독립의 움직임을 고양하
였다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검토 보다 일부의 기술을 근거로 아전인수격인 자
의적인 해석이 눈에 띤다.
후소샤 교과서도 승패사관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더 강성해지기 전에 일본이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백인제국 러시아를 이긴 것에 대해 평가하여
‘아시아해방전쟁론’의 맥을 잇고 있다.
한편,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学社会≫는 일본이 조선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
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일본 민중
의 어려움과 전쟁의 피해 및 포츠머스조약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
다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즉,
(중략)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 후에도 만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조선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대
립이 격해져갔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러시아가 만주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에 둔다는 취
지의 교섭도 진행되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중략) 많은 국민이 전쟁에 협력했지만, 증세와
물가 상승에 의해 생활은 어려워졌다. 머지않아 일본의 병기와 탄약은 부족해지고 병력과 재력
도 모자라게 되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게 강화중재를 요청하
였다. 러시아에서도 전제 정치에 반대하는 혁명 운동이 일어나 전쟁 지속이 어려워져 있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일청전쟁의 9배의 전비를 사용하였고 약 46만명의 사상자를 내었다.1905
년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회의가 열려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
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러시아령이었던 사할린의 남쪽 반을 일
본의 영토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 조차하고 있었던 旅順･大連과, 만주에 건설하고 있
었던 동청철도 일부를 일본에 내 주었다. 그러나 일본이 배상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고된 생활을 견뎌 온 국민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각지에서 강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도쿄에
서는 민중과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에 대한 화공사건이 일어났다.31)

고 하여 동경서적의 교과서나 후소샤의 교과서와는 차별성이 보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
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
과서는 일제하 국정교과서와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非戰論이나 反戰論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강화조약반대운동이 서술되고 있다. 전
쟁에서 일본인의 사상자 수나 국민생활의 파괴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전쟁의 경과가 간결
하게 서술되고 있다. 또한 러일전쟁의 승리에 의해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31)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学社会≫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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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삭제되어 있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현행 일본사 교과서에서 아직 남겨진 문제로는 조선반도가 전장이었다는 사실이 서술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 많은 조선인 인부를 징용하여
조선의 농촌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 시기 일본의 국민생활을 자세히 다루면서도 조선
이나 만주의 피해 상황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일본교과서의 일본중심주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32)

Ⅶ. 의병 전쟁
러일전쟁 이후 한국강점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민중의 저항과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현
재 모든 교과서가 기술을 하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출판사

내

용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이상설 등이 한국
황제의 사절이라고 칭하여 그 회의에 출석하여 협약의 잘못을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尋常小學國史
오히려 배척되었다. (중략) 일진회장 이용구 등 백만 명이 상소하여 일한합방을 건의
補充敎材≫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가부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여 …황제는 … 동양평화를 확
(제3기
실히 하고 민생을 보전하기 위해 … 일체의 통치권을 明治天皇에게 양여하기로 하고
국정교과서)
明治天皇은 이를 승낙하였다.
일･러 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움직임에 처하게 되
었습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황제가 퇴위를 당하게 되어
한국의 내정은 한국통감부의 손에 장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적 저
항운동이 퍼져나가 일본에 의해 해산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봉기하였습니다. 일본
②東京書籍,
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
≪新しい社会歴
습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력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지배를 추진하였
史≫
습니다.주)
*주: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일본이 행한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소유권이 명
확하지 않다고 해서 많은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작인
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일본이나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160쪽).
일･러 전쟁후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해 갔다. 구미열강은 영국
③ 扶桑社,
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골 등 자국의 식민지나 세력권 지배를 일본이
≪新しい歷史敎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영향하에 두는 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정부
科書≫
는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국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①1921,

32) 藤澤法暎 1997 <한국과 일본 : 공생을 위한 역사교육－일본의 과제> ≪강원인문논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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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본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
합). 한국 국내에서는 민족이 독립을 잃는 것에 대해 격심한 저항이 일어났고, 그 후
에도 독립 회복 운동이 끈질기게 계속되었다(171쪽).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에는 오로지 헤이그밀사사건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한
국황제의 사절이라고 칭하였다고 함으로 잠칭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술을
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이는 한국황실과 일본황실의 우호와 우애로 병합이 이루어졌다
고 교육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의병전쟁을 축
소시키고 한일합방의 정당성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당시의 정치적 선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움직

임에 처하였음을 잘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을사보호조약과 정미7조약 등으로 발생한 의
병의 움직임과 진압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인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후소샤의 교과서는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국제적 동의를 얻은 것임을 강조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한국민족의 저항에 대해 충분한 서술을 남기고 있다. 러일전쟁
이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의 기술은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Ⅷ. 맺음말
이상 한･일 간에 큰 상처로 남았던 임진전란과 근대 일본의 대외 인식의 출발점인 정
한론에서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전쟁관이 일본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총독부 시절의 식민사관과 비교하면서 기술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
증되었는지의 여부를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타당한 기술을 한 교
과서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기술을 한 교과서도 있었다.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아직 일본 학계의 큰 흐름은 메이지유신사관이 강하다.33) 즉

33) 이에 반하여 대외적 위기를 강조하고 전제적인 근대국가를 급조한 維新史를 냉정히 평가하여, 당
시의 대외위기가 정치가들에 의해 강조됨으로 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明治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당시 민중들이 전통사회
에 의거하여 明治 신정부에 격렬히 저항하였던 사실을 평가하여 새롭게 유신사를 정리한 저서로
는 井上勝生, 2006 ≪幕末･維新(시리즈 일본근현대사①≫ (岩波新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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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으킨 대외 전쟁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기고
자 하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학계에서는 일본은 일본이 일으킨 대외
전쟁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이러한 뜻이 교과서에 나타나
야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과서 중에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
고, 근린제국에 대한 배려를 행하는 교과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일 간에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국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합의를 통해 극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당시 정치가들의 선전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진척된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기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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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德)
현명철의 논문은 한일 간 과거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하여 거기에 드러난 역사 인식을 ‘전쟁관’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논문의 첫머리에 한일 양국의 공생을 위한 역사 교육과 과거 역사를 청산하여 역사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이 서술되어 있고, 그를 위해 역사 교과서에 드러난
전쟁관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다루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한일 양국의 공생을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평자도 크게 찬성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역사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여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아 다루고 있는 전쟁관에 대해서는 논문 중에 한일 사이에
커다란 인식 차이가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모국의 발전과 팽창을 자
랑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순국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 등에 의해 과거의 전쟁이 정당화·합리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피해국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피해의 역사가 한층 더 강조, 증폭
되어 가는 마이너스의 나선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평자의 생각과도 같아서, 본 논문에 제
기되어 있는 전쟁과 전쟁관을 다룰 때 전제 되는 이념은 평자 자신도 공유하고 싶다.
이 전쟁관을 밝히기 위해서 식민지 시기와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기술 내용
의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비교 대상은 식민지 시기의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
선사 교재인 ≪尋常小學國史補充敎材≫, 현대의 것으로 가장 채택율이 높은 ≪新しい社
會 歴史≫(東京書籍), 최근 화제가 된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를 주요 대상으로 하

고 ≪私たちの中學社會≫(日本書籍新社)도 ‘한일 양국 모두 대체로 역사 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서로서 참조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 ‘임진전란’, ‘정한론’,
‘강화도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을 뽑아서 분석하고 있다. 어느 것이나
한일 간의 전쟁과 전쟁관을 생각할 때 불가결한 것이며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들 기술을 표로 검토하고 거기에 보고자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그 중에는 연구
를 보다 심화하기 위한 보고자의 제안이 제시된 항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정한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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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왜관에서의 교섭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는 ≪新しい歴史敎科書≫에 대해서도 보고자가 보기에 한일 간에
‘공유될 수 있는’ 기술 부분들이 뽑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논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교과서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선택되었다. 물론 중학교의
역사 교육도 중요하며 그 교과서 기술은 당연히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중학
교에서의 교육이므로 내용적으로는 다소 간결할 수밖에 없다. 역사 기술의 분석이라면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기술 분량이 풍부하고 보다 상세한 기술이 이루
어져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현
실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도 역사 인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
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분석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일본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文祿·慶長の役’이라고 불리고 한국, 중국에서는 각각
‘임진왜란’, ‘萬曆朝鮮役’이라고 불리는 전쟁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壬辰戰亂’이라는 호
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 ‘임진왜란’이라는 호칭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이라는 입장보다는 ‘왜구’의 침략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도입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전쟁의
호칭에 대해서는, 근래 일본·조선·중국(明)의 동아시아 삼국에 의한 전쟁이라는 시점에
서 다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진전쟁’, ‘7년전쟁’ 등 삼국에서 공유
가능한 명칭의 모색이 제안되어 있다. 평자도 공평한 시점에서 이 전쟁을 드러내는 호칭
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고자가 ‘임진전쟁’과 ‘7년
전쟁’ 등의 호칭이 아니라 굳이 ‘임진전란’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후 공통의 명칭으
로 주창해 간다는 의미에서도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히데요시(秀吉)의 정책에 대해 ‘쇄국에 의해 국내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히데
요시가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들 두
가지 사항을 같은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곳이 있
다. 히데요시는 선교사 추방 등을 명하였지만 무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쇄국을
행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재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장이 되었던 한국의 교과서와 일본의
교과서는 역시 그 기술내용에서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 기술
의 차이가 필자가 말하듯이 ‘일본의 역사 연구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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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량 등의 관계로 삭제·할애되었을 가능성 등도 포함하여 개별 사례를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 보이는 것과 같은 한일의 역사인식 차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사
실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극복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향후의 기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하고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선전이 비판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진척된다면 한일 양국이 공유 가능한 역사
기술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평자도 이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를 위해서도 교과서의 기술 내용의 전제가 되는 사료에 근거한 착실한 연구가 축적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쟁관과 같은 양쪽의 인식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쉬운 주
제에 관해서는 공동 연구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종래의 정형화된
연구와는 다른, 다양한 시점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근대의 전쟁에 대
해서 말하자면, 근대 이후의 ‘국가’의 틀을 넘어 선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태를 보
다 선명하게 하는 데에도 유효한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지닌 복잡하고 다양
한 측면을 해명하는 데에서 그 실태가 한층 더 명확해질 것이며, 그것들을 대조하는 작
업을 통해 필자도 말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비평문은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연구협력자의 원안 기초에 의거하여 연구위원
인 야마무로가 작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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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의 제문제-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Ⅰ. 시작하며
Ⅱ. ‘朝鮮의 役’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과 과제
Ⅲ. 일본군의 주민 정책

Ⅳ. 기술 전파의 문제
Ⅴ. 마치며

Ⅰ. 시작하며
16세기말 (1592~1598)에 발발한 동아시아 지역의 일대 전쟁은 일본에서는 文祿･慶長
의 役, 한국에서는 壬辰･丁酉倭亂, 북한에서는 壬辰祖國戰爭, 중국에서는 萬曆朝鮮役 등
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호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종래에는 각각의 입장에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는데 근래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제적인 견지에서 다
시금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쟁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전개를 위해서
는 근대 이후의 개념과 각각의 입장에서 탈각한 평평한 시선과 호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豊臣政權), 한국(朝鮮王朝), 중국(明)이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한 전쟁
(役)이라는 의미에서 이 전쟁을 ‘朝鮮의 役’이라고 부르고자 한다.1)
1) ‘役’에는 국경의 수비, 싸움, 병사, 노역 등의 字意가 있다(≪大漢和辭典≫ 卷4). ‘조선의 역’에 대
해서는 근래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는 국제적 시점에서 새롭게 파악하려는 시도 속에서 ‘壬辰戰
爭’이라는 호칭도 제창되고 있다.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적 연대 표기법인 십간십이지를 사용하여
전쟁이 발발한 해가 ‘임진’이며 한반도가 주전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발음으로 ‘壬辰’을 ‘임진’
으로 부른다는 것이다[鄭杜熙･李璟珣 編著, 2008 ≪壬辰戰争－16世紀日･朝･中の國際戰争－≫
(明石書店)]. 참신한 제창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임진전쟁’이라는 호칭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
고 이후 정착할지 어떨지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의 역’이라는 호칭
을 사용하고자 한다. 의도하는 바는, 국제적 시점에서 새롭게 파악하겠다는 ‘임진전쟁’이라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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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선의 역’의 개설적인 이해로는 ①당초 조총[鐵砲]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공, ②명군(明軍)의 내습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민중의
저항(의병) 등으로 戰局이 전환, ③많은 일본군이 조선 측에 투항(降倭), ④도요토미 히
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군이 철퇴, ⑤전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도자기 제
조, 활자 인쇄 기술, 최신의 유교 등의 전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역’은, 그 성격 상 한일 관계사와 교류사를 생각할 때 극히 중요한 역사 사항
이며 교과서에도 반드시 기술되어 있다.2) 또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에서도 다루어져
서 그 중 몇 가지 과제도 도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제 1기 공
동연구에서 나온 과제, 그리고 필자의 연구와 관련된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Ⅱ. ‘朝鮮의 役’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과 과제
1. 일본의 역사 교과서
여기서는 한일 양쪽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특히 기술이 상세하게 이루어진 고등학교
의 역사 교과서를 들어 그 내용을 개관하겠다.
우선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일본사A와 통사를 중
심으로 다루는 일본사B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사B의 교과서로서 압도적인 비율을 점
하고 있는 ≪詳說 日本史≫를 대상으로 하겠다.3)
‘조선의 역’에 대해서는 <히데요시의 대외 정책과 조선 침략>에 기술되어 있다. 거
기에서 전쟁의 요인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명의 쇠퇴로 인해 종래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었음을 배경으로 서술하고 ‘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
칭과 같다.
2) ‘조선의 역’을 총괄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六反田豊 외, 2005 ≪文祿･慶長の役(壬辰倭亂)≫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 北島萬次, 1990 <豊臣政権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研究> ≪豊臣
政権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 呉宗錄, 1999 <壬辰倭亂~丙子胡亂時期 軍事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을 들 수 있다. 또 ‘조선의 역’ 전반에 대한 근래의 연구 성과로는,
中野等, 2008 ≪文祿･慶長の役(戰争の日本史16)≫ (吉川弘文館) ; 中野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
陸侵攻≫ (吉川弘文館)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도 ‘조선의 역’에 대한 전반적 기술은 이들 업적
에 빚지고 있는 바 크다.
3) 2008 ≪詳說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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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 뜻
을 세우고’ 조선에 入貢과 명으로 출병하기 위한 길잡이를 요구하였다고 쓰고 있다. 전
쟁의 경위에 대해서는, 서전의 승리를 ‘조총의 위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 점차 戰局은 불리해
졌다.’ 그 때문에 명과 강화 교섭을 하였지만 결렬되었고, 다시 출병하였지만 苦戰을 면
할 수 없었고,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철병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文祿･慶長의 役 要圖’를 게재하여 두 전쟁의 전역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
行長)･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경로를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 전쟁의 결과에 대

해서는, ‘조선의 사람들을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 국내적
으로는 매우 많은 전비와 병력을 헛되이 써버리는 결과가 되어 히데요시 정권이 쇠퇴하
는 요인이 되었다’고 끝맺고 있다. 또 전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모야마(桃山) 미술>
에서 활자 인쇄술이 전해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측 교과서를 보면, 종래의 ≪詳說 日本史≫에서는 서전의 승리를 ‘신병기인 조
총의 위력 등’이라고 조총에 대해 신병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후에 이 수식
어가 사라졌다. 또 전국이 전환된 이유에 대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에 의해 일본군이 보급로를 차단당하여 점차 전국이 불리해
졌다’라고 보급로가 차단당한 점을 들고 있지만, 최근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술이 보이
지 않는다.4) 기술 내용도 후술할 한국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평탄한 톤으로 역사적 사실
을 기술하는 스타일이다.

2. 한국의 역사 교과서
이어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살펴보자.5) ‘조선의 역’에 대해서는 <임란과 호
란>이라는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우선 ‘조선의 역’의 발발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도요
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선과 명에 침공하였다고 한다.
소항목 <임진왜란의 발발>에서는, 전투의 경위에 대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정발

4) 2001 ≪詳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5) 1999 ≪고등학교 국사 (상)≫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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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송상현의 분전, 충주에서 신립의 방어, 서울･평양의 함락, 함경도로 일본군의 침입 등
시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수군의 승리>에서는,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불리
하였던 것에 비해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였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한 해전과 수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임진왜란 해전도’도 게재되
어 있다. 그 중 수군에 대해서는, ‘그(이순신 : 인용자 주)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80
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사천, 당포, 당항포 등지에
서도 대승하였다. 마침내 한산도 대첩으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 지대인 전라
도 지방을 지키게 되어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다’고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의병의 항전>에서는, 구체적인 의병장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의병 활동이 수군과
함께 戰局의 전환에 기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관군과 의병의 활동’이라는 그림을
게재하여 일본군의 침입로와 조선･명군의 진격로, 격전지, 의병의 활동지 등을 보여 주
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왜란의 극복>에서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국이 역
전되어 강화 교섭에 들어간 것, 교섭 결렬 후 다시 일본군이 침입했으나 조선･명 연합군
이 북상을 막고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참패로 인해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은 패주하기 시작하였고 조선 수군은 도망하
는 일본군 수백 척을 노량해전에서 가로막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였다고 하며, 이순신은
이 최후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고 끝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왜란의 영향>에서는, 조선 측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우리 민족이
지닌 잠재적 역량이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구체 사례로 관군의 국방 능력은 일본
에 뒤졌으나 ‘전 국민적인 차원의 국방 능력은 일본을 능가하였다’고 하고 ‘우리 민족은
신분의 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화적인 우월감에 가득 차 있어서 자발적인 전
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력이 국방 능력으로 작
용하여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또 국내의 피해 상황 이외
에 아시아의 형세의 변화로서 북방의 여진족의 대두,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후진국이던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서적, 그림, 도자기 등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많은 기
술자와 학자 등을 납치해 갔다. 이와 함께 조선의 성리학도 전해져서 일본의 문화 발전
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일본 측의 ‘문화 약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전의 교과서가 전쟁의 요인･경위･결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
하고 있던 것에 비하자면 조금 간략화된 것이다. 종래의 교과서에서는 특히 초기의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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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군이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것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의병의 활동, 전
쟁의 승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6)
예를 들면,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각 지방의 자연 조건에 알맞은 무기와 전술을 융통성
있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혔으며, 대포와 함선 제조 기술은 단연 일본을 능가하였다.
왜란에서의 승리는 몽고와의 항쟁 이후 가장 커다란 국난의 극복으로서 민족의 생존을 유
지하고 민족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는 기술이 삭제
되어 있다. 자국이 전장이 되어 많은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 보다 기술이
상세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전의 교과서가 좀 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
이는 데 비해 그 후에는 그러한 서술 지점이 삭제되어 있어서, 종래의 것과 비교한다면
기술 내용으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톤을 억누르는 비교적 냉정한 기술이 되었다.

3.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의 과제
이처럼 한일의 역사 교과서에 상세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기술되어 있는
‘조선의 역’에 관해서는 이미 제 1기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서도 채택되어서 연구사 등
에 대한 상세한 정리･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과제도 제기되어
있다.7) 이들 과제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점이다.
즉 ①왜성(일본 측의 군사 거점, 조선에 쌓은 일본식 성곽) ②‘被虜人’의 실태(‘被虜人’
과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 ③병량 공급 시스템(전쟁 수행 상의 여러 문제를 해명하는
데 불가결) ④전쟁에 의한 조선 사회의 변화(구체적인 변화의 양상) 등이다.
①의 왜성에 대해서는 근래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성의 역사와 ‘나
와바리(縄張り: 축성 용어로 부지 경계선, 濠, 건조물 등의 예정 위치를 현지에 줄을 쳐서
표시하는 것)’를 중심으로 한 구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8) ②의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
의 문제에 대해서는 포로의 의미가 강조된 ‘被虜人’에 관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6) 1986 ≪고등학교 국사 (상)≫ (문교부)
7) 朴晢晄, 2005 <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硏究の現況と課題>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 六反
田豊他 <文祿慶長の役> ≪같은 책≫
8) 왜성에 대한 연구 상황의 정리는 太田秀春, 2005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異文化の遭遇･
受容･變容－≫ (淸文堂出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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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연구는 ‘피로인’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으로 이동한 조선인의 한
면만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며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제 1기에서 이후의 과제로 제기된 ‘투항 조선인’과 ‘귀순 조선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9)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인적 이동인 ‘降倭’에 대해서는
근래 다양한 시점에서의 연구가 제창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10)
이 글에서는 이들 과제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겠다. 특히 ②
와 ③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행한 對住民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또 ①과 ④에
대해서는 전후 조선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Ⅲ. 일본군의 주민 정책
이 ‘조선의 역’이라고 하는 군사 행동에 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식은 ‘중국 들어
가기[唐入り]’, 즉 명에 대한 침공이었다. 결국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는 명을 침공할 준비
가 필요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 침공에서 점령 그리고 통치에 이르는 흐름을 따라간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처음으로 異國에서 이문화를 접촉하게 되어 국내와는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주민을 통치하게 되었다.11)

1. 일본 국내에서의 정책 ‘還住’
‘조선의 역’ 당시 일본군은 명 공략을 위한 발판으로서 조선의 점령을 목표로 하고
9) 鶴園裕 외, 1991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来朝鮮人の研究－加賀藩を中心に－≫ (科學研究費補助
金研究成果報告書)에서는, ‘조선의 역’에 따른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에 대해서 다양한
도래 형태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10) 항왜의 다양한 존재 형태에 대해서는, 鄭潔西, 2008 <萬暦朝鮮役により明軍に編入された日本兵>
≪東アジア文化環流≫ 1 (2) ; 北島萬次, 2005 <壬辰倭亂と民衆－降倭についてのひとつの視点－>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3 ; 北島萬次, 2004 <壬辰倭亂における降倭の存在形態－その素描－>
≪歴史評論≫ 651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11) 이하의 기술은 지면 관계 상 그리고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하나씩 주를 달지 않았는데 전면적으로
太田秀春, 2005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異文化の遭遇･受容･變容－≫ (淸文堂出版)을 참
조하였다. 따라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근거가 되는 사료를 주로 제시하였지만 기
타 논술의 근거와 선행 연구의 정리는 앞의 책에 의한 것임을 미리 알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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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점령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는 ‘규슈(九州)의 일은 고기나이(五畿内)와 마찬가지’, ‘조선의 일은 규슈와 마찬가지’라
는 인식 하에 조선에 출병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점령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국
내에서의 점령정책을 훑어보겠다.
도요토미 정권이 國內統一戰에서 실시하였던 주민 통치정책은 일반적으로 ‘還住’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전장과 인접지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피난하였던 주민을 전쟁 종결
후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오게 하여 생업에 복귀시키는 정책이다.
이 還住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禁制’이다(그림 1). ‘禁制’는 교부하는 세력이 자
기 군대가 주민에 대해 폭력과 행패를 부리는 것을 금지한 문서이다. 이를 손에 넣음으
로써 주민들은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와 생업에 복귀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 전장에서의 還住의 수순으로는, 어떤 지역에 군대가 침공하면 ①주민이 스스로의 안
전을 보장받기 위해 공격해 들어온 세력에 대하여 금전･미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禁
制’를 요구하고 ②‘禁制’를 얻은 주민이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還住)하며 ③공격해 들어

온 세력은 還住한 주민을 보호하고 조세의 징수 등 점령지 통치를 행한다고 하는 흐름
에서 還住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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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禁制 (≪島津義弘≫姶良町歴史民俗資料館)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渡海한 다이묘(大名)들에게 준 ‘禁制’의 문구는 국내 통일전쟁 시기의 것
과 거의 동일하여 히데요시의 대외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금제’를 매개로 한 還住는 조선
에서는 기능하지 못하여 새롭게 ‘榜文’과 ‘札’에 의한 還住가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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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은 소손(惣村)과 같은 형태로 마을(村)의 자치가 일정 정도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도요토미 정권은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 국내를 통일한 것이다.

2. 조선에서의 還住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조선에 침공한 일본군은 조선에서도 같은 형
태의 還住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히데요시 자신도 바다를 건넌 여러 다이묘(大命)
에게 國內統一戰과 거의 같은 내용의 ‘禁制’를 주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회 시스템이
일본과 다른 조선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기능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일본군은 국내에서
실시하였던 ‘禁制’를 매개로 한 정책에 더하여 무언가를 생각해 낼 필요에 부딪혔다.
그래서 일본군은 ‘榜文’과 ‘札(帖)’에 의한 새로운 還住 정책을 내세웠다. 그것은 ‘榜
文’을 게시하여 일본군에 의한 폭력･행패를 금지하여 還住하도록 하겠다는 일본군의 의

사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札’을 배포하여 ‘札’을 소지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일본군이 게시한 ‘榜文’의 주요 내용은 ①원래 거주지로 還住할 것 ②상급 관리와 그
일족을 포박･살해할 것 ③도망친 관리가 숨은 집을 밀고할 것 ④還住하지 않은 주민은
처벌할 것 ⑤일본군의 폭력･행패는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이었다.
또 ‘札’에 대해서는 일본측 사료에 ‘札’, ‘手札’, 조선 측 사료에 ‘免死帖’, ‘賊帖’, ‘倭帖
文’, ‘牌’ 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휴대 가능한 형식의 것이었다. 이 ‘札’의 배포에는 在
地 조선인 관리도 개재하였던 사례가 확인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시마즈씨(島津氏)가 배

포한 ‘札’은 노송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길이 5~6촌에, 앞면에 ‘島津之人’, ‘島津猿み’등
으로 적고,12) 뒷면에 날짜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 정책에 의해 일본군의 점령지에서 주
민이 환주하여 생업에 복귀하는 현상이 보이게 된다. 이것이 제 1기 위원회에서 과제로
남겨 둔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이며 조선 측이 ‘附逆’, ‘附倭’, ‘順倭’ 등으로 간주
한 주민들이다. 일본군에서 조선 측으로 이동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항왜’라는 호칭이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피로인’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일본 또는
일본 측으로의 조선인의 인적 이동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인 것이 없다. 이 글에서는 우
12) ‘札’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島津猿み’의 ‘猿み’는 한국어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サラム)으로
‘島津猿み’는 다른 자료에 보이는 ‘島津之人’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측이 ‘附倭’, ‘順
倭’, ‘附逆’ 등으로 부른 것과 전적으로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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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당시의 사료에 많이 나타나는 ‘附倭’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3. 還住의 실태
전형적 사례로 조선의 수도인 한성(서울)을 점령했을 때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그림 2).
1592년 5월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성 밖으로 진을 옮기
고 ‘榜文’을 사대문 밖에 내보여 주민에게 還住를 촉구하였다.13) 히데요시 자신도 한성
을 점령한 후에는 주민을 還住시킬 것을 지시하였다.14)
그 결과 점령 1년 후인 1593년 4월 일본군이 한성을 철퇴할 때에는 일본군을 상회하
는 수의 조선인이 한성에 還住해 있어서 일본군과 주민이 교역하는 상황이 나타났다.15)
원군으로 온 명의 提督 李如松은 한성의 일본군은 8~9천 명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은 일본군에 투항한 조선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조선인들은 한성의 성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李如松은 한성의 성내 북부에 조선인이 거주하고 남부에 일본
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16) 따라서 한성의 지배는 적어도 표
면상으로는 비교적 순조롭게 행해져서 히데요시가 지시한 주민의 還住는 어느 정도 실
현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17) 이러한 현상은 한성만이 아니라 고바야
13) 한성에서 발령된 ‘榜文’의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경상도 仁同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令, 大字,
散民速還于本宅, 而男耕稼苗, 女採桑畜蠶, 士農工商各修家業, 若吾軍士有犯法以妨汝之業者必罰
矣’ 라는 내용의 ‘榜文’이 나왔으며 한성에서도 대략 같은 내용의 것이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天刑, ≪西征日記≫ 巻一[1906 ≪續續群書類從(第三史傳部)≫ (國書刊行会)]
14) <加藤文書>[1966 ≪熊本縣史料(中世篇 第五≫ (熊本縣)]
一. 都并國中政道方之儀, 小西(行長)相談, 下々猥無之様ニ堅可申付候, 然者先へ越候人数事, 何も都
之外廻ニ野陣を可仕候, 上様御馬廻其外御番衆計ニて, 都之内ニ可有御座候条, 得其意, 町人を悉
還住可申付事
一. 百姓町人以下還住させ, 法度之儀能々可申付旨, 被仰付, 最前御上使被差遣候へとも, 國々ひろく候
て, たらす候ハゝ, 其方小西相談, 慥成者可差遣候事
15) 李肯翊, ≪燃藜室記述≫ 卷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大駕西狩(五月 初三日條). “時京城之
人, 皆奔避未久, 稍稍還入, 坊里市肆依旧, 與賊相雜販賣, 賊守城門, 令我人帯賊帖者, 不禁出入, 於
是民盡受賊帖, 服役於賊, 毋敢違拒, 亦有媚賊相暱, 嚮導作惡者, 如有謀議殺賊者, 輒爲其民所告,
焼殺於鐘樓前及崇禮門外, 極其酷惨以示威, 髑髏積其下”
16) ≪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辛丑(16日)條. “提督曰, 似當還駐平壤, 京城之賊, 不過八九千, 而其
餘萬餘, 皆是爾國之投倭者. (중략) 且聞倭賊據京城南邊, 爾國人在北邊”
17) 다만, 당연하지만 일본군에 대한 저항도 존재하였는데 그 경우에는 ‘焼殺於鐘樓前及崇禮門外’라

고 하듯이 일종의 본때를 보여주는 행위도 행해지고 있었다. 앞의 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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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주둔하고 있던[在番] 개성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림 3).
개성에서도 일시 피난해 있던 주민들이 還住하여 마을에는 물자가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그림 2> 일본군 주둔 시의 한성

<그림 3> 조선 후기의 개성

둘 다 도시를 성벽으로 에워싼 조선의 전형적인 성곽 스타일이다. 한성에서는 남쪽에 일본군이 주
둔하였고 북쪽에는 조선인이 거주하였다. 또 개성에서도 성내에 많은 조선인이 還住하여 번창함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림 2>는 ≪秀吉と文祿･慶長の役≫ (名護屋城博物館) <그림 3>은 ≪조선후기지방지도≫ (규장각)

이들 주민은 당연히 일본 측의 還住에 응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보호를 받게
되어 還住한 주민의 집에 일본군이 진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18)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도 還住에 응한 것이다.
주민이 일본군의 호소에 응하여 還住하는 현상은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보이지만, 특
히 강화 교섭 기간을 포함하여 일본군이 7년간 계속하여 점령한 남해안에서 현저하였
18) 구체적인 사례로 미야베씨(宮部氏)가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선산에서는 이동하여 온 일본군이 조
선인의 주거에 잠자리를 두려고 하자 ‘법도’라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田尻鑑種, ≪高麗日記≫ 文祿2年2月14日條.
せしやうはう(宮部善浄坊)の城ふもとへ唐人居候処ニ宿陣候, 然処, 城衆参候而唐人の家ニはちん(陣)法度
と御座候間, はやく罷出候へと申され, 皆々迷惑仕候処ニ, 又々立入わひ(詫)言申請, 其侭儘陣候(北島萬
次, 1982 ≪朝鮮日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発－≫ そしえて)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47

다. 1593년 이후 강화 교섭에 따라 부산 주변의 남해안으로 철퇴한 일본군은 倭城이라
고 불리는 일본식 성곽을 쌓아 거점으로 삼고 점령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이들 왜성을
비롯한 일본군의 거점 주위에는 일본군과 함께 조선인이 거주하는 상황이 출현하였다.
부산 등 왜성의 주변에는 수백 호의 조선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 일본군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19) 조선 측에서도, 일본군의 주둔이 장기간에 이르자 주민이
일본군의 거점 주변으로 還住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노역을 제공하고 또 일본군과 교역
하거나 일본의 습속을 모방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를 물들이는 광경도 보이게 되
었다고 지적하고 있다.20) 앞서 본 과제 중에 병량 공급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의 한 단서
를 보여 주는 것이 還住한 주민들의 조세였다고 생각된다.
도요토미 정권은 국내 통일 전쟁에서 병참선을 확보하여 병량을 前線에 대량 집적하
여 여러 다이묘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투 지역까지의 수송은 각 다이묘의
자기 부담이었다. 육상 수송 능력은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어서 현지에서의 병량 조달
이 중요 과제였다.21) 실제로 왜성 주변에서는 조세의 징수가 행해지고 있어서, ‘조선의
역’ 초기 단계의 일본군은 병량에 고생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왜성을 쌓아 거점이 만들
어지는 1593년 이후는 그러한 경우가 없어져 갔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 해로로 직접 병
량을 왜성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있을 테지만 현지에서 還住에 동반하는 움직임
에 대해서도 이후 주목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還住한 주민 중에는 일본군에 가담하는 이까지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
면, 앞서 본 개성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물자를 조선인에게 수송시키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도중에 조선인의 습격을 받은 경우에도 도망가지 않고 개성으로 돌아와 습격의
양상을 다카카게에게 보고하였다.22) 또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在番] 시마즈 요시히로(島
19) ≪宣祖實錄≫ 卷69, 28年 11月 庚午(2日)條. “釜山探審, 則留賊盡爲渡海, 行長移陣于此, 率下將六
人, 各領數千, 或率砲, 劍手千餘, 船數則六百八十餘隻矣. 又有天使迎接倭正成者, 東邊入接, 稱病
不出, 天使到釜山, 幾至十日, 而不爲見謁云. 所築新城, 周回六七里, 又設市場, 倭賊男女及我國人
民, 日日物貨交易矣. 自東平至凡川, 我國人居接者, 多至三百餘戶”
20) ≪宣祖實錄≫ 卷61, 28年 3月 甲戌(1日)條. “二月二十日成貼, 都元帥權慄狀啓 (중략) 今賊久居邊
境, 歲月旣多, 而殺戮稍戢, 又佯爲喣濡之狀, 不相侵暴, 資以飮食, 則愚民之失其常性, 困於飢餓者,
已紛然相率而歸之, 不可禁抑. 爲之耕田納租, 以供其役而不恥, 日往月來, 幾與之化而相忘焉. 傳聞
東萊, 釜山, 金海等處, 耕犂滿野, 三分之二, 皆爲我國之民, 而往往有剃髮ㆍ染齒, 以從其俗者. 又有
遠處買賣之人, 各持其物往來, 互市於賊陣, (중략) 至令蔚山老人, 往受約束於賊酋. 觀喜八通書, 則
種子農食, 幷欲隨盡借之. 彼以海途千里輸運之糧, 無故而欲貸我民者, 是實愛我耶? 救我耶? 其情不
難知也”
21) 久保田正志, 2008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4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津義弘)의 군대에서는 시마즈군에 가담하고 있던 조선인이 공격해 온 조선군에 화살을

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23) 조선에서는 일본군에서 조선으로 투항한 병사를 ‘항왜’라고
부르며 조선군에 편입시켜 일본군에 대한 공격과 정보 탐색에 활용하였다.24) 이들 ‘부
왜’ 조선인들의 행동은 ‘항왜’의 그것과 전적으로 같은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지배 지역에서는 많은 조선인 주민이 還住하여 조세를 납부하거
나 교역을 행하고 일본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습속을 모방하는 이까지도 나타나게 되었
다. 일본 측에 붙은 주민들이 상당 수 존재한 것은, 조선 측이 이들 주민의 귀환을 허락
하지 않았고 돌아온 경우에는 처형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5)
이러한 ‘부왜’에 대한 조선측의 인식은 전후 처리의 태도에도 드러난다. ‘조선의 역’
종결 이후 조선은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의 쇄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국민이 일
본에 잔류해 있는 사태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점이 컸다. 따라서 귀환
을 권유하는 조선 조정의 ‘諭文’에서는 귀국 후의 免役･免賤･復戶 등의 특전이 이야기되
었지만, 이것이 실행된 것은 적어서 본국으로 귀국한 포로에 대한 대우는 극히 냉담하였
다.26) 조선측이 솔선하여 ‘免死帖’을 발급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러한 조선 조정의 ‘부왜’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조선인의 일본군에 대한 ‘부왜’는 일반 주민만이 아니라 지배 계급인 재지
양반층에게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27) 명･조선 측으로서도 무언가 대응책을 취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1593년 2월 명군의 經略 宋應昌의 주도로 일본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부왜’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군에게서 도망 오면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22) 下瀬頼直, ≪朝鮮渡海日記≫ 文祿元年(1592) 12月 18日條. “十八日, 同所(坡州)に御滞留, 又開城
府に残し被置候荷物は, (小早川)隆景様より唐人に御持せ被送遣之候, 彼唐人開城府へもとり候所に, 山よ
り人下合候て五人打申候とて唐人壱人又戻り候て申候間, (毛利)元康様(吉見)元頼様其外御人数残なく
追懸け候て御越し候へ共, 日暮而山唐人行方しれす候”
23) ≪宣祖實錄≫卷 56, 27年 10月 壬子(8日). “守門將咸崇德, 當賊屯春川之日, 以本土之人, 投入賊中,
與賊同心, 至於官軍接戰之日, 亂射我軍, 使之退兵”
24) 최근의 연구로는 제장명, 2007 <임진왜란 시기 降倭의 留置와 활용> ≪역사와 세계≫ 32를 꼽
을 수 있다.
25) 이러한 조선 측의 태도에 대해서 명군의 經理 楊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宣祖實錄≫ 卷93, 30年 10月 己卯(22日)條. “且被擄人, 爾國不饒而殺死, 故不肯出來, 今宜雜以
鄕談, 作招諭文字, 約諸矢射于賊陣, 則彼必動念出來. 此文, 亦趁明日書呈云矣”
26) 米谷均, 1999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戰争捕虜の送還> ≪歴史評論≫ 595
27) 崔永禧, 1957 <壬辰丁酉亂時 沿海民의 動態> ≪史叢≫ 2. 최근의 연구로는 박재광, 2001 <임진
왜란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영향> ≪軍史≫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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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榜文’을 각지에 게시하였다.28) 또 같은 해 9월에도 비변사가 부산 등지에서 일본군에
‘부왜’하는 조선인에 대해 ‘榜文’을 게시하여 일본군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조선 측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다.29) 이 방문들 중에는 사형을 면하여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역을
종신 면제하거나 賞職을 수여하는 등의 특전까지도 강조되어 있다.30) 그리고 국왕 선조
는 ‘榜文’을 한문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지식 계급밖에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문 보다 평
이한 吏讀와 諺書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31) 이를 통해 일본군에 ‘부왜’한 조선인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명군은 ‘免死帖’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32) 일본군의 진영에 있는 조선인에 대
해 일본군을 향도한 자 이외에는 ‘免死帖 ’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조선 측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한다는 것이다.33) ‘免死帖’을 발급할 필요성에 대해서 명의 장수인 山東
布政使司 梁祖齢은, 조선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의 보고를 바탕으로 일본군에 ‘부

왜’하다가 다시 조선 측에 돌아온 주민이 공연한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34) 일단 일본군에 붙은 조선인들은 설령 ‘조국’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보장이 없
이는 간단히 돌아 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명군에 의한 ‘免死帖’의 배포 등으로 인해 일
본 측에 붙은 조선인 중에는 조선으로 복귀하는 이도 나타났다.35) 거기에는 일본과 조선
28) ≪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乙卯(29日)條
29) ≪宣祖實錄≫ 卷42, 26年 9月 庚申(9日)條. “備忘記曰, 釜山等處, 我國人民, 多數投入其中, 豈無欲
還而疑阻者, 別作榜文, 明示告諭, 如果出來, 非徒免死, 當終身免役, 或許賞職等事, 參酌議處事, 言
于備邊司”
30) ≪瑣尾錄≫ 第2, 雜錄 曉諭諸道軍民書[1971 ≪瑣尾錄(한국국사료총서 14)≫ (국사편찬위원회)]
“一 斬倭大將者 勿論尊卑 陞嘉善 一 凡斬倭一級以上者 皆錄爲功臣 一 雖投入賊中者 若斬倭賊出
來 則非特免其罪 而並錄其功 一 雖不能斬倭 先爲出城逃來 則免罪褒賞 萬曆二十年(1592) 九月 日”
31) ≪宣祖實錄≫ 卷29, 25年 8月 戊子(1日)條. “上敎曰, 黃海道敎書, 已爲製進矣, 士人則自能解見, 其
餘人則恐不能知之. 此敎書則士人處曉諭. 又入吏讀, 去其支辭, 多作朝廷榜文, 又令義兵將或監司等,
飜以諺書, 使村民皆得以知之事議啓”
32) ≪宣祖實錄≫ 卷44, 26年 11月 己未(9日)條. “其帖(宣諭帖)略曰, … 我卽留兵, 終歸無益, 特請天語
嚴勑, 移文宋經略, 轉行都司, 前往王京, 回諭國王及陪臣, 宣布朝廷恩德, 被脅之民, 盡給免死帖, 勿
得妄行殺戮. 如該國(朝鮮)君臣, 仍前昏迷, 有違明旨, 誠爲自棄其國(朝鮮), 有辜再造之恩. 竊謂威福,
出自朝廷, 予奪仰從宸斷, 議行處置, 以安國人, 以保藩服, 亦定難扶傾之要機也”
33) ≪宣祖實錄≫ 卷34, 26年 1月 戊寅(23日)條. “上幸新安館, 接見天將黃應暘, 吳宗道, 兪俊彦. 應暘
曰, 俺調兵南方, 故不得與大軍偕來. 而暹羅國, 已發十萬兵, 往征日本矣. 提督(李如松)遼東人, 不辦
皀白, 只喜殺戮, 故俺齎免死帖萬餘道, 專爲活民而來. 愚氓雖或畏死附賊, 而如非嚮道者, 則俺皆給
帖安接, 許還其本業. 如有間路, 則幸指示之, 使得繞出大軍之前”
34) ≪宣祖實錄≫ 卷102, 31年 7月 乙巳(22日)條. “且免死帖, 多印下送. 雖有歸正之人, 不無疑畏之心,
使歸正之人, 聞風而來爲當”
35) ≪宣祖實錄≫ 卷145, 35年 1月 乙巳(12日)條. “慶尙等道體察使李德馨啓曰, 南海一縣, 本以海中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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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농락당하는 주민의 모습이 있었다.
주민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
도록 내몰렸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선택지에
는 일본 측과 조선 측 사이에 절대적 구분은 없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최선이라고 판단
되는 곳에 붙어 생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하여, 일본
군과 명･조선군 사이에서는 각각 ‘札’과 ‘免死帖’을 사용해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참으로 주민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이 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처하게 된 상황을 여실히 말하여주고 있다.

Ⅳ. 기술 전파의 문제
1. 종래의 이해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조선의 역’으로 인해 조선에서 도자기와 활자 인쇄 기
술 등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降倭’를 통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
총의 기술이 전해졌다. ‘조선의 역’의 경우는 국가와 집단의 생존권이 걸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군이 소유하고 있던 조총의 성능에 착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며, 그 후 조선에 도입된 것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에게서라도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는 극히 냉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의 일본 성곽 인식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총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주목한 일본의 군사 기술로는 축성 기
술이 있었다. 전쟁 당초 일본군은 조선의 기존 성곽을 개수하여 이용하였지만 이들 성은
島, 猝被賊鋒來逼本縣, 人民飛走路窮, 淪陷於賊. 其間, 雖或有罪惡特甚者, 而此則統制使, 已爲査
出行刑, 其餘則統論事勢, 與陸地有異, 情或可恕矣. 且戊戌(1598년)之冬, 臣跟隨天將, 在順天, 以計
招出南海附賊之民, 潛引本處走回人, 厚加賞餽, 給與一行, 齎去御印免死帖, 誘引其處之人. 於是,
本縣出身金得酉等, 夜率居民, 相繼出來, 其數過八百餘名. 天將聞之, 深以爲喜, 使重賞此輩之功,
而臣亦將其曲折狀啓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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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선군의 공격으로 함락된 것도 있어서 일본군이 사용하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
다. 이를 반성하여 한성에서 철퇴한 일본군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 연안에 일본식의
축성 기술로 성곽을 쌓았다. 이것이 ‘倭城’이라고 불리는 성곽이다. 왜성은 ‘조선의 역’
후반에 명･조선군의 맹공을 받아 울산왜성 등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그림
4). 그러나 명･조선군의 공격으로 함락된 왜성은 한 군데도 없어서, 조선 측은 성벽으로
몇 겹씩 에워싸인 일본식 성곽의 높은 방어력에 경탄하였다.

<그림 4> 울산왜성의 공방전(≪戰國合戰圖屛風の世界≫ 和歌山縣立博物館)

명･조선군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농성하는 울산왜성에 맹공을 가하였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한 채 일본군 원군이 내습하자 포위를 풀고 철퇴하였다. 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사실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 측은 일본 성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왜성을 공격한
조선군은, 조선의 성곽은 하나의 성벽으로 에워싼 單郭 형식의 것이 많은 데 비해 일본
의 성곽은 성벽을 몇 겹으로 둘러 친 複郭 구조가 특징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外城을 깨트려도 內城이 있어서 방어선이 여러 겹으로 구축되어 있어 아주 공략하기 어

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36)(그림 5). 또 건물이 성벽 위에서 걸친 것처럼 성 밖으로
튀어 나와 있어서 농성하는 일본군은 공성하는 조선군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비처럼
36) ≪宣祖實錄≫卷 109, 32年 2月 壬子(2日)條. “城築五周, 雖陷外城, 內城又有, 決難陷矣”
≪宣祖實錄≫卷 39, 26年 6月 壬子(29日)條. “倂集王城中築城, 寨中置寨, 柵中立柵, 其防範周密”

5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총탄을 쏘기 때문에, 조선군은 그 아래에서 성 안의 형세를 살필 수가 없고 또 총탄 아
래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일본 성곽의 성루에 보이는 ‘이시오토시(石落し: 성벽 위에 마
루처럼 밖으로 튀어 나오게 설치한 부분으로 돌이나 뜨거운 물을 떨어뜨리는 장소)’와
같은 기능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37)

<그림 5> ≪征倭紀功圖巻≫에 묘사된 순천왜성(모사, ≪倭城の研究≫ 4)

이 그림은 명군의 종군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雖陷外城, 內城又有城’이라고 평하였듯이
벽과 해자로 여러 겹으로 방어선이 설치된 일본 성의 특징이 잘 그려져 있다.

또 조선 측이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성곽의 성벽(돌담) 구축 기술이었다(그림 6). 조
선에서는 고대부터 석축 성벽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쌓는 방법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쌓아 올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완만한 경사로 쌓아 올린 일본 성곽의 돌담은 아주 기이
하게 비춰졌을 것이어서 많은 관찰 기록이 있다.38) 조선 측에서는, 이들 성벽은 운반 곤
란할 정도의 대형 석재로 쌓으며, 공성 측의 파괴 공작을 견딜 수 있도록 강고하게 기초
부분을 넓은 폭으로 쌓고 상부로 쌓아 올려 가면서 경사를 세우는 것은, 성벽 아래쪽에

37) ≪宣祖實錄≫ 卷96, 31年 正月 乙丑(3日)條. “二十三四兩日交戰之後, 卽進兵道山城下. 城凡四重,
外城周遭於山下, 土築低微, 我兵得以改開. 其內三城, 石築堅固, 城上列置房屋, 其屋跨出城外, 彼
得以俯瞰制我, 放丸如雨, 我從其下, 旣不能察見城中形勢, 又不得近於銃丸之下, 我兵不得已屯於丸
所不到之處”
38) ≪宣祖實錄≫ 卷109, 32年 2月 壬子(2日)條. “上曰, 賊寨甚險云, 何以築之, 李光庭曰, 城石極重,
難可運之, 且城基則甚廣, 而上端則漸銳, 城門回曲, 難得馳入. 石城高二丈, 石城之上, 又築土壁一
丈矣. 上曰, 賊城難拔云, 何以言也, 李光庭曰, 城旣堅固, 鐵丸如雨, 是以難拔矣. 釜山, 西生浦皆然”
姜沆, 앞의책 <賊中封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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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공성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였
다. 조선 측에서는 강도와 방어력 면에서 일본식 성벽이 군사적으로 유효한 기능을 지니
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6> 조선의 기존 성벽(왼쪽, 해미읍성)과 왜성의 성벽(오른쪽, 서생포왜성)

조선의 성벽이 수직으로 쌓여 있는데 비해 일본식 기술로 축성된 왜성의 성벽은 경사를 지니고 있
다. 조선은 일본 성곽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관심은 이윽고 경사가 있는 성벽 구축 기
술로 수렴되어 갔다.

‘조선의 역’ 종결 후 일본군의 재침공과 북방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온 여진족에 대비
하여 국방 체제의 재편을 추진한 조선에서는 왜성을 국방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타났
다.39) 이 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은 ‘조선의 역’ 당시의 국왕 선조 자신이었다. 선조
는 전장에서의 보고를 듣고 일본의 성곽이 조선의 성곽과는 꽤 다른 구조로 우수한 것
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40) 도성인 한성의 성곽에 대해서도 실제로 시찰
하여 보고 생각지도 않게 실소를 터뜨리고 말 정도로 불충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
다.41) 왜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은 전쟁 당시부터 이미 나와 있었는데, 비변사와 저
39) 太田秀春, 2008 <朝鮮後期の國防体制再編における日本城郭－朝鮮の役後の倭城再利用の実相と城郭
観－> ≪朝鮮學報≫ 208
40) ≪宣祖實錄≫ 卷109, 32年 2月 壬子(2日)條. “上曰, 賊城與我國城制, 絶遠矣. 我國西方城寨, 極爲
無狀, 我國人可謂無算. 以倭比我國人, 則霄壤不侔矣”
41) ≪宣祖實錄≫ 卷92, 30年 9月 庚子(12日)條. “上曰, 一時山城之議起, 而皆曰, 山城好, 莫有是非.
不擇形勢, 處處修築, 故一山城敗, 而人心驚駭, 曰, 山城亦不可守, 以此益致潰裂. 我國之事, 等兒戲
耳, 誠可痛心. 京城萬口一談, 皆曰可守, 而頃日巡城時, 始見制度等事, 不覺失笑. 如彼處置, 做得何
事. 城堞, 聽葉鱨指授而爲之, 非徒不能射, 亦不能窺賊, 是所謂西施顰, 而從之顰也. 徒爲論議, 何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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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의병장인 곽재우, 도체찰사 등의 요직을 역임한 이덕형 등이 왜성을 활용한 국방
체제의 정비를 주장하였다.42) 이러한 국왕 선조와 전투 경험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왜
성의 재이용과 일본식 축성 기술의 도입이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침공한 일본측의 일대 거점이었던 부산의 子城臺倭城이 부산진성으로 재이용되
었다(그림 7). 종래 부산진성은 ‘조선의 역’의 서전으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 의
해 함락되었는데 그것을 왜성으로 이설하는 형태가 되었다. 일본의 재침공이 있는 경우
가장 앞에서 공격 대상이 될 부산에서 왜성이 재이용되는 형태로 국방 체제가 펼쳐진
것은 조선 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엿보게 해 주는 것이다. 또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대규모 왜성인 西生浦의 경우도 인접해 있던 서생포진성이 왜성으로 이설되었다.
이들 왜성 이외에도 울산, 사천, 남해의 각 왜성에는 수군의 거점인 船所가 설치되었다.
왜성을 국방 체제로 편입하는 한편 일본의 축성 기술도 도입되었다. 조선의 성곽 축
성법(城制)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대로 국왕 선조 자신이 불비함을 지적하고 있고, 또
명나라 원군을 이끌고 온 總兵 楊元도 한성의 성곽을 시찰하고 면적은 넓은데 성벽은
낮아 지키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군이 침공할 때마다 명
군을 파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한성과 평양 등 주요 도시의 방어에 무언가 방책을
강구하여 수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3)
於事”
42) ≪宣祖實錄≫ 卷74, 29年 4月 乙巳(9日)條. “備邊司啓曰, … 蓋巨濟, 正當海門, 若舟師入據其地,
因前日已成倭壘(倭城), 而莊船於海口, 可以觀勢乘便, 要截於絶影島釜山洋中, 庶可有望萬一, 只恐
舟師寡弱, 不能收效耳”
≪宣祖實錄≫ 卷120, 32年 12月 戊子(13日)條. “慶尙左兵使郭再祐馳啓曰, 臣去(1599년)十月十九
日, 到任本營(蔚山), … 本營以最先受兵之地, 軍少至此, 防禦之事, 極爲可慮. … 臣之愚意以爲, 禦
賊莫如守城. 邊城不守, 則賊至必潰, 軍潰將走, 將何以禦之乎. … 而壬辰年前, 大築邊城, 竟不能守,
變亂以後, 又築山城, 且不得守, 晋州見陷, 黃石亦敗. 自是以後, 軍民皆以城爲死地, 論者亦以城爲
不可守. 謂城難守則可, 謂城不可守, 不亦誤乎. 臣本庸愚, 猥蒙重寄, 有報天恩, 萬死無恨, 安敢懷必
生之計, 以守城爲危乎. 臣觀島山城(蔚山倭城), 淸賊(加藤淸正)役累萬之衆, 築必守之城, 城之堅固,
固無比也, 且因斷山, 築城極巧, 眞平地之一山城也. 外城周回, 只六百餘把, 精兵二千, 亦足可守, 而
內地之卒, 不習戰鬪, 道路且遠, 邊警若急, 聚合誠難, 臨變急遽之際, 驅無糧之卒, 入守空城, 其勢必
敗. 慶, 蔚之軍, 八年討賊, 慣於力戰, 精兵不爲不多矣. 若勿論公私賤, 本土流民, 盡數括出, 則慶,
蔚兩府, 可得守城軍二千餘名. 以此軍, 永屬於守城, 且於內地各邑, 括出諸色雜軍六千餘名, 爲守城
軍, 奉足一人, 一年各出米二十餘斗, 則可以支二千名一年所食”
≪宣祖實錄≫ 卷133, 34年 1月 丙辰(17日)條. “左兵營島山(蔚山倭城), 有淸正入處之營, 故兵使李
英去時, 臣喩以可守之意, 則英曰, 見形勢然後, 當爲之云, 而右兵營, 則馬山賊壘(馬山倭城), 亦有之
矣. 上曰, 馬山可以築城乎. 德馨曰, 小臣不見馬山, 不知形勢矣. 若可據險, 則右兵使可以入處. 釜山
亦有賊營(倭城), 鍊兵數千, 堅守倭城, 則可以據險”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55

<그림 7> 왜성을 재 이용한 西生浦鎭城(왼쪽)과 釜山鎭城(오른쪽)

서생포진성은 광대한 서생포왜성의 산허리부터 산기슭 부분까지 재이용되었으며 부산진성은
자성대왜성이 축성되어 있던 구릉을 중심으로 주위로 성역을 확장하여 진성이 구축되었다.
(왼쪽: ≪조선후기지방지도≫ 규장각, 오른쪽 : ≪朝鮮通信使≫ 東京國立博物館)

이러한 과정에서 착목한 것이 일본의 城制이다. ‘조선의 역’의 기간 중에 일본군이 축
성한 왜성을 통하여 일본의 성제를 눈으로 본 조선 측에서는 왜성의 일부를 재이용하면
서 한편으로 일본 성곽의 성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북방의 성
곽에 대한 일본의 성제 도입이다.44)
‘조선의 역’ 기간 중에 세력을 확대한 누르하치는 여진의 통일을 꾀하면서 조선에도
압력을 가하여 왔다. 선조는 누르하치는 보통의 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대
하며 평야에서의 전투에서는 승산이 없으므로 ‘堅城大鎭’ 즉 견고하고 규모가 큰 성곽에
서 농성하며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45)
그리고 선조는 ‘堅城大鎭’에 의한 방어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의 축성 기술의 도입
43) ≪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癸巳(8日)條. “俺見王京, 城大而低, 守之甚難. 今雖盡殲倭賊, 安保其
更不來犯乎. 貴國文才忠義則有裕, 而無勇猛者. 賊若來犯釜山, 則是乃門庭之寇, 而不可每請天兵.
王京開城ㆍ平壤等處, 作何方略以守耶”
44) 북방의 성곽에 일본 성곽의 성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中西豪, 1987 <朝鮮側史料に見る倭城
－その観察と理解の実相－> ≪朝鮮學報≫ 125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나카니시(中西)씨는 최종적
으로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결론 맺고 있다.
45) ≪宣祖實錄≫ 卷68, 28年 10月 丙午(7日)條. “此非尋常之虜, 帶甲十萬, 決難支吾. 關西士卒有幾,
豈不寒心. 彼虜善射慣戰, 長於馳擊; 我兵單弱怯懦, 爭鋒於原野. 其勢必敗, 而平地之城, 亦恐難守,
須令擇山城入據之. 小小鎭堡土兵, 不過十餘, 有無不關, 而適足爲虜人所資, 皆令疊入於堅城大鎭,
淸野以待, 必據險邀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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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도하여 북방의 거점을 왜성을 참조하여 개수하도록 명하였다.46) 이에 따라 兵曹에
서는 개수에는, 姜沆, 孫文彧, 丁夢鯫 등이 일본에 체재한 경험이 있어 일본의 성곽을 잘
알고 있으므로 北兵使軍官의 칭호를 주어 북방에 파견하여 지도하게 하고, 효과가 있으
면 그대로 邊將으로서 주류시킬 것을 제안하여 선조의 허가를 얻었다.47)
그 후 이들 계획은 실행에 옮겨져 함경도의 경성(함경북도 경성군)이 1615년에 일본
의 축성 기술을 도입하여 개수가 이루어졌다48)(그림 8). 경성의 경우 기본적인 구조는
당시 명에서 막 입수에 성공한 최신의 병서인 ≪紀效新書≫49)에 따르는 형태로 개축되
었는데, 성벽은 일본식의 경사가 있는 구조로 개수되었다. 이 시기는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1616년) ‘七大恨’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명을 공략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이러한 북방의 군사적 긴장 상태 중에, 경성이 일본식의 축성 기술을 도입하여 개수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과 남부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竹州山城(경기도 안성시)을
꼽을 수 있다. 1604년 죽주산성의 개축이 의제로 떠오르자 선조는 종래의 조선의 성은
‘失制’라고 비판하고 ‘倭制’를 쫓아 개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죽주산성은 기본적
인 성곽의 선은 종래의 조선의 산성을 답습하고 있지만 성벽 자체에는 일본의 축성 기
술이 도입되어 개수가 실시되었다.50)
46) ≪宣祖實錄≫ 卷127, 33年 7月 戊午(17日)條. “備邊司啓曰, (중략) 經變以後, 軍政廢弛, 依上敎, 別
遣詳知倭城形制者, 馳赴巡察使營下, 道內城子, 雖不能一時改築, 其中尤甚防緊, 而頹壞不修者, 爲
先修築, 參以倭城形勢, 刻期畢功待變”
47) ≪宣祖實錄≫ 卷127, 33年 7月 乙丑(24日)條. “兵曹啓曰, 北道城制, 一依倭城改築事, 承傳矣. 被擄
人等, 前後出來者, 不爲不多, 而其中前佐郞姜沆, 部將孫文彧, 務安居武出身丁夢鯫, 久在倭中, 亦
必詳知日本城池機械矣. 此人, 北兵使軍官稱號下送, 出入諸鎭敎誨後, 如有成効, 仍差本道邊將, 以
酬其勞何如. 傳曰, 允”
48) ≪北路紀略≫ 卷一, 關防, 城池條(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按鏡城城築之壯固最稱於北路, 李澤堂植
築城記曰, 鏡城北按山戎南受漕轉據一路之脊, 當六鎭之衝, 萬曆乙卯, 金節度景瑞, 除古城而新之,
丙辰夏始役, 親勒軍發北山石, 大者挽用四五百人, 小者用百數十人, 城高五丈, 大石參半, 規模倣戚
氏書, 而略採蠻制, 若腰鼓者, 又他道之未有也, 及金節度限滿, 而去李兵使守一來畢其役”
경성에서의 일본의 성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에 차용걸씨가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車
勇杰, 1980 <兩江地帶의 關防體制 硏究試論－18세기 以後의 鎭堡와 江灘把守의 配置를 中心으
로－> ≪軍史≫ 창간호). 또 돌담 구축 기술의 면에서는, 李建河씨가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李
建河, 1994 ≪韓日石垣の構築設計体系に關する研究－韓日技術書における比較設計論－≫ 東京工業
大學博士論文). 그런데 근래에는 노영구씨가 이러한 돌담은 조선의 기존 형식이라고 부정적인 견
해를 제시하고 있다(盧永九, 1999 <조선 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震檀學報≫
88. 나중에 나의 번역으로 2003 ≪城館史料學≫ 創刊號에 수록).
49) 盧永九, 1997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57

<그림 8> 일본식 축성 기술로 개수된 경성과 죽주산성의 성벽

이들 성곽의 선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계획을 답습하고 있지만 성벽의 구축 기술은 ‘倭制’ 즉 일본식
축성 기술이 채용되어 경사가 있는 성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축성 기술은 그 후 조선 성곽
에 전면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북방의 요충 등에서 채용된 의의에 대해서는 유의하여도 좋을
것이다.(왼쪽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3 이조편1)

전쟁 당시 조선 측에서는 일본의 성곽을 상세히 관찰하여 그 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심은 돌담[石垣]의 구축 기술로 수렴되어 갔고 일본식 축
성 기술로서 도입된 것은 돌담의 구축 기술이었다. 돌담의 구축에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
집단이 불가결한데 그 집단의 형성에 대해서는 왜성의 축성에 가담한 조선인의 존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군의 거점 주변에는 많은 조선인이 還
住해 있었고 이들은 일본군의 거점인 왜성의 축성에도 가담하고 있었다.51) 왜성의 축성
50) ≪宣祖實錄≫ 卷182, 37年 12月 丙寅(21日)條. “備邊司啓, 竹山山城(竹州山城), 今將修築. (중략)
傳曰, 允. 我國城子, 失制, 山城則雖因山勢築之, 然其制度, 略倣倭制, 須存深慮, 爲之可也. 此意竝
諭. 且遣相地官, 與李光岳, 本官守令, 眼同相其形勢城門可當處, 及他幸有相地之事, 遣之可也.”
≪宣祖實錄≫ 卷186, 38年 4月 丁卯(23日)條. “備邊司堂上李時言啓曰, 臣前往竹州山城, 與防禦使
李光岳, 設砦便否, 眼同看審, 則城子周回之中, 自東至西, 山脊陟起, 狀如伏龍, 城之南北, 則皆是溝
壑, 彼此不得相望, 如或受敵, 變生倉卒, 亦不得以時相救. 故府使李惟弘, 欲設砦於山脊, 爲主將駐
箚指揮應變之所, 而若城之左右不利, 則預作壘, 輒入收保之計, 此乃陣法內圓陣之義也. 宜從本州所
報, 創爲新制, 允爲便益. 城役則依倣倭制, 城身已畢, 只餘北門基址三十餘把, 時方設築, 東南兩門,
欲爲蓋瓦.城堞則據險處不築, 受敵最緊處, 欲爲燔甎營築, 故未及始役, 而開月念間, 似畢云矣”
51) ≪宣祖實錄≫ 卷93, 30年 10月 己卯(22日)條. “經理接伴使李德馨, 啓曰, (중략) 其免死帖, 則書行
長營下, 仰役勿殺云云, 而塡其名, 如腰牌形. 我國人通書, 則似是谷城, 順天隣境居民等所爲, 而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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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 ‘조선의 역’에 대하여 교과서의 기술과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에서 밝혀진 과
제를 중심으로 본인의 연구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우선 이른바 ‘被虜人’을 비롯한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 즉, 이 글에서는 ‘附倭’
로 정의한 사람들의 인적 이동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부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실시한 還住 정책을 전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은 히데요시의
의도에 따라 명으로의 침공을 위한 거점으로서 조선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
민이 적대할 경우에는 공격을 가하였지만 還住하여 온 경우에는 보호하여 통치하였다.
일본군의 還住 정책을 바탕으로 전쟁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살아 나가기 위한 선택으
로서 還住한 주민들, 즉 ‘부왜’에 대한 조선 조정의 분노는 상당한 것이어서 당초에는
還住한 주민들이 조선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 측의 대응은 일본

군의 還住에 응한 주민들의 이후의 행동에도 강한 영향과 제약을 주었을 것이다. 그 때
문에 이들 주민이 돌아오도록 호소하기 위해 명군의 주도로 복귀한 주민의 목숨을 보장
하는 증명서인 ‘免死帖’을 발급하여 주민의 불안과 불신감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과 명･조선군 사이에 참으로 주민 쟁탈과 같은 상황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 이른바 ‘근세 초기 도래 조선인’52) 중에는 당연히
‘被虜人’과 같이 강제를 동반한 이들도 존재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이 ‘被虜人’과 같은 형태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도 무리이다. 오히려 ‘被虜人’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으로의 이동이 존재하

端書餘生人等白活, 沒有書姓名”
이 조선인들이 ‘免死帖’을 지니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휘하에서 노역하던 시기, 고니시
군은 거점인 순천왜성을 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이 관여한 작업은 이 축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2) ‘근세 초기 도래 조선인’이란, ‘조선의 역’에 의한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을 아우르는 호
칭으로 종래는 ‘被虜人’으로 일괄 취급하여 온 인적 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鶴園裕 外編, 1991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来朝鮮人の研究－加賀藩を中心に－≫ (科學研究費補
助金研究成果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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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상정하는 편이 자연스럽다.53) ‘항왜’의 경우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인적 이동도 일방적･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복잡하
고 다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史實이야말로 이 전쟁의 실태를 여실히 이야
기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상대적･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전쟁의 의의
와 실태를 생각할 때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 전쟁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또 왜성과 전쟁에 따른 조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군사 기술의 전파에서 분석하였
다. 전쟁 중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총이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축성 기술도 도입되었
다. 조총이 그 후 조선의 군사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데 비해 축성 기술의 경우는 국지
적으로 도입되는 데 그쳐 조총과 같은 전개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 이러한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객관적 판단과 인적 자원(기술자 집단)이 존재하였
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목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축성 기술이 국지적이긴 하지만 군
사적으로 극히 중요한 지점에 도입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교과서의 기술에 보이는 것처럼 일본군의 서전의 승리는 조총의 위력 덕택이 컸는데,
조선에서는 ‘降倭’ 중에 조총 제조 기술을 가진 자들을 편성하여 조총의 제조･생산에 종
사하도록 함으로써 조총의 양산에 성공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으로의 도자기 기술 이
입에는 조선의 도공이 존재하였다. 기술의 이전과 도입은 인적 자원의 존재가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적 흐름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축성 기술과 같
은 고도의 토목 기술은 당연히 전문 기술자 집단의 존재 없이는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없으며 이들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고찰할 필요가 있
다. 기술 이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형성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앞서 서술한 일본군과
주민, 즉 ‘부왜’와의 관계일 것이다.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역’은 한일 양쪽 모두에 관계사와 교류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 사항의 하나이며 교과서에는 기술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
정 반드시 다루어지는 항목이다. 그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
며 교과서의 기술을 생각할 때에도 ‘조선의 역’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한일 양쪽의 관
계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항상 계속하여 물어 나갈 필요가 있다.

53) 실제로 일본군에 붙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 온 사례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시마즈씨(島津氏)를
안내한 조선인이 가고시마(鹿兒島)에 와 있었는데, 이들은 ‘被虜人’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하여
야 할 것이다. 深港恭子, 2000 <薩摩焼をめぐる苗代川文書について> ≪黎明館調査研究報告≫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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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현명철
발표의 의의
발표자는 임진전란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하고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분과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 중 4가지 문제 즉 왜성, 부로인의 실태, 병량공급시스템,
전쟁에 의한 조선사회의 변화를 주목하여 주로 환주정책과 왜성에 대해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필자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임진왜란의 명칭은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다른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일본,
조선, 중국이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조선의 역’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에서 조선으로는 降倭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동하였으나,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은 피로인과 같이 강제적으로 이동되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 위
해 還住 정책을 분석하여 자발적인 이동을 강조하였다.
4. 일본군이 병량 확보에 고통을 겪었다는 기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 위해 왜성의
구축이후 현지에서의 환주정책의 성과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기술 전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일본군의 현지 지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상당수의 조선인이
일본에 붙어 있었던 모습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얻은 성과(무
기의 발달, 왜성 수축 기술 등)도 존재함을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Ⅱ. 비평
1. 임진왜란을 ‘조선의 역’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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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내 반란이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한 행위를
진압한다는 의미로 ‘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침략 당사자의 전쟁관을 드러내는 용어
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침략자의 견해에 동감한다는 것으로 느껴져 몹시 위
화감을 느낀다.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대화를 원점으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
2. 사람과 사물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기술된 혐의가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임진왜란의 성격이 무엇인지 통신사가 왕래하였던 이웃나라에 대한 침략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전혀 배려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승패 사관에서 전투 그 자체만을 보고자
하는 좁은 시야에서의 바라보고자 하는 관이 있다.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임진왜란은
권력에 의한 대규모의 약탈 전쟁이었다. 도자기, 활자, 서적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빼앗아 갔다. 기술자도 끌고 갔다. 조선에서 사람과 물자가 일본으로 이동한 것은 너무
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병사와 물자가 조선으로 이동하
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물자의 약탈을 보충하는 것은 아니다.
3. 환주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견해에 대해
전쟁은 폭력을 동반한다. 환주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폭력성, 위협, 공
포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비굴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을 왜곡하는 일이며 나아가 폭력적 전쟁을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전쟁이든지
대민 선무공작은 행해지는 것이다. 일본의 통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의
전쟁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임진왜란에서 환주정책이 성공하였다면 두 나라 사이에 불
구대천의 원수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
하였던 것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 발표자가 이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환주정책
의 성과라 표현하는 것은 전쟁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아울러 조선의 부왜에 대한 강
경책이 환주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의미가 있음을 발표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언급이 없고 오히려 부왜 강경책으로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만을 언급
하고 있다.
4. 병량 확보는 충분하였다는 견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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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병량 확보가 항상 충분하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사료를 무시하고 필
요한 사료만을 모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가능하다. 아무리 유리한 전쟁이어도 병량의
문제는 따른다. 더구나 의병과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이 병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
는 것은 상식적이며 많은 사료에서 확인된다.
5.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기술 전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조총에 대해서나 축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고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
다. 새로운 견해가 아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무기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였다. 전
통적으로 화약무기가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조선으로서는 전쟁을 통해 기술개발
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쟁 후기 거북선에 탑재한 대포의 위력이 일본 수군을 곤란에 빠
뜨렸음은 좋은 예이다. 왜성의 구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가며
太田의 발표는 전쟁하 점령지에서 나타난 복잡한 인간 행동과 사회 변화에 대해 일정

부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면이 보이며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진왜
란을 어떻게 기술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임진왜란
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임진왜란 이후 200여 년 동안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 간에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은 임
진왜란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한일간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수
립하자고 노력하고 있다. 한일역사공동위의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교과서 분
과의 공동 책임은 어떠한 교과서의 기술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발표문은 물론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겠으나, 다시금 임진왜란에 대해 대
결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는 것으로 상당히 당혹
스럽다. 전쟁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요원하다는 점
을 발표자는 깊이 생각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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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평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먼저 이 논문의 전제가 되는 인식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필자는 전쟁이라는 행위로 인
해 일어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대의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만큼 이 점은 항상 의식하고 있으며 전쟁을 긍정하거나 찬미하려는 생각은 털끝만
큼도 없다. 이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또 분량의 문제 등도 있어서 논문 중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해 두고 싶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논문
에도 이 점에 대해 보충하고 싶다. 아래는 모두 이러한 인식을 대전제로 한 코멘트이다.
전쟁의 명칭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말한 대로 일단은 ‘조선의 역’을 사용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사용하여 온, 전쟁을 의미하는 ‘역’을 이용한 것은, 반란의 진압 등이 아니라
‘역’이라는 한자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인 ‘전쟁’ 때문이다. 장래 한･중･일 3국에서 공통
의 균일한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명칭이 형성되어 일반에게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별
개로 하고, 학술적인 교류의 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은, 논문에서 말
한 그대로이다.
명칭에 대한 좋은 예로서 왜성이 있다. 왜성은 히데요시(秀吉)軍이 한반도에 쌓은 일
본식 성곽으로 본래 한국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왜’라는 문자의 이미지
때문에 왜성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
서의 한일 학술 교류가 왕성해져서 결국은 학술 용어로서 일본에서도 왜성의 명칭이 정
착되어 일반화되었고, 현재에는 한일 공통의 용어가 되었다.
또 인적･물적 이동과 환주 정책에 따라 일본에 붙은 조선인(‘附倭’), 병량과 기술 전파
의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들은 교과서에 기술하는 역사적 사실의 전제로서
이러한 史實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전쟁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밝혀 나갈 필요가 있다
는 시점에서의 고찰이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상황 하
에서 일어난 史實에 대해 종래와 같은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다각적인 시점에서 그 모
습을 밝혀 나가는 것이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환주 정책에 따라 일정 수의 조선인이 ‘부왜’가 된 사례도, 논문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며 환주한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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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잡으라는 등의 일본군의 요구는 참으로 교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
한 지배가 지역 주민의 심리와 조선 사회에 남긴 상흔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결국, 환주의 과정과 결과를 밝히는 것은 전쟁에 농락당한 주민의 비참한 모습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반복되지만, 필자는 전쟁을 긍정하거나 찬미하거나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일본군
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교과서 기술의 전제가 되는 연구가 중요하다. 교과서
에 드러나는 전쟁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은
가라는 문제를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가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결국
교과서에 반영되어 한일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문제 없는 수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김도형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기무라 간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67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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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근대 한일관계의 시작과 朝日修好條規
Ⅲ. 1880년대 초 조선의 근대개혁과 일본

Ⅳ. 청일전쟁 전후의 한일관계
Ⅴ.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과 병합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한일관계는 1876년 朝日修好條規 이후 새로운 ‘근대적’ 모습으로 바뀌었다. 華夷體制,
朝貢體制라고 불리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서양 열강이

주도하는 ‘萬國公法’ 이름 하의 국제체제로 개편되어 갔다. 만국공법체제는 형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힘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적 국
제질서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임한 동양 3국(청, 일
본, 조선)의 대응 태도는 매우 달랐다. 청은 이미 서양 열강에게 침탈을 당하면서 각종
이권을 빼앗기고, 또한 주변의 ‘조공국=속국’도 차례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화이체
제의 파멸에 직면하였다. 일본은 서양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맺고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
었으나,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당했던 불평등조약을
이웃 나라인 조선에 강요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국은 마지막 남은 ‘屬國’ 조
선을 근대적인 국제질서 속의 ‘속국’으로 침탈하고자 종전 ‘자주’하던 조선의 내정 간섭
을 강화하였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은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조선은 청과 일본
양국의 ‘생명선’이었기 때문이었다.

6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이에 비해 조선정부와 집권층의 대부분은 화이체제 틀 안에 안주하려 하였다. 오히려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강의 침탈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도 점차 국제정세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1880년대에 들어 청과의 전통
적인 관계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는 가운데 서양 여러나라와 새로운 국제 관계를 맺
어 갔다. 조선을 둘러싸고는 전근대적 조공체제와 근대적 만국공법체제가 동시에 작용
하였다.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근대적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근대적’ 국제질서를 지향
하였다. 이는 대외팽창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을 마음대로
침략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전근대적 ‘교린’ 관계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신사 교류는 1811년에 중단되었는데, 한일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은 ‘朝日修好條規’를 통해서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제국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유지되었고, 결국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조선 침탈
과정에서는 양국 사이에 수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겉으로 조선의 영토와 자
주독립을 보장한다고 내세우면서 침략을 행하였다. 한일 간의 조약은 외형상 쌍방이 합
의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힘의 우열에 의해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구조로 전개된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당시에도 서로 매우 달랐다. 한국에서
는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대대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동양
의 평화, 한국(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우며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현
재의 한일 역사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강조하고, 한일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침략을 미
화하는 논리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조약을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
본의 침략성, 강압성을 은폐하고 이를 “합법적인 형태”로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
약들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당시의 제국주
의 침탈과 식민 지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간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이 있을 때마다 한일, 중일 간에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마
찰이 일어났다. 최근 2001, 2005년에는 지금까지 어느 교과서보다도 우익 성향이 강한
교과서가 만들어져 문제가 더욱 격하게 일어났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에
서는 이를 다룬 연구들도 많다.1)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국 교과서
1) 학문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 가운데는 정재정, 2002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와 그 전망>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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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술된 한일관계와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정한 조약을 이해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들어난 字句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흐르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
략’, 곧 조약 체결에서 일본이 행한 强壓性과 不法性을 어떤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느냐
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주체적인 근대화 개혁운동과 일본 침탈에 대한 저항운
동을 어떻게 결합하여 기술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2)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재 사용 중(2005년 검정)인 일본의 중학교 사회
(역사) 교과서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扶桑社, ≪新しい歷史敎科書≫와,
채택율이 높은 東京書籍, ≪新しい社會 歷史≫, 그리고 扶桑社 교과서 핵심 인사들이
2009년에 다시 만든 自由社, ≪新編 新しい歷史敎科書≫도 덧붙어 살펴보았다. 또한 필요
한 경우에는 각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도 참조하였다. 한편 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
과서는 국정(교육인적자원부, 2002)이기 때문에 한 종류만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교과
서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교과서를 분석, 비판하는 것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3)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나라

구분

연번
①
②
③

2005
일본
중학교 사회
2005
2009
한국
중학교
2002
* 일본교과서는 檢定濟年을 기준으로 함.

출 판 사
≪新しい歷史敎科書≫ (扶桑社)
≪新しい社會 歷史≫ (東京書籍)
≪新編 新しい歷史敎科書≫ (自由社)
≪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저 자
藤岡信勝 외
五味文彦 외

史硏究≫ 116 ;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 2008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

화사) 등이 참조된다.
2) 이런 문제의식을 정리하는데 다음의 연구도 참고하였다. 김민규, 2009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
된 ‘조약’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1876~1895)> ; 김기정, 2009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러일
전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식민지 강제편성과정 : 1904~1910년간 한일간 체결되었던 조약
을 중심으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음)
3) 인용한 부분의 밑줄은 강조를 위해 인용자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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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 한일 관계의 시작과 朝日修好條規
1.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그 성격
막부 말기, 서양과의 통상 교류를 거부하고 ‘鎖國’ 정책을 취하던 일본은 서양의 무력
에 굴복하여 불평등조약을 맺고 ‘開國’하였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이른바 근대국제질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일본은 서구 문명
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 체제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밖으로 침략을 시작하였다. 주변 지
역(류큐, 북해도 등)으로 세력을 확산하여 영토를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조선을 넘보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먼저,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조선에 보냈다. 새롭게 국가체제를 만들
었던 점에서 이 문서에 사용된 용어가 종전의 것과 달랐다. 일본 국왕을 높이고, 조선
국왕을 낮추어 보는 표현 등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舊例를 들어 문서 접수를 거
부하였다. 그러자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빌미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征韓論이 일어
났다. 일본 국내의 정치변동 속에서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실각하였지만, 정권을
잡은 세력들도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였다. 드디어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운양호 사건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마침내 朝日修好條規(이른바 江華島條約)가 체결되고, 한일 간
에는 새로운 ‘근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약체결을 강요했던 일본이 특히 유의했던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을 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는 일이었다. 곧 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래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의 朝日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자유롭게 침탈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이를 중시하여 그 조약 제1관에 “조선은 자주의 나라”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근대적인 질서, 곧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를 조약 속에 담으려 하였다.
곧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들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당했던 내용과, 또 서구
열강이 중국을 상대로 맺었던 내용을 조선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국제질
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조선은 문호개방의 조건으로 아편 수입, 무기 수입, 천
주교 포교 등을 금지시키는 것에만 유의하여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조문 속에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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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권, 항구의 일방적 개방 등이 포함되었다.
조약체결에 임하는 조선의 입장은 일본과 달랐다. 국제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중국을 믿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안주하려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요구한 ‘自主之邦’이라는 字句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근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은 內治와 外交(交隣)에서 이미 ‘自
主’의 나라였기 때문이었다.4) 따라서 일본과의 수교는 그 동안 단절되었던 交隣을 복원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條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條規’라고 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5) 당시 정부는 西洋=夷狄은
당연히 배척해야 하지만, 일본은 서양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
물론 일본과의 통교는 일본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미 조선 내에서도 개항 통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부의 핵
심 세력 가운데서도 夷狄의 문물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北學論을 계승하고 있던 사람
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대표하던 사람이 朴珪壽였다. 그
는 청국 使行을 다녀오면서, 청국이 서양과 통교한 것을 이해하고, 국가의 부강을 위해
서도 서양과 통교하고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과의
‘書契’ 문제가 일어났다. 박규수는 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일본이 스스로
皇室, 勅 등으로 높여 부르는 것은 타국인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또
圖書, 書幅, 封套 등의 문제는 큰 일이 아니므로 신경 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 처지에서 일본과는 信義에 의거한 交隣관계가 필요하다고 하
고, 만약 우리가 書契를 거부하고 일본과의 수호를 거부하면 원한을 품게 된 일본이 무
력적으로 침략하고, 이에 우리를 엿보고 있던 서양도 합세하게 되면, 이에 대응할 良策
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였다.7)
이와 같이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많은 편차가 있었
다. 이런 차이가 현재의 한일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주로는 ①전근대
4) 적어도 당시에는 ‘自主’와 ‘獨立’은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다. ‘독립’이라는 청국에서 벗어나는 의
미로 사용하였고, 당시 사람들도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독립’되었다고 생각하였다.
5) 김민규, 2006 <조규? 조약!> ≪역사비평≫ 75 ; 김민규, 2009 <앞 글>
6) 고종은 “與倭續好 匪洋伊和(왜와 더불어 계속 수호하고 서양과는 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8자야
말로 긴요한 말이며 斥邪綸音의 포고나 洋貨禁輸論도 또한 바꿀 수 없는 논의이다”라고 하였다
(≪日省錄≫ 고종13년 1월 28일). 그러나 이에 비해 척사론자들은 ‘倭洋一體’의 입장에서 일본과
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7) 김도형, 2004 <개항 전후 실학의 변용과 근대개혁론> ≪東方學志≫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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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질서와 청･조선의 관계, 이와 관련된 ‘自主之邦’의 역사적 성격 문제, ②조약
의 성격과 불평등성 문제 등에서 그러하다.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명치정부는 유신 직후인 1868년 새로운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였다. 그러
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기를
거부하였다. 명치정부는 조선과의 외교에서는 시작부터 실패하게 되었다.(151쪽)
국내에서는 1873년 일본의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하여 사족들 사이
에서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자는 征韓論이 끓어올랐다. 廢藩으로 일을 잃은 사
족들은 징병령이 시행되자 무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여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
들 가운데에는 조선과의 싸움으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과시하고자 하려는 자도 있었다. (…)
(152쪽) <주: 그 뒤에 일본은 1875년 강화도 앞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주변의 연안을
측량하는 등 압력을 가한 끝에 군함이 포격을 받고 교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
를 이유로 일본은 이듬해인 1876년 일조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다. 이것은 조선에 있
어서 불평등조약이었다.>.(153쪽)
명치 신정부는 정권 수립 후 바로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중국의 청조에 조공하
고 있던 조선은 외교관계 맺는 것을 거절했다. 조선의 개국시킨 1876(명치 9)의 일조수호조규는
그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청조의 영향으로부터 조선을 분리시키
려는 목적이 있었다.(163쪽)
② 東京書籍(2005)
중국과 조선: 청과는 1871년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일청수호조규)을 맺었는데, 중국에 조공
하고 있던 조선은 구미에 대하여 쇄국하고, 또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다. 정부 내
에는 무력으로 개국시키자는 주장(정한론)이 고조되었다. 1873년 일단 사절의 파견이 결정되었
는데, 구미에서 귀국한 岩倉이나 大久保는 국력의 충실이 먼저라고 하여 파견을 중지시켰다.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1875년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다음
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조약(일조수호조규)를 맺고, 조선을 개국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
은 불평등조항을 강요한 것이었다.
일본이 조선ㆍ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구미형의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가
지고 들어온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와 대립하고, 일본과 중국
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을 심화해갔다.(148쪽)

條約은 본래 이름인 “日朝修好條規”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대개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 속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군사적 압력’, ‘강요’, ‘압박’, ‘강
경한 태도’ 등으로 표기하여, 일본이 조선에 대해 조약체결을 강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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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 征韓論이 일어나고, 또 강화도사건(운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을 書契를 거부한 조선측에 전가하고 있어(①③), 정한론이 일어난 일본 국내의 사정
을 외면하고 있으며, 또 조약 체결을 강요한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를 은폐하거나 가능한
한 약화시켜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시 일본의 표면상의 입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가령 제1관에 명시된 “自主之邦”에 대한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전근대적, 중국 중
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근대적인 형태로 바꾸었다고 강조하고 있고(②), 이를 위해
일본이 조선을 청국에서 분리시켰다는것만 기술하여(①③), 일본이 이를 조약의 제1관에
넣은 실질적인 목적, 곧 조선의 침략하기 위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던 점을 숨
기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이었음을 지적하고 있
다. 그러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
다. 단 ②에서는 ‘불평한 조약을 일본이 강요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더 정
확하게는 불평등조약이 전근대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와 근대적 국제질서의 구
축이라는 점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8) ‘근대
적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근대의 이면에 숨어 있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외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후소샤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는 불평등한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치외
법권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일조수호조규와 조선의 개국: 일조수호조규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조선을 개국시켰다”라고

8) 이에 비해 일본이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일본이 이 불평등조약을 벗어나
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교과서 곳곳에서 기술하고 있다. 가령 ①扶桑社에서는 “막
말에 일본이 구미 제국과 맺은 조약은 상대국에게만 치외법권을 인정하거나, 일본에는 관세자주
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몇 가지 점에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일본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었다. 구미 제국과의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조약개정은 메이지 일본인의 비원이자 일본 외교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고 하였다(156쪽). 그리고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일본의 외교 활동을 소
개하고, 1894년 청일전쟁 직전 일영통상항해조약의 조인으로 치외법권이 철폐된 점, 청일전쟁 이
후 미국도 치외법권 철폐에 응했다는 점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츠 무네미츠의 의회연설
(1893년)도 박스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는 “일러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인 1911년 일본은 미
국과의 관세자주권회복의 협상에 성공하여 조약 개정의 비원은 달성되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협상으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었다”(157쪽)고 하여, 매우 감성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런 태도는 한국을 서술하는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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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면이 많다. 당시도 페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웃나라를 개국시킨 것에 사이고는 분개하였
다고 한다. 일본은 일조무역을 통하여 15세기에 이미 조선으로부터 왜관이라는 일본의 재외공
관의 설치를 인정받았다. 에도시대에는 500명을 넘는 거류민이 在留하여, 일종의 片務的 治外
法權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고, 영사재판권에 관해서는, 그것을 일조수호조규 제10조에 의해 확
인시켰다는 것이 가능하다.9)

즉 강화도조약에서의 치외법권은 이미 조선시대의 倭館이 가졌던 권한을 새롭게 확인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불평등성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았다. 불평등조약을
가능하면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신미양요와 척화비: … 한편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춘 일본도 통상 수교
를 요구해 왔으나, 그 외교 문서에 일본 국왕이 조선 국왕을 낮추어 보는 표현과 종래의 외교
관행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194쪽)
운요호사건: 이때 일본이 조선에 교섭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한 일본은 조선에 대해 통상을 강요하기 위하여 운요호사건을 일으켰
다(1875).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 통상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서양 열강
이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 뜬 것이었다.(197쪽)
강화도조약: 일본은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회담을 열자고 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야만적이고 침략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였
다. 그러나 조선의 일부 관리들은 서양의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과 통상을 하여 서양을 문물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강화도에 두 나라 대표가 모여 조약을 맺으니, 이것이 강화도조약이다(1876).
강화도조약은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 원산, 제물포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일본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강화도조약에서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밝혔지만, 조선에 불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
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하는 것을 허용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일본인들이 조선
에 와서도 일본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불평등한 내용의 대표적인 예이
다.10)(197-198쪽)

9) 扶桑社, 2005 ≪新しい歷史敎科書(敎師用指導書)≫ 239
10)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강화도조약의 불평등
성으로 제1관은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 것으로 청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방해할 가능성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였고, 9관의 자유무역, 10관의 치외법권 등을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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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교과서에서는 ‘조일수호조규’라는 본래의 이름보다는 강화도조약이라고 서
술하고 있다. 그보다는 강화도조약 체결이 일본의 무력적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일본의 무력 시위와 운요호사건을 지적하여, 일본이 ‘야만적이고 침략적’
이었던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에 3곳의 항구 개항, 일본인 거주 허
용, 일본의 조선 해안 측량, 치외법권 등이 명시된 ‘불평등한 내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 조약은 “서양 열강이 군사력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 뜬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강조하는 ‘自主之邦’에 대해서는 별로 유의하지 않는다. 전
근대 동아시아 질서, 朝貢 체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한일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 오히려 강화도조약을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가지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당시의 조선정부는
‘舊交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일본과 ‘修好’하였다. ‘조규’와 1882년 조선이 서양의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과 맺으면서 표기한 ‘條約’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교과서에는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 것이 단순하게 일본의 강요에 의
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 내부에서 개항, 통상무역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던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 내에서 “서양의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가 형성되었고, 일본과 통상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그 예로 박규수를 들었다.11) 후술되는 개화운동의
연원으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Ⅲ. 1880년대 초 조선의 근대개혁과 일본
1. 조선의 개혁사업을 둘러싼 일본과 청국의 대립
일본과의 통교 이후 조선정부는 富國强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양의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근대화 개혁사업(이른바 洋務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에서는 일본의 근대화 성과를 알아보았다.12) 개항 후 일본의 요
11)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12) 하우봉, 2000 <개항기 수신사의 일본인식>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 (아연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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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修信使 金綺秀를 파견하면서 정부에서는 “옛 관계를 닦고 신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서양과 통교 이후 일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새로운 정
보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1880년에 두 번째 수신사 金弘集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관세
문제, 미곡수출금지 조치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면서 일본의 근대화 사업 탐색, 미국
과의 조약 체결 거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 탐문 등도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김홍집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취한 부국강병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청국 공사관
의 黃遵憲과의 대담에서 국제성세, 부국강병과 自强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조
선정부는 김홍집이 가져온 ≪朝鮮策略≫을 富國强兵, 自强을 지향하는 정부의 근대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간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수신사 파견과 동시에
조선정부는 청국에 병기제조, 군사훈련 등을 학습하기 위한 청년학도도 파견하기로 하
였다(1880. 4). 또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
(1880. 12).
정부의 근대화 개혁사업의 논리는 19세기 이래 집권층이 견지하고 있던 東道西器論이
었다.13) 유교적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문명을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임
오군란 직후 고종의 敎旨에서 “서양의 종교는 배척해야 하지만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
해서는 農桑, 醫藥, 甲兵 등의 기술(군사기술)은 利用厚生의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였다. 물론 조선의 근대화 방안은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은 것이었으나, 西器
수용을 청국에만 의지하지 않고, 일본을 통한 수용에도 힘을 기울였다.14)
別技軍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고, 일본 교관을 고빙하여 훈련을 시킨 것은 조선정부

근대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壬午軍亂으로 반대에 부딪쳤다.
군란의 직접적 원인은 구식 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이었지만, 서울의 많은 도시민
이 가담했던 것은 일본과의 통상 이후에 나타난 미곡 가격의 騰貴와 빈민층의 생활난으
로 인한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구식 군졸과 민중들은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
본공사관을 습격하여 불태웠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을 두고 대립하였다. 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
에서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청국은 宗主國으로서 속방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
13) 盧大煥, 1999 ≪19세기 東道西器論 形成過程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일반적으로 동도서
기론은 1880년대 초반에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韓㳓劤, 1968 <開港 當時의 危機意識과 開
化思想> ≪韓國史硏究≫ 2 (1970 ≪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 李光麟, 1974 <開化思想硏究>
≪韓國開化史硏究≫ 개정판).
14) 연갑수,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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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견하였다. 군란의 배후자로 지목된 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가고,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일본도 임오군란을 기회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일본 공
사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조선 정부와 사후 처리 문제를 교섭하였다. 청국의
군대 파견으로 일본의 군사행동은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일본은 조선과 濟物浦條約을
맺었다. 군란의 首謀者를 처단하고,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불하며, 일본정
부에게 손해배상금 50만 圓을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일본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 지배층 내부에서 정부의 근대개혁 방안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혁
론을 제기하는 세력이 형성되었다.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였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에 출입하면서 明治維新 이후 추진된 일본의 근대화를 높이 평가하고, 또 福澤諭吉
등 문명개화론자와, 일본에 와있던 서양선교사와 접촉하면서 서구화, 문명화에 대한 구
상을 다듬어갔다. 가령 박영효는 박규수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新思想’을 배우기도 하
였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기본 관념은 정히 이때(1882년 일본에 수
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 인용자)에 받은 충동에서 나온 것”15)이라고 하였던 바와 같이,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옥균, 박영효 등은 청
국과의 事大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을 이루며, 또한 유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서양 제
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西歐化를 지향하였다. 이로써 그들이 동참했던 조선정부의
동도서기론, 곧 洋務開化論에서 이탈하여 마침내 甲申政變을 일으키게 되었다(1884).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는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일본 군대
를 믿고 정변을 일으켰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 파악하고
개화파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반격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대부
분 일본 公使를 따라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정변 후, 청국의 간섭은 더욱 강화되었고, 반
면에 일본은 세력 만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본은 조선정부와 漢城條約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 대한 위휼금 지급, 공사관 건축비 배상 등을 얻었다. 또한 청국의
조선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선으로부터 청일 양군의 동시 撤兵과, 장차 파병할 경
우에 사전에 서로 통보한다는 天津條約을 체결하였다(1885). 이제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
을 착착 준비해 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서술한 한일 역사교과서의 입장은 물론 다르다. 한국 근대개혁운동의 주체
적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이며, 일본은 이 개혁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
15) 朴泳孝, 1926 <甲申政變> ≪新民≫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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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어떤 영향을 발휘하려고 했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그 차이의 핵심은 일본의 침략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하느냐에 달려 있다.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청조 이상으로 두려운 대국은 부동항을 구하려 동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던 러시아였다. 러
시아는 1891년에 시베리아철도의 건설에 착수하고, 그 위협은 물밀듯이 닥쳐왔다. 조선 반도가
동방에 영토를 확대하고 있던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좋은 기지가 되어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였다. 거기에서 일본은 조선 개국 후 근대화를
시작한 조선에 대하여 군제개혁을 원조하였다. 조선에서도 시찰단이 와서 명치유신의 성과를
배우려 하였다. 조선이 타국에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중요
하였다.(163쪽)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항쟁: 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조선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대 제도
의 개혁을 원조했다. 그러나 1882(명치 15)년 개혁에 뒤처져 냉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일
부 조선 군인의 폭동이 발생했다(임오사변). 청은 이것을 틈타 수천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바로
폭동을 진압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 1884년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 근대
화를 추진하려고 한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이때도 청의 군대는 이를 탄압하였다(갑
신사변).(164쪽)
② 東京書籍(2005)
조선반도의 정세: 이러한 가운데 조선에서는 일조수호조규를 맺은 일본과, 조선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청이, 세력을 다투는 것이 보다 확산되었다. 조선 국내에서는 명치유신에서 배운 근대
화를 꾀하려는 친일파와,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구미에 대항하려는 親中派가 격하게 대립하
였다.(154~ 155쪽)

조선의 근대화 개혁사업이 청, 일본의 대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런 사정을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일본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일본이 조선의 개혁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지원한 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①③에
서는 그 이유를 “일본의 안전 보장”,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 반도가 러시아의 지배 하에 들어가면 조선이 일본을 공격하는 기지가 될
것이므로, “조선이 타국에 침략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요”
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일환으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79

로 군대 개혁[別技軍]을 “원조”했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주고, 조선에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결국에는 조선을 수중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근
대화를 추진했던 조선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기술에서는 주로 ‘친청 사대당’과 ‘친일 독립당’의 대립으로만 기
술하고 있다. 갑신정변이 조선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개혁의 하나였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는 국내 개혁세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의 개혁구상과 관련되어 이를 주도한
개화파(급진개화파 혹은 변법개화파)와 東道西器的인 정치 세력(민씨 정권, 김윤식 등,
곧 양무개화파, 시무개화파 혹은 온건개화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교과서
에서는 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親中派, 親日派, 혹은 ‘독립당’과 ‘사대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용어는 갑신정변을 근대개혁운동이라는 차원보다는 정권 쟁탈전으
로 볼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대라는 면보다는 조선
의 근대화 운동이 일본의 영향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시찰단과 유학생의 파견: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조선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
신사 등의 파견) 정부는 개화정책을 주관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에서 들여온 새로운 무기로 훈련시켰다.(199쪽)
개화와 척사의 대립: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보다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개화파라고 하였다. (…) 구식 군인
들은 평소에 미워하던 정부의 고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으며, 별기군의 일본인
군사교관을 살해하였다. 이를 임오군란이라고 한다(1882). / (… ) 게다가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압으로 제물포조약을 맺고, 임오군란 중에 일본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으
며, 나아가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199~200쪽)
갑신정변: 조선은 임오군란 후 청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고, 다시 집권한 민씨 세력은 개
화정책에 소극적이어서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근대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개화파 세력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파 인사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
으켰다.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한다(1884). / (…) 개화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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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하여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는, 개화 사상이
국민 속에 퍼지지 못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개혁이 일본의 힘을 빌려 정변의 방식
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청군이 개입한 것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201쪽)
갑신정변의 결과: (…) 그러나 일본은 도리어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이 희생된 데 대
하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성조약을 맺고 사죄와 더불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에 비해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일본은 청과 담판하
여 텐진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를 철수하고 장차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서로
알릴 것을 약속하였다. 갑신정변 이후에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은 여전히 심하였다.
(202쪽)

한국 교과서에는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 개혁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
술하고 있다. 일본이나 청국에 시찰단, 유학생을 파견한 점, 신식 군대[별기군] 설치,
統理機務衙門 등을 기술하여, 조선 정부 스스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던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임오군란에 대해서는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군란 이후
일본과 맺은 제물포조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에서도 일본 교과서와 매우 다르다. 일본에 기댄 ‘친일’ 세력의
‘정변’으로 파악한 일본 교과서에 비해 ≪국사≫에서는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근
대개혁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일본을 본떴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지하였
지만, 오히려 개화사상이 내적으로 성장하였던 점을 강조하고, 그 연원으로 北學思想을
들고 있다. 동시에 갑신정변의 실패, 한계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Ⅳ. 청일전쟁 전후의 한일관계
1. 청일전쟁 전후 국제관계와 일본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劃期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
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 대열에 참여하고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청국은
전쟁의 패배로 유일하게 ‘속국화’할 수 있었던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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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變法運動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운동

기운이 높아지면서 청 왕조는 패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10년간 청과 일본은 각각의 ‘生命線’이었던 조선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립하였다. 개항 이후 줄곧 조선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지위도 청국
상인들의 성장으로 약화되어 갔다. 청일전쟁 직전 조선에서의 청국, 일본의 무역액도 거
의 비슷하게 되었다.
이 10년 동안 일본은 청과의 무력 대결을 준비하여 갔다. 1880년대 초반 일본은 조선
의 ‘근대화’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정치세력을 부식하였는데, 갑신정변의 실패로 이런 企
圖가 벽에 부딪쳤다. 그러자 일본 국내에서 ‘서양과 같은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를 상대

해야 한다’는 후쿠자와의 脫亞論이 대두하고, 야마카타(山縣有朋)의 ‘主權線, 利益線’이
외교정책의 지침이 되었다.16)
동학농민전쟁(1894)이 일어나자 조선정부는 청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였다. 청국은
군대를 파견하면서 天津條約에 따라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였다(1894. 5. 1 음). 드디
어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고, 청과의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잡게 되었다. 출병 기회
를 노리며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일본도 즉각 출병하여 청군이 도착한 같은 날에
조선에 상륙하였다. 일본은 청국의 통보 가운데 “屬邦을 보호하는 舊例”라는 말을 트집
잡아 개전의 빌미로 삼아 이를 항의하였다.
그 사이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全州和約이 맺어졌다. 조선정부에서는 청일 양군의 철
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철병할 수 없다고 생
각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먼저 청국에게
조선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宗主權을 주장하고
있는 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일본도 이런 반응을 노리고 있었다. 청국
이 거부하자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6. 21(음. 양력으로는 7. 23) 새벽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
고 대원군을 앞세워 신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친일적 갑오개혁 정권은 청과 체결하
였던 모든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7. 25). 그리고 일본군은 같은 날 충청도 豊島
앞바다에서 청국 군함을 격침시켰다. 선전포고 전에 행한 기습 공격이었고, 드디어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조선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조일잠정합동조관(8.20). 조
일양국맹약(8.26)을 강요하여 조선에서의 경제 이권을 얻고, 동시에 청일전쟁에 대한 조
16) 崔德壽, 2004 ≪開港과 朝日關係≫ (고려대 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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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부의 전면적인 협력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친일적인 정권을 세워 개혁사업(갑오개
혁)을 간섭하고, 일본인 고문을 통해 조선의 보호국화를 꾀하였다.17)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청일 간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1895.
4. 17). 이 조약에는 조선의 ‘독립’을 첫 조항에 넣어,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전의 간섭권
을 부정하였다. 일본은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지배할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대만을 식민지로 얻고, 요동반도도 할양받았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만주지역으로의 침략은 이 지역을 노리던 러시아
를 비롯한 다른 열강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후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의 중국 반환’, ‘조선에서의 독점적 이권반대, 이익균
등’ 등을 요구하는 ‘삼국간섭’을 행하였다. 힘에 밀린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
였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일본은 다시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무력 대결을 준비하던 시간을 보내었고, 당시에도 이런 시절을 ‘臥薪嘗
膽’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삼국간섭 이후 세력이 약화된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조선의 왕후(명성왕후 민씨)를 시해하였다(乙未事變, 1895. 10). 그리고는 조선의 내정 개
혁에 더욱 강하게 간섭하여 이른바 ‘乙未改革’이 추진되었다. 이때 행해진 斷髮令으로
대일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고, 전국적으로 보수적 유생층이 이끄는 의병이 일어났다. 일
본의 간섭과 갑오개혁으로 실권을 잃은 고종과 친미, 친러 세력은 결국 俄館播遷을 단행
하여 친일적인 갑오개혁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 시기를 다루는 한일 역사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
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 내정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역사교과서에는 갑신정변 이후의 전쟁 준비, 조선의 출병 과정, 선전포
고 전의 기습 공격 등이 강조되고, 조선의 독립과 내정개혁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국과 일본의 전쟁이었지만, 그 主戰場이 되었던 조선
이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독립’
과 일본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국제질서의 성립이라는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논리 속에 깃들어 있는 일본의 침략적 면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17) 청일전쟁과 관련된 것은 朴宗根 저, 박영재 역, 1989 ≪淸日戰爭과 朝鮮≫ (일조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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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교과서의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조공국이 차례로 소멸하고 있었던 것은 황제의 덕의 쇠퇴를 의미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붕괴하는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여기에서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
인 조선을 잃지 않으려 하여,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본이 일청･일러의 두 개의 전
쟁을 싸우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있었다.(163쪽)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항쟁: 조선에서 청조와의 세력 다툼에 2번 패배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
을 예상하고 급속히 군비를 확장하여, 이윽고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164쪽)
일청전쟁과 일본의 승인: 1894년 조선의 남부에 갑오농민전쟁이라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들을 추방하려고 하여, 일시는 조선반도의 일부를 제압할 정도
였다. 약간의 병력밖에 가지지 못한 조선왕조는 淸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청하였는데, 일본도
청과의 합의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일청 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장은 조선 외에도 만주(중국동북부) 남부 등으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육전과 해전에서 모
두 청을 압도하여 승리하였다. 일본의 勝因으로서는 신병기의 장비에 더하여 군대의 훈련ㆍ규
율에 우수한 점이 있었던 것 외에도 그 배경에는 일본인 전체의 의식이 국민으로서 하나로 뭉
쳐졌던 것이 있었다.18)(164~165쪽)
시모노세키조약과 삼국간섭 일청 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
함과 동시에 … 고대부터 계속된 동아시아 질서는 붕괴되었다.(165쪽)
② 東京書籍(2005)
조선반도의 정세: … 1884년에 일어난 정변이후, 청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일본은 구미 열강
의 아시아 침략이 강해지는 가운데, 조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前途도 위험하다고 보아,
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비의 증강을 꾀하였다.(154~155쪽)
日淸戰爭: … 이를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싸움
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승리로 되어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
었다. 이 조약에서는 청이 1)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2)요동반도ㆍ대만ㆍ팽호제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3)배상금 2억량(당시 일본 엔으로는 약 3억1천만엔)을 지불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다.
대만을 영유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식민지 지배
를 밀고 나아갔다.(156쪽)

일본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의 대립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술
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당시에 일본이 내건 ‘명분’
을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여과 없이 소개하기도 하고, 혹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만을 열
18) 扶桑社, 2005 ≪新しい歷史敎科書(敎師用指導書)≫에서도 ‘일청전쟁과 일본의 勝因‘에서 “명치유
신으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어 국민단결하여 애국심이 불타는 일본”으로 기술하고,이런 의
식이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청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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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있다. 대체로 188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의 전쟁 준비, 천진조약에 의한 조선 출
병, 전쟁을 조선의 내정 개혁과 독립을 명분으로 내건 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명시된 ‘독립’을 강조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근대질서의 형성임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징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청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①③에서는 조공국 조선을 잃지 않으려는 청이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여 일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②에서는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강해지면서 일본
이 “前途”, 곧 自衛를 위해 조선에 “진출”하였다고 하였다.19)
천진조약 체결 이후 약 10년간,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제기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脫亞論이나 야마카타의 주권선, 이
익선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일본군의 조선 출병에서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의 인식 수준도 다
양하다. 일반적으로 천진조약에 의해, 청군의 출병을 통보하자 일본군도 조선으로 출병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국의 통보 전에 이미 출진을 개시하였다는 점, 그리
고 조약에 의해서 반드시 출병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출병의 의도, 곧 청일전쟁을
염두에 둔 출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점을 대체로 약화시켜 보고 있
다. 조선의 撤兵을 거부하면서 조선의 궁궐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들고 나온 의도에 대
해서는 해석하지 않는다. 일본이 청국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의는
결국 이를 거부할 청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의 군함에 先制공격을 단행
하고, 몇일 후에 선전포고하였다. 그 침략성을 잘 보이는 점이다.
청일전쟁에서의 일본 승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우세한 화력으로만 설명
하기도 하지만, ①③에서는 국민들의 忠君, 愛國精神의 확산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승리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의 ‘조선 독립’ 문제를 거론하지만, 특히 ①
19) ≪동경서적 교사학습자료≫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이
<동양평화를 위하여>라는 선전 포고(1894.8.1)에서 “조선은 독립국인데, 청국이 스스로 속국이라
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여 동양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청국은 “조
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것은 200여년 이래의 사실”인데, 일본이 조선에 무력을 행하여 조선인의
고통을 구하기 위하여 출병한다고 하였다. 결국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결었지
만, 실은 조선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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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에서는 이를 “고대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
립’ 문제는 여전히 일본의 침략 명분이었을 뿐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 간섭과 이로 인한 일본 국민의 ‘臥薪嘗膽’에 대해서는 모두 중
요한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이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에서의 세력 만
회를 위해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것을 서술한 교과서는 거의
없다. 아울러 일본에 침략에 대한 조선의 의병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방곡령: 갑신정변으로 조선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은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더욱 강화하
였다. 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 쌀과 콩 등의 곡식을 많이 사가고 영국제 면제품을 팔았다.
가뜩이나 흉년이 잦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곡식이 유출되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의 상인들이 몰려와 일본 상인들과 경쟁적으로 활동을 넓혀 감으
로써 조선의 농촌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항하여 일부 지방에서
는 방곡령을 내려 일본 상인들이 곡식을 사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방곡령
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조선 정부에 배상을 강요하였고,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더 많은 피
해를 입었다. …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농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여 농민들 사이에는 일본을
배척하는 기운이 널리 퍼졌다. (방곡령에 대한 도움글. 1889년 9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방곡
령).(205쪽)
농민전쟁: … 전주 화약 후 정부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
고 오히려 궁궐을 침범하였으며,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처럼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노골화되
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일어났다. 서울을 향해 북상하던 농민군은 공주 우
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 없어 많은 희생을 치른 채 물러나고 말았다.(209~ 210쪽)
근대적 개혁의 실시: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낸 후 흥선대원군을 앞세
워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고 ….(211쪽) 일본
의 조선 침략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212쪽)
삼국간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조선은 일본의 더욱 심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
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
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 일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고종
과 명성 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이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221쪽)
을미사변과 단발령: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은 조선의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당황하였으며, 명성 황후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공사는 일본군과 일본인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궁궐에 침입하고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한다(1895). 일본의 야만행위는 조선의 주권을 짓밟은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드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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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라고 발뺌하였다.(221~222쪽)
을미의병: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와 내정간섭으로 우리 민족의 반일 감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 의병운동은 일본을 침략을 막아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민족운동의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22쪽)

청일전쟁 전후에 대한 한국 국사교과서의 기술은 일본의 침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
내에서 농민층에 의한 개혁운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일본군 타도를 내
세우며 일어난 전자는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패배하였고, 후자는 일본의
간섭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먼저 개항 후의 통상무역을 통한 경제 침략을 자세하게 기술
하고 있다. 미곡의 수출, 면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경제, 농민 경제의 파탄을 기술하
고, 이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방곡령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
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일 전쟁 이후의 내정간섭과 “일본군과 일본인 불량배를 동원
하여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왕후를 시해한 만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한민족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던 점도 지적하고 있다.

Ⅴ.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과 병합
1. 러일전쟁 후의 일본의 조선 침탈
청일전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또 한번의 전쟁을 치뤘다(러일전쟁, 1904). 청일전쟁 이후 10년 동안
일본 국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동시에 군비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국
제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동의와 후원을 획득하였다. 영국과 미
국은 일본을 내세워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
해서, 그리고 미국은 만주에 대한 개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다. 이에 1898년
이후 영국‧미국‧일본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미･영과 동맹관계를 맺은 일본은 1898년 4
월, 러시아와 ‘로젠-니시(西) 협정’을 체결하여, 조선 內政에 간섭할 경우에 서로 협의할
것과, 두 나라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에서 서로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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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으로 일시적인 세력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양국 사이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
어 갔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중국 침략을 위해 일본과 협조하고, 일본의 조
선 지배를 용인하였다. 영국과 일본은 1902년에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상으로도 특별한
이익을 가짐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략적 행동은 물론, 조선 민중의 반침략 투쟁에 의해
그 이익이 위협받을 때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英日同盟(제1차)을 체결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영‧미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확인한 후, 드디어 1904년 2월에 인
천과 여순항에서 러시아함대를 불시에 공격하여 전쟁을 개시하였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직전에 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다.
일본은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5만 명의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
점한 가운데 韓日議定書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였다. 한일의정서에는 ‘한국이 시정(施政)
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일본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군사 지배를 자행하였다. 의정
서의 후속 조치로, 그해 8월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을 채용하도록 한 ‘협
약’(이른바 제1차 韓日協約)이 체결되어, 顧問政治가 실시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장기전을 치를 만한 경제
력이 없었다. 전쟁 경비를 미국, 영국 등에서 조달하였던 일본은 점차 경비를 거의 소진
하였고, 더 이상의 조달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먼저 미국과 ‘카스라(桂)･태프트(Taft) 밀
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1905. 7), 이어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영국의 중국시장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받았다(1905. 8). 그리고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강화
교섭을 전개하여, 러시아로 부터도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독점을 확인하였다(포츠머드
강화조약, 1905. 9).20)
러일전쟁을 통해 국제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를 확인받은 일본은 이또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조선에 파견하여 한국의 보호국화를 달성하였다. 이또는 일본군으
로 왕궁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1905. 11).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내정까지도
20) 일반적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한다. 물론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등의 북방
지역 영토를 할양받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전쟁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전
쟁의 승리만을 위해 생활고 등으로 희생하던 일본 국민은 이에 격분하여 난동을 일으켰다(日比谷
소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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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감의 지배를 받는 실질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대표(李相卨, 李儁, 李瑋鍾)를 파
견하였다. 물론 이것은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오히려 이 문제
로 고종은 강제적으로 왕위를 純宗에게 물려주었다. 이를 기화로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완전 장악하였다. 일본인 次官을 둔다는 정미7조약(한일신협약, 1907. 7)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렸다. 이런 침략에 항쟁하는 조선 민중의 의병항쟁은 군
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李完用, 宋秉畯 같은 친일파를
동원하여 ‘倂合’을 달성하였다(1910. 8).21)
조선의 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조약은 항상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그
강압성의 성격과 정도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조약의 합법, 불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식민지화에 이루어진 모든 조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조약이며, 조약에 따라서는 명칭, 형식 요건 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약 자체의 원천
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22) 이들 조약의 성격 및 조약 체결 과정, 요건 등에서 문제
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한일의정서 : 정식 명칭은 議定書로 약식조약의 형식을 취함. 한국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맺은 조약으로 실제로 국권의 침탈이 시작된 조약.
㉡ 외국인고문협약 : 제목도 없고, 조약 체결의 위임사실도 없음. 외교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일종의 ‘각서’ 수준. 그런데 일본은 이를 ‘agreement'(조약)로 번역하여 미국, 영국에 보내어, 당
사국 사이의 문제가 제3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명칭도 없었는데, 일본은 후에 이를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함.
㉢ 을사보호조약 : 조약 제목이 없었으나, 일본은 영어로 번역하면서 “convention”으로 하고, 후에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명칭을 붙임.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고, 회의에
서 각 한국 대신을 위협하여 가결시킴. 황제의 재가가 없었음.
㉣ 병합조약 : 전권위원에 대한 위임장, 협정문안, 비준서 등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황제의 서명이
없음.

조약에 명시된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분석하게 되면,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영토를 보
전하고, 황실을 보호하며, 동양의 평화는 물론 조선의 施政을 개선하기 위해 조약을 체
21) 러일전쟁 전후 및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최문형, 2004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참조.
22)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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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침략의 명분이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학계에서는
‘식민지화’라는 용어보다는 군사적 강압을 강조하여 ‘강점’이라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
고 있다. 이런 점이 양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23)

2. 일본 교과서의 서술
1) 러일전쟁에 대한 서술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삼국간섭 이후 러
일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찬반 여론, 대러
외교 정책의 대립 등도 소개하고, 또한 일본이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대러시아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전승국이 되지 못하고, 전쟁의 경비
도 영국, 미국 등의 도움으로 조달하였고, 이것이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점을
기술한 점 등도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본의 한반도 및 만주에 대한 침략 야욕 때문에 일어난 점을 명
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며, 또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외면하
고 있다. 러일전쟁의 성격이나 영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이 전쟁의 결
과가 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에 미쳤는가는 점이다. 즉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
아에 승리하게 되면서, 백인종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를 어떤 시각에서 기술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이런 점은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세계를 바꾼 일본의 승리: … 일러전쟁은 일본의 사활을 건 전쟁이었다. 일본은 이것에 승리
하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립했다. 근대국가로서 탄생한 지 얼마 안되는 유색인종의 나라 일본
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 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식민지가 되어 있던 민
족에게 독립에의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황색인종이 장래에 백색인종을 위협
하는 것을 경계하는 黃禍論이 구미에 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①167~168, ③170쪽)24)

23)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기정, 2009 <앞 글> 참조.
24) 그리고 아래의 박스에 “일러전쟁과 독립에의 자각”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중국의 손문, 인도의
네루, 이란의 시인 시라즈이, 이집트 민족운동가 무스타파 카미르 등이 한 말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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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東京書籍(2005)
일러전쟁: … 포츠머드 조약이 맺어져, 러시아는 1)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 …
그러나 전쟁에 의한 희생이 큰 것에 비해, 일본이 얻은 권익은 적었던 것으로 국민이 격해져
정부를 공격 … 일러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인도, 중국 등의 아시아 제국에 자격을 주었다.
일본을 배우는 근대화, 민족독립의 움직임이 높아졌다. 국민으로는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었
다는 大國意識이 생겨, 아시아 제국에 대하여 優越感이 강해졌다.25).(159쪽)

①③에서는 당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러일전쟁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유럽(백인종) 국가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인종(유색인종)에 희망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서 아시아 다른 민족에 대
한 우월의식, 다른 나라 침략을 당연하게 여기는 大國意識이 싹튼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침략적 성격을 엿볼 수 있을 정도이다.

2)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침탈에 관한 서술
① 扶桑社(2005) ; ③ 自由社(2009)
한국병합: 일러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한국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구미 열강
은 영국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골 등, 자국의 식민지나 세력권의 지배를 일본이
승인하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영향 하에 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
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국의 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0년 일본
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합). / 한국의 국내에서
는 민족의 독립을 잃은 것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일어났고, 그 후에도 독립회복운동이 끈질기
게 이루어졌다.(①170, ③172쪽)26)

25) 이 책의 ≪교사용지도서≫에서도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일러전쟁에 대한 아시아의 눈(네
루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해주는 세계역사≫)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의 일국인 일본의 승리로 내
쇼날리즘이 급속하게 동방 여러 나라에 퍼진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승리의
성과는 소수의 침략적 제국주의 諸國의 그룹에 한 나라를 첨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고통의
결과를 처음으로 맛본 것은 조선”이라고 하여,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지적하였
다.(229쪽)
26) 이 책의 ≪교사용지도서≫에서는 한국병합의 목적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하여, 일본의 안전과 만
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안중근의 이또 암살의 진상
이라는 제목 하에서 “안중근이 들고 있는 이또의 죄상은 이또와 관계없는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고 하고, 또 안중근이 일러전쟁을 만국에서 기념할 만한 공적이라고 했다가 한국의 독립이 보전되
지 않음에 실망하였는데, 이것이 이또를 살해한 직접 동기라고 하여, 안중근도 러일전쟁을 지지하
였고, 그의 의거는 민족적 저항이라기보다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을 관계없는 이토에
게 표출한 것이라는 논조로 접근하고 있다(264,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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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東京書籍(2005)
한국의 식민지화: 일러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의 움직임으로 나
아가게 되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이 빼앗기고, 1907년는 황제가 퇴위되었으며, 한국의 내정은
한국 통감부에 장악되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적 저항운동이 확대되고, 일본에 의해 해
산된 병사들은 농민들과 함께 일어섰다. 이것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
한 저항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
치하고, 무력을 배경으로한 식민지 지배를 추진하였다. 학교에서는 조선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
하였으며, 일본사와 일본어를 가르쳐,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교육을 행하였다.(160쪽)

전반적으로 러일전쟁 이후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은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
나 한국의 국권 침탈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
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조선 지배가 국제열강 사이에서 인정되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물
론 이런 강압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들이 “불법적”이었다고 명시한 교과서는 없다.
일본의 한국 병합은 여러 조약을 통하여 착착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식민지화의 본
격적인 시작은 러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체결한 韓日議定書였다. 한일의정서에서 일본군
이 한국 땅을 점거할 수 있게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의 틈바구니
에서 한국이 행한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한 것이었다.
조약의 명칭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당시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임의로 부과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가령, 제1차, 2차, 3차 한일협약 등)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화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래의 조약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약 이름이 없는 경우
에는 조약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교과서의 서술
을사조약: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
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은 영일동맹을 맺어 일본을 도왔다. 이러한 두 나라의 대립은 러일전
쟁으로 이어졌다(1904). /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905). 이 조약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뿐
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사진설명: 고
종 황제가 끝내 서명을 거부하였으므로 비합법적인 조약이다.(233쪽)
고종의 강제 퇴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그들의 침략에 방해가 되는 고종 황제
를 군대로 위협하여 강제로 퇴위시켰다(1907).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격렬하
게 일어났으나, 일본은 무력으로 이를 억누르면서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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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이 행정 각 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일본인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
정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237쪽)
간도 문제: …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안동(단동)과 봉천(선양) 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
로 간도가 청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청과 체결하였다(1909). 이로써 간도 지역은
대한제국 관할에서 떨어져 나갔다.(239쪽)
독도 문제: …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자주 울릉도 부근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갔다.
이에 정부는 울릉도에 관청을 두어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독도를 관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 (주: 독도의 강탈: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짓고,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하였다).(240쪽)
국권침탈: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일제는 군대를 해산시켰
다. 그 뒤에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장악하여 군사, 행정, 사법, 치안 등 모든 분야의 지배권을
장악해 나갔다. / 또 일제는 강력한 항일전쟁을 폈던 의병 활동을 어느 정도 잠재우자,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일진회의 이용구, 송병준 등 친일파를
앞세워,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는 국권침탈이 한
국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장하려는 술책이었다. / 마침내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이미 차단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매국 내각과
이른바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1910). 이로써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면서 발전해 온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노예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255쪽)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
한 한국민의 반일 민족운동도 서술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침탈은 러일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대한제국
의 국외중립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는 대한제국의 자주적 국권 수호를 저지하고 행한 ‘국권 탈취’였다. 물론 조약문에서 내
세웠던 施政改善, 東洋平和 등은 식민지 침탈을 위한 단순한 명분이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더 부각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던 고종의 활동(헤이그
특사파견 등)을 강조하고, 이 조약이 “비합법적”이었음을 지적하여, 조약의 불법성 및
무효 문제를 다룬 국내의 연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교과서와 아주 다른 점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 침탈과 영토 문제(독도, 간도)를 연
결해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일본
의 침략과정에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고,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로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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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1876년 문호개방(조일수호조규)을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국제질서가 구
축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중국 중심의 화이체제가 소멸되고, 다른 한편으로 만국공
법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불평등조약체제가 형성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에 한일 간에 맺어진 많은 조약들도 이와 같은 근대적 국제 질
서, 법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맺어진 조약들의 대부분은 기
본적으로 물리적인 군사력, 강제력에 의해 체결된 것이며, 이런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합
법성을 띠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 한일 간에 맺어진 여러 조약들이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근대적 한일관계를 시작한 조일수호조규에 대해서 한국
은 일본의 침략성과 불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조항을 중시하고 있다.
1880년에 초반 한국의 개혁사업에 대해서 일본의 교과서는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자주적 근대개혁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에 대해서 일본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성을 다소 약하게 표현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당시 제국주의 열
강의 인정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에는 일
본의 침략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과 자주적, 주체적 근대개혁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한국의 ‘망국’은 일본의 강제,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따라서 병합에 이르는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그 바탕에 깔고 서술하고 있다.
양국의 교과서는 모두 自國史, 自民族史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근대국가의 형
성, 발전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국가 형성기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 즉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침탈하고 지배했다는 역사에서는 역사 해석에
서 많은 차이를 낳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근대사를 제국주의 국가, 강국으로 성장해간
화려한 역사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
실에 대해서는 가능한 소극적으로 서술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제국주의 침
탈이 한국 주민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지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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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체적 근대화 개혁의 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는 거의
없다.
한국의 교과서는 이 시기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의 과정
으로,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역사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으로 결국 대한
제국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민의 주체적 개혁과정과 항일운동
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결국 한일 간의 역사교과서 기술의 차이점은 일본의 근대사를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서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국주의 침략의 폐단을 지적
하고,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서술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역사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아픈 과거와 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역사인식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공통의 역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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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기무라 간(木村幹)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 기술과 관련하여 조일수호조규, 1880년대 초 조선왕조
의 근대 개혁, 청일전쟁 그리고 한국 합병에 이르는 과정 등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본 비평문에서는 주로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문제점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의 범위가 지극히 한
정적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본의 것으로는 ≪新しい歷史
敎科書≫(扶桑社, 2005), ≪新しい社會 歷史≫(東京書籍, 2005) 그리고 ≪新編 新しい歷史
敎科書≫ (自由社, 2009) 등 3책이며 한국의 것으로는 ≪중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2002)의 한 책이다. 대상을 중학교 교과서로 한정한 것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국
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만으로
도 다수의 출판사에서 서로 다른 교과서가 발매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겨우 0.57%와
1.1%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한 扶桑社와 自由社의 교과서를 과반수의 사용비율을 차지
하는 東京書籍 교과서와 마치 동등한 존재인양 나란히 놓고서 ‘일본을 대표하는 교과서’
인 것처럼 분석하는 것은, 샘플링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최소한 일본 국내에서 각각의 교과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고 많은 교과서 중에서 이들 교과서를 선택한 데 대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 방식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문제는 본 논문이 개별 사건으로서 한반도에 관한 사건만을 대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주로 일본의 역사를, 그리고 한국의 역
사 교과서는 한국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반도에 관한 기술
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 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교과서에 한국
교과서와 같은 분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보다 큰 문제는 본 논문에서 각 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현재 한국
역사학계 일부의 인식을 전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은 한국 합병에 관
한 기술의 분석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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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대해 조약의 형식과 일본의 강압, 황제의 서명 유무 등을 이유로 이들 여러 조약
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는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강점’이라는 견
해를 제시하고, 또 그 견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특정 교과서의
한국 합병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국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조약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 사이에 또 한일 양국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 합병이
비합법이라고 하는 한국 학계의 주장은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학자 다수가 지지
하는 데에도 아직 이르고 있지 못하다. 어떻든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최소한 다른
쪽의 주장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논쟁적인 문제에서 한쪽의 입장만 소개하고 한일 양국
의 교과서의 기술을 평가하려고 하는 본 논문의 자세는 공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미시적 사실과 거시적 의미 부여의 혼동이다.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
의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점차 대륙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일본이 당초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메이지 정부가 당초부터 한반도와 대륙에 대한 확고한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고, 스스로 해외로의 세력 확장을 통해 경제적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려고 한 원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한반도와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이 마치 당초부
터 명확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지니고 이루어진 것처럼 단정하고 또 그들 주장이 교과
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역사를 가르칠 때 과도
하게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개의 작은 시행착오에서 커다란 과오로 이끌려 가
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관점을 덧붙임으로
써 더욱 뜻이 있는 논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본 논문의 분석이 교과서 전체의 ‘작품’으로서의 구성에 대한 배려
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교과서가 ‘“근대의
국제 질서”를 강조하면서’, ‘근대의 양면성인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눈을 피하고’ 있
다고 하는 단정적 기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일본의 대부분의 교
과서에는 페리 내항 이전에 서양 열강에 의한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화에 대한 기술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서 강요된 서양 열강과의 통상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기술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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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근대 사회가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이 시사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가 조일수호조규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라고 기술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그 ‘불평등성’은 서양 열강과 일본 사이의 불평등조약과의 유추로 이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큰 구성을 이해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특정 기술이 존재
하지 않는 것에만 착목하여 문제시하는 것은, 교과서라는 하나의 ‘작품’에 대한 분석으
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은 대상의 표본 선정 방식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평가의 기준, 또
어떤 특정의 통합된 ‘작품’에 대한 분석의 기본적인 방식에 한계가 있다. 특히 그 중에
서 교과서라는 하나의 ‘작품’의 기술을 분석하는 데에 각각의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
를 텍스트를 쫓아서 명확히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각각의 기술이 분석되지 않
았다는 것은 극히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이 본 논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또 본 논문의 주장이 모
두 잘못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작품’ 전체의 스토리를 읽어내고 그를 전제로
개별 기술에 대해 의미 부여를 정치하게 행한다면 본 논문의 주장 중 많은 것이 강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교육 현장에서 개별 역사적 사실은 앞뒤의 역사적 사실과 개별
교과서가 제시하는 큰 스토리와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이 ‘작품’
으로서의 교과서가 제시하는 보다 큰 스토리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개별 기술의 차이에
만 착목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장의 개연성을 스스로 한정지어 버렸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평자의 생각을 정리해 두자. 중요한 것은 본 논문이 제시한 한일 양국
교과서 기술의 기본적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생겼으며 또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
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개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별 교과서의 기술은 학교 교육
의 모습을 좌우하는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 작은 어구의 차이와 기술의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역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며 개별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이해’
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에 둔다면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 제
연구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며 본 비평을 끝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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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

기무라 교수는 교과서를 서술한 한일 역사학계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양국 사이에
역사 분쟁, 교과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중요한 연구를 행하였고, 또 이런 관점에
서 본인의 논문에 대해 비평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한 교과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량
제한으로 이미 분석했던 고등학교 일본사, 세계사 교과서 등을 부득이 제외하였다. 그리
고 분석 대상으로 3종을 택한 것은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것에 있는지를 드
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扶桑
社 교과서, 自由社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이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채택율이 가장

많은 東京書籍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런 선택이 우리 교과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
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에 관한 개별 사건 만을 다루고, 또 일본 교과서에 한국 교과서와 같은
분석이 없다는 것을 요구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이다.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의 간
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교과서에서의 한국 서술의 인식과 내용을 다루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관련 기술에는 비록 분량이 미미하더라도,
①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고, ②역사를 보는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 내용이 “다르
다”는 점을 먼저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올바르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교과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현재 한국학계 “일부의 인식”을 전제로 행해지고 있
다고 하고, 그 예로 한국 병합에 이르는 여러 조약을 들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병합
에 이르는 과정의 조약의 유무효 문제를 따지는 학문 연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국주
의 침략 하에서 일어난 침략 행위를 법적인 문제로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약의 불법성, 무효를 거론한 것은 절대로 한국학계 일부의 견해가 아니다. 최
근의 몇몇 연구에서 이를 논쟁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을사조약 체결 당시부
터 이미 조약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었고, 또한 조약 체결의 최종 결재
권자인 고종이 스스로 조약 체결을 부정하였다(단적으로 헤이그 밀사사건 등). 그 후 이
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점은 지금도 남북한 학계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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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조약이 합법적이었다고 서술한 한국 내의 연구나 교
과서 기술이 있는가?
넷째, 메이지 정부가 과연 초기부터 조선 침략과 같은 “원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가
졌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논쟁적으로 연구되고 있
음을 알고 있다. 일본이 그런 의도와 계획이 없었고, 단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정책으로 취해진 결과였다고 한다면, 왜 1894년 조선 정부의 청일 양군의 철수를 무시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을까? 당시 조선의 독립이 왜 그렇게도 일본에게 중요하였을까?
또 러일전쟁에서 왜 동양평화라는 이름하에 전쟁을 했을까? 이런 지적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다섯째, 교과서 분석은 전체를 ‘작품’으로 보고 이를 거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
이다. 이런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의 논문에서도 가장 신경을 기울인 점이고,
전반적으로 교과서가 가진 역사인식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리
교과서 위원회에서 정한 주제와 원칙, 즉 기술 내용 분석에 더 중점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무라 교수가 지적한 거시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서술 내용의 분석에서도 교과서가 가진 역사인식을 거시적
으로 그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무라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을 가르
치는 것보다 역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한일 간에 야기된 역사분쟁도 결국 ‘이해’가 다르기 때
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기무라 교수의 연구만 보더라도 여전히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의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
해 역사를 다시 보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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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직업적 학문 영역이라는 신비 속에 은폐되지 않고 공
공연하게 논의되기 시작된 오늘날 저자들의 책임이 갑작스레 증대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民族誌的 텍스트가 재조명되어 주시받게 되자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책임 또한 그 만큼
무거워질 터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무엇보다도 기존 학계 내에 불안을 양성하고 論敵을
향해서 사실 자체에 돌아가라 외치면서 힘 대결의 의지까지 드러낸 노골적인 도전장을 보내도
록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도 모른다.1)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가로놓인 이른바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 植民地期에 그 유래
를 갖는 이 논쟁이 한일 양국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이른바 ‘교과서 문제’2)가 애초에 문부과학성이 實敎出版의 세계사 교과서에 대
1) 클리포드 기어츠 著/森泉弘次 譯, ≪文化の讀み方/書き方≫ (岩波書店) 198〜199
2) 예를 들어 일본의 신자유주의사관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扶桑社版 교과서에 연
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교과서의 기술 자체만을 문제삼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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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화북으로의 침략’을 ‘화북으로의 진출’로 ‘수정하게 했다’는 1982년의 ‘오보’사건3)
으로부터 시작된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필자가 이와 같이 말하는 데에는 그 밖에도 이유가 있다. 먼저 <표 1>을 보자. 이
표는 현재 이른바 ‘過去’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주목되고 있는 사건들이 1945년 이후
朝日新聞에서 얼마의 빈도로 게재되었는가를 5년 단위로 그 기사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일견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한일 양국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분쟁이 1980년
대 후반,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4)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른바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
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시점에서 과거를 받아들이
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본래 ‘과거’ 자체는
‘과거’가 일어난 그 때 그 상태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둘
러싼 사람들의 이해나 논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독립변수가 ‘과거’
에 있지 않고 각각의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에 대
해서는 종래 ‘현재’의 입장변화로부터 설명하려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존재했다고 생각
된다. 하나는 주로 한국사회의 변화로부터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 때 특히 강조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라는
2대에 걸친 ‘권위주의적’ 체제5)와 1987년의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
한 한국의 정치상황 변화가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그 결과 한국에서 일
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일본사회의 변화로부터 설명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오늘날에 이
르기까지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 현상’과의 관련성을 지적해 왔다. 그들은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인식’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의 망
3) 다만 당시 검정에는 강제력이 있는 A의견과 강제력이 없는 B의견이 있었는데, ‘침략’이라는 기술
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B의견이 이전부터 제출되어 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이 점에 대해서는 졸고, 2008 <ポピュウリズムの中の歷史認識：日韓の事例を中心に> ≪レブァイアサ
ン≫ 2008년 봄호 ; 同, 2007 <日韓關係における‘歷史の再發見’に關する一考察> ≪國際協力論集≫
15(1). 또한 鄭奈美･木村幹, 2008 <‘歷史認識’問題と第一次日韓歷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 ≪國
際協力論集≫ 16(1) ; 2008, 16(2) 등도 참고할 것.
5) ‘권위주의적’ 체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졸저, 2003 ≪韓國における‘権威主義的’体制の成立≫ (ミネル
ブァ書房)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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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역사인식’을 둘러싼 상황도 현저하게 악화되
고 있다고.
그렇지만 양자는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민주화를 통한 설명
은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의 일부－교과서문제나 독도/다케시마 문제,
또한 전두환 정권에 의한 ‘60억달러 청구 문제’－가 전두환 정권의 전성기에 제기되었
음을 해명할 수 없다. 또한 민주화만으로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가 오늘날에도 매
년 활발해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일본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표
2>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1980년대는 일본의 교과서에서 한반도에 관한 기술이 오
히려 급속히 충실해지던 시기이다. 바꾸어 말하면 1970년대와 그 이전의 일본 교과서에
서는 한국병합을 비롯하여 한일 간의 ‘과거’ 사실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시기에 한일 간에 교과서문제가 표면화된 적은 한 번도 없다.6) 이를 보면
1980년대 말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분쟁을 일본의 ‘우경화’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0년대 말 이후 한일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금일의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쓰여진 작성된 학술적 분석이다.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한일 양국 교과서의 ‘근대’에 관한 서술방식의 차이와 그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한일 양국의 교과서, 그 중에서도
‘근대’에 관한 기술을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
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Ⅰ. 문제설정과 가설제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의 활발화.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과거’가 ‘과거’로서 일단 확정된 뒤에는 더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면, ‘과거’를 둘러싼 논의의 변화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으로부터 설명할 수밖
6) 가령 신자유주의사관의 대두 등을 일본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본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기
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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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논의하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분석틀을 제시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상이한 집단 사이에서 열렬히 논의된다. 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곧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집단 간의 이해의 차이이다. 가령 특정의 문제가 상이한 집단
사이에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양자의 이해가 동일하다면
양 집단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할 여지는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계를 정리한다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라
는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자의 관점에서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몇 번인가 논의한 적이
있다. 그 주된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곧 ‘과거’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포인트는 논쟁 상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1970년대 전반 이전까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저하된다. 달리 말하자면 197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의 ‘과거’를 둘러싼 문제
의 중요성은 ‘현재’ 일본의 중요성으로 인해 크게 제약받는 양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런 이유로 일본의 중요성이 저하되자 한국에서는 ‘과거’를 둘러싼 문제의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또 반일적인 여론이 분출된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정도의 차
이가 있기는 하나 일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냉전의 종언과 글로벌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일 상호간의 특수성을 상대화시켰다. 이와 같이 ‘현재’의 중요성이 미약해지면
서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부상하기 쉬워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7)
그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
게 되었다는 사실은 양국에서 일찍이 논의되기 어려웠던 문제를 언제부터인가 용의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거’를 둘러싼 논의의 장에 변
화를 야기한 또 하나의 요인은 다름아닌 세대교체였다. 일본의 ‘BC급 전범’이나 한국의
‘친일파’를 둘러싼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이전에는 ‘과거’에 대한 논의가 그
때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논의를 의미하였고,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7) 이 논의에 대해서는 拙稿, 2008 <ポピュウリズムの中の歷史認識> 및 同, 2007 <‘Nationalistic
Populism in Democratic Countries of East Asia’, Journal of Korean Politics> ≪韓國政治研究≫
Vol.16 No.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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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부가 존재했다. 터부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논의보다는 침묵으로 내몰았고,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실들을 망각하게 만
들었다. 그리고 망각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일 양국에서 ‘과거’에 관한 ‘역사의
재발견’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그 전형은 이른바 ‘종군위안부’를 둘러싼 혼란일 것이
다. 본래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한국에서 동일시했던
사실은 1980년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총력전 시기의 상황이 말 그대로 불명료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8)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域內生産에
성장이 있었다’는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이 식민지기 조선에도 있었다는 점은 이전에는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일부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이 흡사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매우 특별한 무언가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9)
터부가 ‘과거’의 일정의 ‘사실’들을 덮어버림으로써 이후에 시작된 ‘역사의 재발견’은
추문을 일으키듯이 전개되었다. ‘과거’는 잊혀짐에 의해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과
정에서 그 독자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기존 연구는 어느 것이든 ‘과거’ 문제가 어째서 1980년대에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쉽게 논의되었는가를 제시했을 뿐이다. 물론 식민지 지배를
행한 일본과 그 지배를 당한 한국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의 ‘과거’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의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설명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가설
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즉 한일 양국간에 ‘역사인식’을 둘러싼 현저한 대립이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시기 양국의 역사관, 특히 ‘근대’에 대한 역사관의 분기가 존재한다.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매우 상이한 ‘근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페리 내항 이후 메이지유신을 거쳐 ‘위로부터의 근대화’에 성공하고 청
일 ‧ 러일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열강의 일원으로 부상해 갔다. 이에 반해 일본이나 중국
보다 서양 제국에 대한 개국이 늦었던 한국의 경우 비록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8)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대연구소편(許善子･金英姬 역), 2002 ≪よくわかる韓國の‘慰安婦’問題≫
(Advantage Server) 등.
9) 전형적인 예로는 山野車輪, 2005 ≪マンガ嫌韓流≫ (晋遊舍)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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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국의 ‘근대’에 대한 인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그것이
1980년대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학계의 논
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Ⅱ.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학10)
우선 한국에서의 역사연구 상황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해 보자. 첫 번째 단계는 일본
식민지기에 주로 일본인 학자에 의해 한반도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들은 조선총
독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의 일원으로서 혹은 경성제국대학의 일원으로서 한국근대사를
‘동시대사’로 취급하였다. 이들은 그 지위상 총독부 등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자료에 직
접 접할 기회를 가진, 말하자면 식민지지배의 ‘인사이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
다.11)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 ‘제1세대’는 해방 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한국 근대사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에 치우
쳐 한민족의 ‘事大性’을 강조한데 대한 반발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47년 한국의 어느
논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朝變夕化의 아첨하는 事大性을 보아서는 失望할 程度이지마는 한편으로 長点을 찾아보
면 世界優秀民族이다. 歷史的으로 飛行機 潛航艇 活字의 發明이 世界에 앞섰다는 것은 그만두
고라도 倭政時代에 모든 拘束 中에서 手足의 움직이는 自由가 있으매 올림픽選手 孫基禎과 世
界舞姬 崔承姬가 나지 않았는가.12)

이 배경에는 민족해방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대두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민족
주의의 주장이 곧 한국 근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10) 한국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回顧와 展望> ≪歷史學報≫ 5 ; 역사학회 編, 1982 ≪현대 한
국역사학의 동향(1945〜1980)≫ (一潮閣) ; 同 編, 1969 ≪한국사의 반성≫ (新丘文化社) ; 한국사
연구회편, 1985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申瀅植, 1999 ≪한국사학사≫ (三英社) 등
을 참고했다.
11) 이 세대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최갑수, 2002 <민석홍의 학문세계> ≪프랑스사
연구≫ 6
12) 崔成煥, 1947 <국민운동의 이념> ≪建設≫ 6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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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宋仁榮은 1948년의 <우리 민족사의 성격>에서 변함없이 일본통치기 연구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5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들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들 사이에
낀 한반도의 특수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지리적
취약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근대사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모순이 존재했던
것이다.13)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소위 ‘식민지사관’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연구
-주로 ‘실학’이 그 대상이 되었다-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근대사의 타율
성에 대한 주장 또한 계속되었다.
이러한 당시 한국학계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당시 한국 역사학의 중심
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대 경의 한국의 역사학계를 돌
아볼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 부류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제1세대는
1920년대 이전에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고 또 그 곳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崔南善14), 李丙燾15)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에 교과서 집필을 담당
한 것은 말하자면 역사학계의 원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제2세대는 제2차 조선
교육령 이후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열린 결
과로써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대표적 인물로는 1945년부터 1962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金庠基16)나 申奭鎬17)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에 한국 역사학계의 중심에서 실제로 활약한 인물들은 이 세대들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역사학회가 발족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그 발기인으
로 이름을 올린 것이 韓㳓劤18)･金哲埈19)･千寬宇20)･全海宗･高柄翊21)･鄭秉學･閔錫泓22)･
13) 李基白, 1971 <植民主義的 韓國史觀 批判> ≪民族과 歷史≫ (一潮閣) 33. 원문은 ≪國史新論≫
(1961)의 緖論.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北進統一’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존재했다
(金龍德, 1953 <國史의 基本性格> ≪思想界≫ 11월호).
14) 최남선과 역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李英華, 2003 ≪崔南善의 歷史學≫ (景仁文化社). 또한 <야
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5) 斗溪李丙燾博士華甲記念事業委員會 編, 1956 <斗溪李丙燾博士略歷> ≪李丙燾博士華甲記念論叢≫
(一潮閣). 또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6) <엠파스 한국학>(http://koreandb.kdaq.empass.com/history/people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7) <친일파 99인>(http://bluecabincom.ne.kr/split99/ssh.ht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8) 1915년생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연장자이다. http://preview.britannica.co.kr(최종확인 2009년 2
월 3일) ;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 <대한민국 대
표인물>(http://www.lawmarket.co.kr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9) <Daum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20)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 <대한민국 대표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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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貞模･李普珩23) 등이었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들 대부

분이 1940년대에 일본 유학을 경험했으나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업
을 중단했다가 해방 후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다시 학업을 연마한 세대에 해당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에서도 한우근과 고병익은 東
京帝國大學 중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천관우는 京城帝國大學, 민석홍도 京都帝國大
學을 중퇴하고 후에 서울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해종은 이들의 서울대학 동기생이

다. 그 외에도 김철준은 1943년에 京都의 東寺中學校를 졸업한뒤 1944년 할 수 없이 한
반도로 돌아갔다. 이보형도 1924년생으로 서울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들 초창기 학회 발기인들은 1957년까지 상임 간사직을 독점하였다. 그 후 1959년에
李基白,24) 吉玄謨, 尹武炳가 상임 간사로 임명되었으며, 1960년에 李光麟25)이 추인되었

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한국 역사학회의 사실상의 창설 멤버들은 1925년생
으로, 1971년에 대표간사에 취임한 이우성을 제외하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초대회
장인 洪以燮의 퇴임 이후 회장직을 독점하였다. 이들 중 이광린은 1926년생으로 해방
후 연세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이기백26)은 1924년생으로 早稻田大學에 입학했다
가 1947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양사를 전공한 1923년생 길현모도 민석홍 등과
함께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이이다. 윤무병도 1924년생이며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
한다.
이를 볼 때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학 연구에 하나의 명확한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역사학 연구가 일본통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최후의 세대
－보다 정확히는 일본에서 학문을 지향했으나 총력전 하에서 이를 중단했다가 경성제국
대학에서 해방 후 개편된 서울대학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에 의해 이끌어졌
다는 점이다.

21)
22)
23)
24)
25)
26)

(http://www.lawmarket.co.kr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 ≪韓國日報(온라인판)≫ 2004년 10월
6일자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韓國日報(온라인판)≫ 2004년 5월 19일자 ;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文化日報(온라인판), 2001년 7월 23일자; 최갑수, 2002 <민석홍의 학문세계> ≪프랑스사연구≫ 6
이보형, 1976 ≪미국사개설≫ (일조각)
李基白, 1961 ≪國史新論≫ (一潮閣).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인물>(http://www.lawmarket.co.kr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韓國日報(온라인판)≫ 2006년 4월 11일자
어느 논자는 이기백과 이병도의 밀접한 관계를 들고 있다. 송준희, <규원사화는 위서인가?>
(http://www.baedalguk.com/bbs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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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생각해 보면 기묘한 일이었다. 천관우와 민석홍이 모두 1925년생인 사실에도
나타나듯이 이 때 그들 대부분은 당시 아직 30세도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절대적인 인재부족 문제가 있었다.27) 이와 관련하
여 일본통치기에 조선총독부의 말단에서 연구에 종사하였고, 또 같은 시기 일본의 한반
도 연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일본의 통치정책은 朝鮮
人 朝鮮史家를 양성하는 방침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일본의 통

치가 종식된 후에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크게 넘어 연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정식으로 발족된 한국 역사학회의 회장에는 홍이섭28)이 취임하였다. 홍이섭은
1914년생으로 1938년에 延禧專門學校를 졸업했으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에서의 근
대적 역사연구 제2세대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통치기에는 서울기
독교청년회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제2세대의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방
후에는 그 전년에 일본어로 쓴 ≪朝鮮科學史≫가 일본 당국의 ‘식민사관’에 명확한 반
기를 든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그는 말하자면 ‘민족사관’의 중심적 인물이 되어 갔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이섭을 회장으로 추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일본의 조선사학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자.

Ⅲ. ‘내재적 발전’론의 등장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의 한반도 연구는 확연한 쇠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었다.
이 점에 대해 하타다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보자.
朝鮮이라는 말이 朝鮮人에게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느낌을 주던 시기에는 朝鮮史를 연구할
의욕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동시에 젊은 일본인에 대해서도 조선사연구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 조선사연구를 저해한 요인은 정치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문의 내용 그

27) 旗田巍, 1951 ≪朝鮮史≫ (岩波書店) 4
28) 원유한, 1999 <홍이섭 선생의 삶과 역사학> ≪實學思想硏究≫ ; <야후! 백과사전>(http://kr.
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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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도 있었다. 일본인의 조선사연구는 고대사 연구에 집중되어 근대사 연구는 부족했다. 게
다가 그 고대사연구는 문헌비판･연대기･지명고증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 (중략) 그것은 역
사학의 중요한 전제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커버할 수 없다. 인간이 없는
역사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일
본의 패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지배가 소멸되었고, 조선사연구자는 국가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선연구는 단숨에 침체되고 말았다.29)

그리고 하타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조선사연구는 새로운 재출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래의 성과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를 뛰어넘어 새로운 조선사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조선인이 걸어 온 조선
인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고난의 鐵火 속에 휘말려 들어간 조선인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삼는 것이 조선사연구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30)

이러한 일본에서의 조선사연구 상황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 중
반이 전환점이 되는 이유로서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
다.31) 하나는 1965년 한일조약 체결과 그 후 한일 양국의 정치적 유착이 일본인들의 한
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민족자결의 고양이 한반도의 통일이나 한국의 민주화투쟁을 “일본의 평화나
민주주의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생각하는 일본인”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나카츠
카에 의하면 이것이 “일본에서 조선사연구가 성행하게 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
되었다.32)
한반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변화는 연구형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 왔다. 즉 “조
선을 단지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침략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조선사를 분석하는 연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바로 ‘내재적 발전론’의 등
장이다.
나카츠카는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분석이 이 시기부터 “조선에서는 물론 일
29) 旗田巍, 1951 ≪朝鮮史≫(岩波書店) 4
30) 旗田巍, ≪위 책≫ 5
31) 中塚明, 1981 <‘内在的發展論’と帝國主義研究> 朝鮮史硏究會 編, ≪新朝鮮史入門≫ (龍溪書舍)
263
32) 이러한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등장한 것이 旗田巍 編, 1965 ≪アジア･アフリカ講座 日本と朝鮮 第3卷≫
(勁草書房)이다. 여기에는 조선사의 움직임을 당시의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과 연결지어 이해
하려는 시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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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도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33) 이와 같은 이해의 배경에는
당시 일본인이 북한의 연구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시
나카츠카의 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61년경부터 학계 전체의 관심이 한국근대사에서
의 자본주의 맹아 문제에 쏟아졌으며, 이는 1963년 9월 ≪로동신문≫에 게재된 金錫享
등의 <소련아카데미 편 ≪世界史≫의 조선관계 서술에서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나카츠카는 이 논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조선사의 내재적･자주적
발전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의 조선사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34)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시기 일본에서의 한반도연구에 있어서 한일조약 체결
과 북한에서의 연구 상황 전개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같은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식민지사관의 극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35) 예를 들어
1963년 한국 역사학회 대회에서 ‘근세후기’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천관우는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오늘날 國史學에서 朝鮮後期는 가장 未開拓의 分野이다. 우리는 近代社會라면 大院君以後
를, 封建社會라면 高麗나 그 훨씬 전부터를 생각하게 될 뿐이 아니라, 朝鮮王朝를 對象으로 한
다해도 그 前期의 硏究가 비교적 豐富한데 比하여 後期까지는 硏究가 내려 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朝鮮朝를 通觀하는 硏究에서도 대개는 前期의 部分은 基本史料로 다루고 거기에 계속
되는 後期의 硏究는 二次以下의 史料로 大略을 덛붙이는 정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朝鮮後期는 國史의 展開上 가장 중요한 硏究對象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물론
이다. 數千年 累積된 ｢舊來｣의 社會가 脫皮를 앞둔 그 前後의 段階인 만큼, 또 近代化過程을
살피기 위한 直接의 背景이 되는 段階인 만큼, 當時의 社會, 當時의 文化에는 近代로의 싹이
있었는가, 싹이 없었다면 그 素地라도 있었는가, 前近代的인 體制는 崩壞하고 있었는가, 도리혀
그것이 强化되고 있었는가 … 問題될 點은 許多하다.36)

“문제는 허다하다.” 주목할 것은 이 말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천관우의 ‘내재
적 발전론’에 관한 언사에서 일종의 ‘주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에 한일
양국 간에 하나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그 배경을 달리하면서도 한일 학계는 모두 근대사연구의 재조명을 향
33) 中塚明, <앞 논문> 263
34) 中塚明, <앞 논문> 264
35) 한국에서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말은 주로 金容燮의 농업경제연구가 발표된 이래 ‘자본주의 맹
아’의 한 형태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실학이나 농민운동 등 그 외 조선반도
내부에서의 ‘내재적’ 움직임 전체를 ‘내재적 발전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36) 千寬宇, 1963 <回顧와 展望> ≪歷史學報≫ 2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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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 도정은 중간에서 갈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Ⅳ.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다시 한국의 학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일본통치 말기에 고등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우근이나 천관우, 그리고
이들에 앞선 홍이섭의 일련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그들은 당시에 말하는 ‘근
대’ 혹은 ‘조선후기’ 연구에 힘을 쏟으면서 한국의 전근대사에 근대의 맹아가 존재했음
을 증명하고자 했다. 특히 이 때 중시된 것은 ‘실학’ 연구였는데, 이들은 조선후기에 존
재한 ‘실학’ 전통이 근대의 ‘개화파’로 연결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는 금일 한국에서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일
례로 1975년에 출판된 홍이섭의 ≪한국근대의 성격≫37)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이섭은 ‘한국근대사’를 대원군정권 직전인 임술민란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는 대원군정권기 이전의 조선왕조가 ‘봉건사회’이며, 이러한 ‘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야말로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홍이섭은
대원군정권기 이전 상황을 비관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내적으로 봉건제의 정치 구조에 금이 가게 한 사회적인 광범한 운동은 1862년(철종 3년
壬戌)의 晋州民亂에서 불똥이 튀자, 전국적인 규모로 퍼져갔던 농민들의 항거에서부터일 것이

다. 이 농민들의 움직임은 19세기 후반기를 그대로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래도 이 취약한 지반
에 견디어 온 그 자체가 한국 근대화의 不進性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에서 한국의 근대화는 외래적인 자본주의의 힘에 휩쓸리었고, 이 과도기에 있어 한국의 자
체적인 근대화를 기도한 몇 사람의 파이오니어는 곧 한국 근대사상에 있어 새로운 인간상이었
지만 그 구성 조건이 복합적이었음은 잊을 수 없다.38)

37) 참고로 홍이섭은 1974년에 서거했으며 本書는 그 유고에 기초하여 한국일보사가 출판한 것이다.
洪以燮, 1975 ≪韓國近代史의 性格≫ (한국일보사) 중 <편집자의 저> 참고.
38) 洪以燮, ≪위 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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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후 한국근대사에서 ‘근대의 맹아’의 중
요 부분으로 주목받게 되는 농민반란이 어중간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농
민반란은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요소인 동시에, 또한 그에 의해 국가를 약체화시키고 근
대화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간주되었다. 둘째는 일부 ‘개척자’, 곧 실학으로부터
개화파로 연결되는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또 그것이 얼마나 취약했던가를 지
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역사학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한우근에게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는 1961년 초판인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李朝後期의 社會와 思想에 關한 徹底한 硏究는 오늘날 韓國의 現實과 關聯하여 생각하여서

도 國史學徒의 焦眉의 急務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韓國이 하루바삐 近代社會로 轉
換·發展되었어야 할 時期에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歷史的·社會的 條件이 우리나라의 社會發展

을 沮害하여 왔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우리는 明確하고도 올바른 解答을 얻어야 하겠기 때문
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封建的인 遺制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인가, 또는
어찌하여 市民階層의 새로운 勢力이 제대로 成長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等等의 問題, 換言하면
우리나라 社會의 停滯性 乃至는 後進性의 問題는 李朝後期社會에 對한 徹底한 硏究가 없이는
그 解明의 길이 없을 것이다.39)

분명한 것은 해방 후 한국사연구를 이끌어간 이 세대가 근대사연구에 임하면서 ‘근대
의 맹아’ 이상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
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한국근대사에 대한 이해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한국
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박정희의 역사관과도 일치하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논문 <우리
민족의 과거를 반성하다>에서 조선왕조 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李朝後期에 들어 근대화의 주체가 된 상공업자, 제3계급적인 평민층이 ①전통적 신
분제에 집착하고, ②관료제의 강력한 잔재로 인해 민간상공업에 대한 의욕이 적었던 사실에 더
하여, ③常民과 賤民을 중산계급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내산업, 과학기술, 경영 등이 미숙 내지
전무했으며, ④더욱이 태동하고 있던 관료적 자본주의도 강력한 외국식민지경제의 침략 앞에
수포로 돌아가, 결국에는 건전한 대두, 성장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40)

이렇게 한국에서의 근대사연구는 하나의 모순에 직면하게 될 실학이나 ‘자본주의 맹

39) 韓㳓劤, 1983 ≪李朝後期의 社會와 思想≫ (을유문화사) 2
40) 朴正熙, 1970 <わが民族の過去を反省する> ≪朴正熙選集 Ⅰ≫ (鹿島研究所出版會)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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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관한 연구, 즉 한국의 ‘내재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동
시에 ‘내재적 발전’을 저해한 요인에도 착목하여 ‘내재적 발전’의 맹아가 맹아의 단계에
그치고 근대화의 단계까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들의 연구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용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1960년대부터 70년대의 한국에는 심각한 빈곤과 종속이 엄연하게 존재했다는 사
실이다. 그 속에서 이들이 지나치게 ‘장미빛 과거’를 그려낼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점차 변화해 갔다. 여기에서 지적해 둘 것은 근대사연구자의
세대교체와 연구량의 증가이다. 사실 1979년에 출판된 ≪歷史學報≫제84호에서 金敬泰
는 이 시기에 “연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제기와 연구대상의 확대 등의
착실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41) 여기에서 김경태는 그 ‘진전’의 대표저작
으로 愼鏞廈의 ≪독립협회연구≫를 언급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용하는 이 저작
에서 독립협회를 “기존의 정부제도･관료제도･교육제도･산업제도･사회관습과 가치관 등
의 근본적 구조변혁을 주장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독립협회의 社會思想 중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近代化思想은 體制外部로부터의 列强의 壓
力이 너무 크지만 않았더라면 韓國人들이 自主的으로 近代化를 達成하여 그들의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諸目標를 實現시킬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42)

이러한 한국 역사학계의 세대교체와 연구량의 증대는 1984년경에 보다 명확한 형태
로 나타났다. 1984년에 발행된 ≪歷史學報≫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면서 1979년
부터 1983년의 새로운 저작들을 열거한 후 그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의 연구자들에 의
해 집필된 박사논문이란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그 때까지 한국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이
들 중의 한 사람인 이기백은 새로운 세대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우리 韓國史學은 近代史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民族的인 수난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41) 金敬泰, 1979 <回顧와 展望> ≪歷史學報≫ 84, 82〜83. 단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愼鏞廈의 저
작에 대해 김경태는 “연구대상에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同, 83).
42) 愼鏞廈, 1993 ≪獨立協會硏究≫ (一潮閣)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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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가 하면 志士的 기풍이 강하고 반면에 實證的인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
다. 혹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科學的인 성격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중략)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名利를 위하여 眞理조차도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듯한 인상조차 받는다.43)

그렇지만 이러한 ‘구세대’의 비판44)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사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하나의 징표가 ‘근대’기점의 변화, 보다 정확히는 해체였다. 일례로 ≪歷史
學報≫는 1979년까지 <회고와 전망>에서 ‘근대’라는 항목을 두었다. 그러나 이 항목이

1984년에는 ‘최근세’라고 수정되었다. 이는 ‘민족사관’과 ‘식민주의사관’의 대립이 본격
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이기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近代民族主義史學에 대한 높은 관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유행어처럼 사

용하고 있는 民族史觀이란 용어는 그 개념이 극히 모호한 것이어서 학문적으로는 재검토의 여
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民族史觀이란 말은 植民主義史觀과 대립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善槪念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民族史觀은 韓國民族史觀과 같은 뜻의
말일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韓國史를 王朝를 중심으로 고찰한 王朝史觀에 대하여 民族을 중심
으로 보아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45)

결국 ‘구세대’의 대표자로서 이기백이 비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최근
‘신세대’에 의해 ‘새로운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연
구에서는 때때로 연구대상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그 배경에 존재하는 강한 가치
관이 눈에 띄며,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료실증주의적이어야 할 역사연구로부터 일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근대’란 무엇이며 어떻게 논증해야 하는가. 한국의 역사학은 하나의 교차점으로 접어들
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근대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저작으로 1984년에 초판이 출간된 姜萬吉의 ≪한국근대사≫를 들 수 있다.
강만길은 이 저작의 목적을 서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둘째, 사실을 충실히 서술한 역사책보다 사실을 해석하는 노력이 더 담긴 역사서를 만들려

43) 李基白, 1984 <回顧와 展望(總說)> ≪歷史學報≫ 104, 142~143
44) 역시 대표적 ‘구세대’ 연구자인 이원순으로부터도 마찬가지 비판을 받았다. 李元淳, 1976 <서평:
신용하(著) 독립협회연구> ≪韓國學報≫ 212
45) 李基白, <앞 논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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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런 경우 역사학이 기피하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의
식하면서 그 ‘주관성’이 역사를 보는 눈의, 그 나름의 특징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다.46)

그렇다면 강만길은 어떠한 ‘주관성’에 근거하여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는
<일본어판에 부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문호개방 이전의 조선사회의 정치･경제･사회･사상면
의 변화와 발전이 19세기 후반기에 들이닥친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조
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가 일정의 궤도를 따라 법칙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구명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는 그것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특히 일본 독자들의 문호개방
이전의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47)
°

°

°

이렇게 하여 놀랍게도 강만길은 자신의 한국근대사를 종래 조선왕조 후기라 하던 17
세기까지 확대하였다. 강만길은 1933년, 신용하는 1937년생이다. 바로 이기백이 비판한
1979년 전후에 30대에서 40대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종전의 한국사연구의 틀
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결국 무너진 것은 두 가지였다. 신용하는 그때까지 한국근대사연
구의 커다란 벽이던 한국근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무너뜨렸다. 이후 한국에서는 “만약
열강에 의한 침략이 없었더라면” 한국에서도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견해
가 지배적이 되었다.
한편 강만길이 무너뜨린 것은 그 때까지의 ‘근대’의 틀 자체였다. ‘구세대’는 근대란
궁극적으로 웨스턴 임팩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그 이전의 것은 ‘맹아’나 ‘전제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만길은 이제 이전에는 ‘맹아’나 ‘전제조건’에 지
나지 않는다고 간주되던 것 그 자체가 ‘근대’라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사에서 ‘근대’의
틀은 크게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던 것일까.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46) 姜萬吉 저, 小川晴久 역, 1986 ≪朝鮮近代史≫ (高麗書林) 2
47) 姜萬吉 저, 小川晴久 역, ≪위 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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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교과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상황 변화와
1982년의 ‘교과서 파동’
제4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민족사관’적 역사관의 대두는 그 때까지 한
국 역사학회를 지지해 온 중진연구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진연구자들
의 영향력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움직임을 통해 실추되어 갔다.
첫 번째는 이 시기 대두하고 있던 젊은 연구자들의 움직임과 압력에 의해서이다. 그
활동의 중심에 선 것이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강만길이다. 강만길은 이미 1976년
의 단계부터 <평론: 국사학의 현재성 부재문제>라는 평론을 집필하고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1세기에 가까운 우리 나라 近代史學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위치
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특히 그것의 現在性不在가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또 반성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한 시대 한 민족의 역사학이 그 민족이 處해 있
는 現在的 要求와 그다지 연관성 없는 지난날의 사실만을 硏究對象으로 삼고 現在와 가까운
시기에 대한 硏究와 評價 批判을 기피한다면 학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48)

위 문장에서 명백한 것은 그들에 의한 ‘민족사관’적 역사연구가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점일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생각에서 강
만길은 한국의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고언을 하게 된다. 같은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實證史學의 경우 역사학계는 연구 활동에만 종사하고 역사 교육은 政策當局에게 일임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길만이 연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49)

주목할 것은 강만길이 이와 같은 한국 역사학계의 상황을 일본 통치시대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통치시대에는 조선인 연구자들이 역사교육의 현장으
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어느 새인가 한국의 역사학계에는 연구와 교육을 분
48) 姜萬吉, 1976 <評論: 國史學의 現在性 不在問題> ≪韓國學報≫ 132∼133
49) 姜萬吉, <위 논문>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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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강만길은 일본통치기의 문제를 끌어들여
그 잔재를 끌고 가려하는 당시의 역사학계와 박정희 정권 말기의 교육행정에 대해 비판
을 전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역사교육의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위
의 강만길의 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당시의 ‘민족사관’론자들 대부분은 이후의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진보’진영 계열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정권까지 ‘보수’세력이 정권의 주류를 점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그들만의 운동
으로는 정권 내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당시 한국에서의 교과서논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들
‘진보’세력의 비판과 동시에 진행된 ‘보수’세력 내부로부터의 비판,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승만 정권기에 초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安浩相 등과 같은 재야 보수계열 역사학자
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50)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개시된 것이 묘하게도 앞서의 강만길의 평론
이 발표된 1976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 해부터 자신들이 발행하는 잡지를 기반으로
기존의 한국사연구자들을 ‘식민지주의사관론자’이자 ‘민족반역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표적이 된 것이 이병도와 신석호였다. 안호상 등은 이들
이 일본통치기에 朝鮮史編修會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이들에 의해 형성된 당시 역사학
회의 주요인맥을 이 ‘친일파’들의 뒤를 잇는 자들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51)
이러한 안호상 등의 움직임은 1978년 국사교과서의 내용시정을 요구하는 建議書의
형태로 나타났다. 건의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로부터
안호상 등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정치적 요망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당시 안호상 등의 국사교과서 개선요구는 주로 고대사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이들은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을 통해 기존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 혹은 수정을 제
안하였다.52)

5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 논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
동≫ (혜안) ; 同, 1995 <국사교과서파동(상)> ≪實學思想硏究≫ 5･6합집 ; 同, 1996 <국사교과
서 파동(하)> ≪實學思想硏究≫ 7. 또 坂井俊樹, 2003 ≪現代韓國における歷史敎育の成立と葛藤≫
(御茶の水書房)이 상세하다.
51) 윤종영, 1995, <위 논문> 368
52)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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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古朝鮮의 疆土가 동북역은 바다요, 북역은 黑龍江이며 서남역은 현재의 北京까지이다.
[현행 교과서에는]檀君王 시대의 1200년 歷史를 削除하였다.
[현행 교과서에는]檀君을 神話로 돌려 否定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에는]燕나라 사람 衛滿을 古朝鮮의 創建祖로 삼았다.
衛滿朝鮮의 서울인 王儉城은 中國의 山海關 부근에 있었다.
樂浪은 中國의 北京 지방에 있었다.
百濟는 약 400여 년 간 中國의 중남부를 통치하였다.
新羅統一 後 68년간의 疆土가 吉林에서 北京까지였다.

일견 본고의 ‘내재적 발전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고대사에 관한 그들의
요구는 실제로는 고대사 분야만이 아니라 근대사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의 ‘제안’은 이제까지 한국 역사학회를 이끌어 온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의표명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던 한국 역사학
계의 중진들은 새로운 대응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제
안’이 역사학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신중한 자료비판과 실증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山海經≫이나 ≪滿洲源
流考≫ 등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여 그 때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무시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주장이 본고가 이제까지 주
목해 온 민중사관이나 ‘진보’적 학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인가 하면 ‘보수적’
이고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한 민간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 때까
지 한국의 역사학회에서 중추를 차지해 온 사람들이 ‘진보’적 진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이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때까지 한국의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국정
교과서의 집필이나 편수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안호상 등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
관점에서 격렬하게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불행하게도, 1980년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즈음 안호상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요구로서 교육행정에 반영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었다.
즉 1980년 한국 문교부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여 국사교과서 개발기관으
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호상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교과
서에 반영할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
안호상 등은 모든 방면에 압력을 가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실제의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 청원은 새로운 여당인 民主正義黨의 유력의원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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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達 등 18명의 지지를 받아 이들의 공동제의 형태로 <국사교과서 내용시정 요구에 관

한 청원>이 국회의 文敎廣報委員會에 정식 제출되었다. 이 청원에서는 현행 초중고등학
교의 각 교과서가 일본통치기 식민사관의 색채를 짙게 띠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를 곧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11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된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선학들이
밝혀 온 바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 논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53)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여 그 때까지 한국의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사람들의 영
향력이 크게 실추되어 갔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앞서 서술한 1978년과 1982년의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내용에 변화가 생긴 한 원인이 여
기에 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교과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Ⅵ. 한국 교과서로 보는 ‘근대’의 확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논쟁이 활발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
반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시기부터 1990년경까지의 교과서의 변화에
대해 고등학교 ≪國史≫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79년의 교과서에서 분명한 것은 이 교과서가 근대의 시작을 대원군정권에 두
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과서에는 5개의 장이 있는데, 각각 제 1장은 ‘고대사회’, 제 2장
은 ‘고려사회’, 제 3장은 ‘조선사회’, 제 4장은 ‘근대사회’, 제 5장은 ‘현대사회’라는 표제
가 붙어 있다. ‘근대사회’의 ‘단원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실학의 발전이 근대 문화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선 사회는 개항을 맞
았다. 이로부터 제국주의 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마침내 청·일과 러·일 간의 제국
주의 전쟁의 결과로 대한 제국이 붕괴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를 넘기면서 민족적 각성은 개화, 자강과 자주, 혁신의 근대 의식을 고조시키
고 민족주의를 정립시켜 20세기 초의 항일 운동의 사상적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식민지 지배
하의 민족 독립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54)

53) 자세한 내용은 각주 50에 제시된 각 문헌을 참조할 것.
54) 교육부, 1981 ≪고등학교 국사≫ 223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121

여기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실학의 발전이 근대문화의 성장으로 연결되
지” 못하였음을 글머리에서 언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의 맹아로서의 실학은 존
재했지만 그것을 근대로까지 살려내지는 못했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민족적 각성’이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 시점에는 아직 명확한 형태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근대’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조
선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계층 분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신분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양반 문벌의 정치적 지배권이 강력한 상황 속에서의 신분 이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사회적 진통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55)

그리고 이 교과서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과제’ 중 하나로 “조선후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
엇인가?”라는 항목을 두었다.56) 결국 이 교과서는 대원군정권 이전과 이후의 단절을 강
조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82년의 교과서에서 다시 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처음으로 상
하 두 권으로 나뉘어 발행된 이 교과서에서 주목할 점은 그 때까지 왕조명이 붙여졌던
각 장의 명칭이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이다. 상권의 각 장은 제 1장 ‘고대사회의 발전’,
제 2장 ‘중세사회의 발전’, 마찬가지로 하권의 각 장은 제 3장 ‘근대사회의 태동’, 제 4
장 ‘근대사회의 성장’, 제 5장 ‘현대사회의 발달’로 각각 수정되었다. 각 장의 표제로부
터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발전’이 강조되었으며, 우리는 그로부터 내재적 발전론
의 강한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후기를 다룬 부분에서 ‘근대’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조선후기와 개항 이후의 연속성을 강하게 의식하
게 된다. 실제로 제 3장 제 1절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대외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분
명하게 ‘내재적 발전’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국가적 노력과 사회 변화가 연결되어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농업에 있어서는 새로

55) 교육부, 1981 ≪위 책≫ 175
56) 교육부, 1981 ≪위 책≫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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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농 기술이 개발되고, 상공업에 있어서도 전기와 달리 자유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
러한 움직임은 근대 사회로의 내재적 성장을 의미한다.57)

그렇지만 이 교과서에는 모순이 존재했다. 그것은 1979년판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조선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앞서 인용한 1979년판 교과서
제4장의 ‘개요’를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제4장 제1절 ‘민족의 각성과 근대문화의 수용’은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은 개항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 사
회로부터 새로운 근대적 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개항을 전후하여 동학 사상, 개화 사
상, 위정 척사 사상이 자라났고, 이들 사상이 서로 얽히면서 정계는 혼미해져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의 세력이 무력을 배경으로 침략의 야심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민
족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58)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열강 그 중에서도 일본에게 침략당한 사실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하나의 모순이
존재하였다. 한국에 내재적 발전의 요소가 충분히 존재했다면 한국도 일본 혹은 다른 나
라와 마찬가지로 근대화를 이루어 외적의 배제에 성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
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재적 발전을 강조한 1982년의 교과서는 조선후기 부분과 개항
이후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서 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1982년판 교과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다가 1990년에 개정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국사≫교과서는 상하 두 권으로 장의 구성이 분리되어, 하권은 제 1장
‘근대사회의 태동’, 제 2장 ‘근대사회의 발전’, 제 3장 ‘민족의 독립운동’, 제 4장 ‘현대사
회의 전개’로 이루어졌는데, 일본통치기의 민족운동이 새로운 장으로 분리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이 교과서에 대해 우선 주목할 것은 제 1장 제 1절에 ‘근대사회의 지향’이라
는 새로운 절을 구성하여 ‘근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길지만 흥
미로운 부분이므로 그대로 인용해 보자.
농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그들의 역량이 증대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57) 교육부, 1983 ≪고등학교 국사(하)≫ 3
58) 교육부, 1983 ≪위 책≫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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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맹아로서,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었다.
근대 사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전제되는 민주 정
치가 구현된 사회를 말한다. 참된 민주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
민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 각 계층이 평등한 사회를 뜻한다. 평등 사회의 출현은 지난날의 사회 체
제를 붕괴시키고 피지배층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사회는 세습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가 거부되고, 사상과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
는 사회를 말한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을 뜻한다. 즉, 산업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자유로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전문적 경영 방식에 의해 생산력의
증대가 추구되는 사회를 말한다.
사상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합리화의 추구를 뜻한다. 즉, 절대적
가치 체계에 의한 불합리한 구질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적 경험을 존중
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와 같이 근대 사회에서는 민주화, 산업화, 합리화, 과학화 등이 추구된다. 조선 후기 사회
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59)

그렇다면 1990년판 교과서는 조선후기와 개항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고자 했
을까. 제2장 ‘개요’에서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 사회는, 안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근대적인 요소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제국주
의 열강에 개항을 하였다. 이로부터 열강의 침략이 잇달았으며,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도발
한 일제에 의하여 대한 제국은 붕괴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위정 척사 운동, 동학 농민 운동, 항
일 의병 전쟁 등을 전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 협회 활동, 애국 계몽
운동 등을 통하여 근대 국가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면에서는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근대적 경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근대 의식도 보편화되어 갔다.
또, 과학 기술과 문명 시설이 수용되고, 교육 운동과 국학 운동, 문예 활동과 종교 활동도 근대
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전개되어 갔다.60)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눈에 띈다. 하나는 조선후기와 개항
이후의 연속성이 이전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동학농민운동 등과
같이 그 때까지는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79년판 교과서에서는
59) 교육부, 1992 ≪고등학교 국사(하)≫ 9〜10
60) 교육부, ≪위 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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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까지 이해되기 쉬웠던 사건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1979년판 교과서에서 1982년판 교과서로, 그리고 또 1990년판 교과서로의 이와 같은
변화배경에는 교과서의 연구와 집필을 담당한 사람들의 세대교체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79년판 교과서의 경우 그 권말에 표시된 ‘연구진’ 중에서는 고병익, 이광린, 이기백,
전해종, 한우근 등 한국 역사학회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한국사연구 제1세대인 이병도
나 제2세대인 신석호의 이름도 볼 수 있다. 그런데 1982년판 교과서에서는 이병도나 신
석호와 더불어 이기백과 한우근의 이름도 사라졌다. 그리고 1990년판 교과서에 이르면
그들의 이름은 모두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한국 역사학계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크게
변화되어 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일본의 한국사학계에서는 전혀 상이한 현상이 일어
나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그 점에 대해 검토해 보자.

Ⅶ.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한반도의 내재적 발전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두 가
지가 있다. 하나는 한일조약에 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의 고양이며 다른 하나는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직결된 아시아 제국과의 연대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움직임은
북한에서의 연구동향과도 상응하여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의 융성을 불러 왔다.
일본의 내재적 발전론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축이 있었다. 하나는 사상면
에 있어서 근대의 맹아를 발견하려 한 실학연구, 또 하나는 경제면에 있어서 한반도 자
본주의발전의 맹아를 찾고자 한 연구이다. 전자의 대표적 연구자로는 姜在彦을 들 수 있
다. 강재언은 북한에서의 연구성과를 솜씨 좋게 흡수해 가며 실학연구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한편 경제면에서 이 시기 연구를 주도한 것은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였다. 가지무
라는 그의 주저인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형성과 전개(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展開)≫
의 글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서는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내재적 형성과 전개를 한국근대사 전 과정을 관철하는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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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는
는
그

붉은 실(赤い糸)로 삼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오늘날 남한이 직면하고 있
문제 상황에 대해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적 논문집이다. 본서
또한 평면에 일반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특정의 산업부문을 골라
안에서 조선 부르주아의 궤적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61)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강재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한국근대사는 조
선사의 한 부분으로서 근대일본의 대조선관계사로 해소되거나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사
로 해소될 수 없는 자족적 발전의 역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조선에 대한 올바른 역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민족적 전통에 바탕한 조선인민의 역사적 경영, 그 속에서 역사발전
법칙이 관철되는 역사주체를 안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조선과 일본
및 제열강과의 국제관계를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62)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70년 말 연구의
전환점이 찾아와 이 시기를 경계로 내재적 발전론이 비약적으로 발전 혹은 확대 해석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강만길의 ≪한국근대사≫가 17
세기부터 ‘근대사’라고 쓰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지무라의 저작에서는 제1장을
강화도조약 이후로 구성하였다. 이는 강재언도 마찬가지였다. 강재언도 신용하와 같이
독립협회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의 연구에 중심을 이루는 ‘급진개화파’에 비하면 그
지위는 극히 낮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은 어째서 한국에서와 같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
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를 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眞人)는 그의 논문 <전후 일
본에서의 한국 근대사연구의 현 단계(前後日本におけゐ朝鮮近代史硏究の現段階)>에서 가
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의 사상적 후계자인 요시노 마코토(吉野誠)를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시노는 그 당시 幕末로부터 明治期의 일본의 조선관에 대한 몇 가지 조류를 분석하여 그
것이 탈아주의나 아시아주의 어느 쪽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서양문명지상주의, 곧 근대지향주
의의 입장에 서 있던 점을 비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략) 다만 요시노가 시점의 전환을 꾀
하면서도 동시에 ‘내재적 발전론’의 원리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요
시노의 주장은 ‘내재적 발전론’의 심화･비판이란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로 그것의 전면적 극복을

61) 梶村秀樹, 1977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龍溪書舍) 3
62) 姜在彦, 1970 ≪朝鮮近代史硏究≫ (日本評論社)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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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전후역사학’의 일환으로서 ‘내재적 발전론’의 ‘負性’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아시아性’을 변혁과 발전의 계기로 파악한 것은 자멸을 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63)

나미키에 따르면 문제점은 다음 부분에 있었다.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의 특색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논의에 촉발되고, 또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함께 ‘아시아
연대’라는 슬로건으로써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이란 궁극적으로
해당-이 경우 한반도-사회에서의 서양적 근대화의 맹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아시아와의 연대’를 외치고 또 서양 근대와는 구분되는 ‘아시아성’에 착목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더 나아가 두 가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64) 첫째는 1980년대
NIEs 중 하나로서의 한국경제의 대두이다. 이 새로운 상황은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 두
가지 새로운 조류를 일으켰다. 그 중 하나의 조류의 중심에 선 것은 나카무라 사토루(中
村哲) 등의 그룹65)이었다. 나카무라는 한국 경제발전의 기점을 1930년대 식민지공업화

로 삼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후에 이 입장은 호
리 가즈오(堀和生)66) 등의 경제학자에 의해 발전되어 간다.
또 하나의 조류는 미국의 스테판 하가드(Stephan Haggard)의 연구에 자극을 받은 정치
경제학적 연구의 축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하가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본통치기로부
터 유래한 한국독특의 금융시스템과 그 결과로서의 ‘강한 국가’, 그리고 그 ‘강한 국가’
에 의한 효율적 외자이용에서 찾으려고 하였다.67) 한국의 경제성장이 일본 통치기에 연
원을 둔 권위주의적 ‘강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는 연구의 진전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이라는 설명 변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오니시 유타카(大西裕)68)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69) 등의

63) 並木眞人, 1990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の現段階> ≪歷史評論≫ 6월호, 23
64) 이하의 점에 대해서는 졸고, 2007.11 <‘地域硏究’と‘外國硏究’としての‘日本における’朝鮮/韓國硏
究> ≪國際協力論集≫ (神戶大學大學院國際協力硏究科) 15-2도 참조할 것.
65)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中村哲, 1988 ≪朝鮮近代の歷史像≫ (日本評論社)
66) 대표작으로 堀和生, 1995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67) Stephan Haggard,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68) 예를 들어 大西裕, 1991 <韓國官僚制と経済成長ー輸出工業化の新たな説明> ≪法學論叢≫ 130(1) ;
1992, 131(4)
69) 예를 들어 木宮正史, 1994 <韓國における内包的工業化戰略の挫折> ≪法學志林≫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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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로 이어졌다.
두 번째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한국사 연구자의 세대교체이다. 일본
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자의 세대교체는 통상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우선 한국과 마찬
가지로 혹은 그보다 빠른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의 수요로 산출된 제1세대
연구자군이 존재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시카타 히로시
(四方博) 등이 그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조선총독부나 그 외 기관이 소장한 내부
자료를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사이더로서 한국근
대사를 동시대사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을 비판하는 형태
로 제2세대 연구자가 등장했다. 일본통치기에도 경력이 있던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그 대표주자이며, 가지무라 히데키나 강재언도 이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북한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내재적 발전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종래의 식민사관의 訂正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2세대 한국 근대사 연구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절대 수가 극히 적어 광범위한 영역
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들의 연구는 대개 이데올로기나 ‘주장’
은 명확해도 실증에는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도 1980년대에 들어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
는데, 이들은 종래 연구에 대해 실증적 입장에서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이른
바 일본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 제3세대의 대두를 ≪조선사연구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 대표적 인물인 나미키 마사히토 및 호리 가즈오는 1983년에,
하라다 다마키(原田環)는 1984년에 처음으로 그 논문을 게재하였다.70)
중요한 것은 같은 시기에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비판이 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
론의 불철저성에 가해진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한계성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이러
한 경향은 구미의 사회과학적 연구나 그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은 오니시 유타카나 기미
야 다다시와 같은 제4세대 연구자로 이어졌다. 이 때 ‘내재적 발전론’은 과도한 이데올
로기적 색채를 띤 것으로 간단히 잘라버릴 만한 것이 되었다.
사실 필자도 1992년에 공표한 필자 자신의 최초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
다. 미숙한 문장이지만 감히 인용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마이너스 요인을 ‘외부’에 설정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70) 朝鮮史硏究會, 1994 ≪朝鮮史硏究會論文集: 別冊 [総目次･執筆者索引]≫ (綠蔭書房)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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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像 또한 극히 비주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실로 ‘내재적’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기 위해

서는 ‘발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정체’ 또한 내재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조선
에서의 ‘근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71)

이렇게 1980년대를 큰 경계로 한일 양국은 상이한 韓國近代史像을 만들어 가게 되었
다. 그로부터 커다란 역사관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Ⅷ. 일본의 교과서로 보는 ‘내재적 발전론’
다음으로 한국 교과서와의 비교를 위해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의 ‘내재적 발전’에 관
한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일본의 교과서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
율을 보이는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야마카와출판사 교과서의 커다란 특색 중 하나는 일본의 주요 역사학회인 ‘史學會’의
편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야마카와출판사의 ≪三訂 日本史≫의 표지에는
‘도쿄대학문학부 내 사학회 호게쓰 게이고(寶月圭吾)편’이라고 되어 있고, 머리말에는
“본서 작성에 대해서는 호게쓰 게이고･후지키 구니히코(藤木邦彦)･도요타 다케시(豊田
武)･가사하라 가즈오(笠原一男)･이노우에 미쓰사다(井上光貞) 외 사학회의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었다”고 쓰여 있다.72) 이 야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 시리즈는 그 후 ≪新編日
本史≫ 시리즈로 이어져, 1964년에는 비교적 내용이 충실한 ‘詳說日本史’와 이를 간략화

시킨 ‘要說日本史’의 두 개 시리즈로 나뉘어졌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詳說’ 쪽을 주
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과서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이 교과서에 관해서는
<표 5>에 나타나듯이 적어도 집필진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사카교
육센터에 소장된 교과서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교과서의 ‘저자’는 1973년에
기존의 호게쓰 게이고 및 후지키 구니히코에서 이노우에 미쓰사다･가사하라 가즈오･고
71) 졸저, 2000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 (ミネルブァ書房) 124. 이 문장이 게재되어 있
는 제4장은 1992 <‘儒敎的レッセフェール’と朝貢体制> ≪法學論叢≫ 131(6) ; 1993 ≪法學論叢≫
133(4)를 재수록한 것이다.
72) 史學會 編, 1955 ≪三訂日本史≫ (山川出版社)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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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 고타(兒玉幸田)로 변경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하라나 이노우에는 이미
1955년 단계부터 사학회편 교과서의 집필에 협력하고 있었다. 그 후 집필자는 완만하게
또 부분적으로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이 교과서시리즈의 집필자에 연
속성이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맥적 연속성을 배경으로 하여 일련의 교과서 내용도 시대적으로 매우 연속
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련의 교과서들에서 본고에서 착목하
고자 하는 내용에서마저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근대’ 시기를 이
교과서들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 변화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대의 공식적 출발점이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이른바 ‘서양의
충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는 1963년의 교과서가 이 새로운 기준
점을 채용한 최초의 야마카와출판사 발행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교과서가 에도시대의 산업이나 사상 및 학문의 발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955년의 ≪三訂 日本史≫는 ‘근대공
업의 맹아’라는 소제목 하에 일본의 ‘내재적 발전론’에서 주요한 소재 중 하나인 ‘매뉴
팩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한편 도이야(問屋: 중개상인-번역자)나 지주 중에는 자신의 집 안에 製絲나 織物 등의 작업
장을 두고 그 下人이나 作人으로 하여금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는 미
숙하나마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단계에 있던 공장도 있었다. (중략) 물론 이는 본격적인 것은
아니고 아직 부분적인 수준이었으나, 이를 통해서도 막말에 접어들면서 점차 새로운 생산방법
이 탄생하게 된 양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73)

이와 같은 ‘서양의 충격’ 이전의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의 양상은 1970년대가 되면
외관상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73년의 ≪詳說日本史≫에서는 ‘제8
장 봉건사회의 동요와 문화의 성숙’ 이라는 단원 안에 ‘4. 근대로의 태동’이라는 절을
두었다. 이 시기는 교과서의 집필자가 호게쓰 등에서 이노우에 등으로 변화된 시기에 해
당하는데, 어쩌면 이러한 장 구성의 변화는 새로운 집필진의 의욕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목을 떠나 내용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내재적 발전’에 대해 오히려 보다 엄
73) 史學會 編, 1955 ≪三訂日本史≫ (山川出版社)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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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태도를 취해 갔다. 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공업도 발달하여 농민이 부업으로 행하던 가내공업으로부터 상인이
농가에 원료나 도구를 제공하고 제품의 대가로 加工賃을 지불하는 도이야제(問屋制) 가내공업
이 확대되었다. 그 중 일부 지주나 도이야상인들은 자본가로서 공장을 설치하고 임노동자를 모
아 분업을 통한 공동작업을 행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후기에는 면직물업･견직물업 등에서 이와
같은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쇄국으로 인해 판로가 제한되어
있던 점이나, 幕府나 諸藩의 농민에 대한 통제가 엄격했던 점, 諸藩이 전매제를 시행했던 점
등으로 인해 매뉴팩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74)

‘4. 근대로의 태동’은 1973년의 교과서에서는 ‘雄藩의 발단’이라는 표제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 1980년의 교과서부터는 기존의 ‘2. 막부의 쇠퇴’와 통합되어
‘3. 막부의 쇠퇴와 근대로의 태동’으로 수정되었다. ‘근대로의 태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대공업의 맹아’와 ‘정치･사회사상의 발달’이라는 두 개의 소제목 부분에 압축되어 있
다. 참고로 현재 같은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19세기에 들어 도이야제(問屋制) 가내공업이 한층 발달하고, 일부 지주나 도이야(問屋:
중개상인)는 가내공장을 설치하여 농업에서 유리된 奉公人(임노동자)을 모아 분업과 협업을 통
한 수공업적(자본적) 생산을 행하게 되었다. 이를 매뉴팩처(공장제수공업)라고 하며 大坂 주변
이나 尾張의 직물업, 桐生･足利 등 北關東의 견직물업 등이 天保期 경부터 행해지기 시작했
다.75)

교과서의 종류와 책수가 방대한 수에 이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제
시할 수는 없지만, 야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시리즈로 출판되는 교과서의
경우 고도의 집필진의 연속성이 보인다는 점, 둘째 집필진의 연속성으로 인한 필연적 결
과로서 그 내용에서도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발전’론 주장에 대해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그 중요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시기 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
74) 井上光貞･笠原一男･兒玉幸多, 1983 ≪詳細日本史≫ (山川出版社) 216
75)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埜利彦, 2006 ≪詳細日本史≫ (山川出版社) 212. 흥미롭게도 이 교
과서에는 “이미 에도시대 전기의 摂津의 伊丹･池田･灘 등의 주조업에서 매뉴팩처 경영이 보인다”
라는 문장을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이 교과서가 무리하게 에도시대 전기에 매뉴팩처가
있었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131

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사이에 교과서 집필진이 대
폭 바뀌었고, 그 결과로써 교과서의 내용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내
재적 발전’이 중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시기 한국에서 역사연구자
의 세대교체라는 상황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는 어째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지적해
야 할 것은 한국이 1974년 이후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교과
서는 이후에도 일관되게 검정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그로 인해 유일한
존재로 집약되는 국정교과서의 기재내용을 둘러싸고 新･舊 역사학자들 간의 대립이 전
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집필자에 대해 ‘진보’ 및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의 압력
이 가해졌다.
그러나 복수의 교과서가 허용된 일본에서는 다른 견해를 지닌 연구자 그룹이 견해를
같이 하는 출판회사와 제휴함으로써 －검정제의 범위 안이기는 하나－ 공존하는 것이 가
능했다.76)
바꾸어 말하면 일본에서도 확실히 ‘明治 100년’을 둘러싼 논쟁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듯이 일본 근현대사, 혹은 근세사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이러한 대립은 교과서 작성의 현장에 있어서는 특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부딪치기보다
차라리 다른 학파가 다른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각 교과서
의 집필진은 안정되었으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대학출신의 사제나 비슷한
전공자,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사이좋은 그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일본에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내재적 발전’에 관한 기술은 －한국에 비해－ 신중을 기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다. 그 배경은 한국과 달리 일본의 ‘내재적 발전’이 검증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곧 웨스턴 임팩트 이후에도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의 범위 안에서
나마 독자적 근대화 달성에 실제로 성공한 일본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의 ‘외부로부터
76) 이와 같은 학파별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여기에서 다룬 ‘근대의 맹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다른 교과서들이 모두 ‘근대의 맹아’에 대해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반해, 유일하
게 靑木美智男･深谷克己･木村茂光･鈴木正幸, 2008 ≪日本史A≫ (三省堂) 및 同, 2008 ≪日本史
B≫ (三省堂) 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근대의 맹아’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
는 교과서가 민중운동 연구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마르크스주의와 ‘내재적 발전’론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13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의 충격’이 매우 중요했다는 인식이 상당 정도 공유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교과서가 ‘단지
네 척의 증기선’을 동원한 페리 내항의 압력으로 서구 열강에 개국한 것과 그 이후의
‘문명개화’를 당연시하고 있는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의 교과서에서 근대사는 메이
지 이후 서양문명 수용과 그 성공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한일간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한일
간 근대사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일본은 웨스턴 임팩트 이후의
대응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열강의 일원으로 성장하였고, 결국에는 아시아 침략에 착
수해 갔다. 그 경로의 좋고 나쁨은 차치해 두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지향하던 바를 달성
했다는 목적합리화의 의미에 있어서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근대화’에 대해 실제 걸어
온 역사와는 다른 형태의 ‘가능성’들을 논의하는 데에는 제약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일
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열강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이를 도입하는 형태로 자
기 스스로의 변혁을 강제했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도 한정적으로 변화해 갔을 뿐이다.
이에 반해 근대사에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해야 했던 한국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달랐다. 즉 일본에 의해 자력적 ‘근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은 자
신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내재적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도’하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을 둘러싼 논의는 적어도 그 일부는 ‘만약 일본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역사상의 ‘If’와 관련된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실과의 대비 속에 그 서술도 자제될 수밖에 없던 근대 이전의
‘내재적 발전’의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논의될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실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론적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는 신중
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있었을 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한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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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에서의 근대적 법질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째, 198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이 시기 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그 자체가 매
우 상이하게 전개되어 갔다는 점에 있다. 둘째, 그 배경에는 양국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에 대한 수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내재적 발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에서는
이 시기 역사연구자들의 세대교체와도 맞물려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역사관의 변화가 이
루어졌다. 이에 대해 ‘내재적 발전론’의 수용이 한정적 수준에 머문 일본에서는 1980년
대 이후에도 커다란 역사관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의 수용형태의 차이는 양국이 걸어 온 근대사의 성격이
달랐던 사실에 유래한다. 즉 자력에 의한 근대화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중단되어
버린 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은 혹 있었을지 모르는 민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의
로 수용되었다. 이에 반해 웨스턴 임팩트 이후 실제 ‘성공한’ 근대를 경험한 일본에서의
근대화 도정을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 경험 앞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양국의 근대와 근대사를 둘러싼 태도의 차이는 현재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양국 교과서에서의 근대적 국제법질서, 특히 이른바 ‘불평등조약’에 관한 서술이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는 쪽은 한국의 교과서이다. 이를 다시 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이 교과서가 근대적 국제법질서와
‘불평등조약’ 문제를 제국주의나 일본을 비롯한 제 열강의 한반도 침략과 직결되는 문제
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일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로 시장 점유율이 가
장 높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강화도조약과 이에 부수된 일련의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조약들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었다.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물리지 못하였고, 양곡이 흘러나가
는 것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77)

77) 김한종 외,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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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교과서 대부분이 강화도조약에서의
‘불평등성’이 곧 한반도 경제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 교과서에서의 이와 같은 기술은 강화도조약만이 아니라 이 시기
조선왕조가 체결한 대부분의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천재교육의
≪한국근현대사≫교과서는 ‘04. 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라는 제목의 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국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
양 열강과 맺은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은 이후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데 많은 장벽이 되었다.78)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전술한 국정교과서 ≪국사≫ 이래 이와 같은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판 ≪국사≫ 교과서는 강화도조약과 그 부수 조약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이 마련되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
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79)

이러한 기술은 같은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80) 그리고 이는 이 교과서
의 구성상 당연한 결과였다. 애당초 이 교과서 제7장 ‘근대사회로의 진전’의 ‘개요’에서
는 “그러나 문호개방은 열강의 침략을 동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결국 이러한 열
강들의 침략전쟁의 무대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열강과의 조약체결은 그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교과서에서의 근대적 국제법질서나 ‘불평등조약’에 관한 묘사는 한국
의 그것과 매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일본의 교과서가 개항 직후 열강과의 불평등한 관
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표적 일본 교과
78) 김흥수･최창희･한시준･박태균･김시어･이진기, 2006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72
79) 교육부, 1996 ≪고등학교 국사 하≫ 75. 번역은 申奎燮･大槻健･君島和彦 譯, 2003 ≪新版 韓國の
歷史≫ (世界の敎科書シリーズ 明石書店) 329를 따랐다.
80) 교육부, 1996 ≪위 책≫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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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약에서는 ①神奈川･長崎･新潟･兵庫의 개항과 江戸･大坂의 개시, ②자유무역, ③외국
인 거류지의 설치와 일반 외국인의 일본국내여행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
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의 재판을 본국 법에 의해 본국 영사가 행한다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의 경우 일본이 자주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관세자주권이 누락되고 상호 논의를 통
해 세율을 결정하는 협정관세제 조항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으로서 明治維新 이후 조약개정이라
는 커다란 과제를 남겼다.8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의 여타 교과서들에서는 불평등조약
이 열강의 세력침투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폐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조약
개정 교섭으로 연결되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는 ‘불평등조약’ 뿐만 아니라 근대법의 수용에 대해서도 적극적
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전술한 교과서는 “조약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강을 따라 법치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전의 편찬을 서둘렀
다”82)며 그 수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을 비롯한 제 열강과의 국제조약이 ‘불평등조
약’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의 제국주의적 성격이나 그로 인한 부당성을 강조한
데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이를 극복해야 할 질곡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부정적 부분
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위 교과서를 비롯하여 현행 일본의 교과서들은 어느 것도 개항 직후 통상조약
의 ‘불평등성’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교과서는 서구 열강에 대한 개항의 경제적 영향을 시장개방으로 인한 상
품가격의 변화나, 金銀比價의 차이로 인한 외국으로의 금화유출을 방지하고자 막부에서
金貨惡鑄를 시행했으나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 열강과 체결한 통상조약의 ‘불평등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본 교과서에서의 ‘불평등조약’ 및 이것이 초래한 사회･경제에의 직접적 영
향에 대한 무관심은 역으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체결한 또 다른 ‘불평등조약’에 대
해서도 나타난다.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를 예로 들
81) 大津透･久留島典子･藤田覺･伊藤之雄, 2007 ≪日本史Ｂ≫ (山川出版社) 240∼241
82) ≪위 책≫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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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본다면, <표 6>에 나타나듯이 현행 고등학교 일본사B 교과서 11책 중 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임을 본문에 명기한 것은 4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교과서는 본문에 영
사재판권 등의 조약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만 있을 뿐 그것이 ‘불평등조약’이라고 명기하
지 않은 것이 1책, 본문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주에서 ‘불평등조약’이라고
명기한 것이 3책, 본문이나 주에서도 ‘불평등조약’임을 명기하지 않고 겨우 주에서 영사
재판권 등의 조약 내용만 언급한 것이 2책, 그리고 조약 내용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1책이다. 또한 어느 교과서도 이 조약의 ‘불평등성’이 한반도의 경제나 사회
에 초래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에서도 1950년대 전반까지는 ‘불평등조
약’의 ‘불평등성’이 야기한 경제 및 사회면에서의 직접적 영향을 서술한 교과서들이 존
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52년에 三省堂에서 간행한 교과서에서 이에나가 사부로
(家永三郞)는 ‘安政의 5조약’에 대해 “더욱이 일단 무역이 개시되자 구미 자본주의 제국
의 근대적 상품은 定率의 관세에 힘입어 조수와 같이 국내에 들어왔다”면서 그 ‘불평등
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83) 그러나 1959년판 같은 교과서에는 이 표현
이 “선진 제국의 근대적 상품인 綿絲･織物･武器 등이 조수와 같이 국내에 흘러 들어왔
다”고 수정되어 定率關稅와의 인과관계 부분은 삭제되었다.84)
이것은 아마도 경제사분야에서의 연구가 진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일본에서도
당초에는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성’과 막말의 경제적 혼란을 연관된 것으로
상정했었다. 그러나 연구의 진전으로 그 인과관계를 논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조약
의 ‘불평등성’이 초래한 임팩트보다도 무역 그 자체의 확대가 초래한 임팩트가 훨씬 컸
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막말의 경제적 혼란을 조약의 ‘불평등성’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교과서에서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1955년의 史學會 編, ≪三訂日本史≫에서
는 강화도조약과 그것이 초래한 영향에 대해 “불평등조약에 의해 보장된 유리한 조건 하
에 일본산 면제품이 조선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조선무역은 날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 측 관점에서 ‘불평등조약’의 효과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85) 그러나 이 부분은

83) 家永三郎, 1952 ≪新日本史≫ (三省堂) 177
84) 家永三郎, 1959 ≪新日本史 三訂版≫ (三省堂)
85) 史學會 編, 1955 ≪三訂日本史≫ (山川出版社)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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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같은 야마카와 출판사에서 출판한 ≪新修日本史≫에서는 삭제되었다.86)
어쨌든 일본 교과서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근대적 법질서나 ‘불평등조약’에 대한 태도
는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일관되어 왔다. 대다수 교과서에서 일찍부터 구미 열강과의
통상조약을 통한 ‘개국’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서술해 온 반면, ‘불평등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은 채 그것이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였다는 점만 서술되고 있다. 때문에 강화도조약에 대해서도 그것이 ‘불평등조약’이
었음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치고, 한반도의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
의 기술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의 ‘불평등조약’을 둘러싼 기술의 차이까지를 시야에 넣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한
일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차이와 그를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근대’ 경험의 차이가 전형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웨스턴 임팩트 이후 자력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에 있어서 ‘근대’란 스스로를 그에 맞춰 적응시켜야 했던 기준인 동시에, 또
스스로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게 한 것이기도 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교과서
에 묘사된 ‘근대’의 모습은 선명하게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내재적 발전론’이 그려낸 근대화의 맹아는 자력으로 실현했을지 모를 근대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는 한편, ‘불평등조약’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법질서는 근대의 그림
자 부분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였다.
이에 반해 웨스턴 임팩트 이후 스스로를 근대 사회에 적응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적어
도 어느 단계까지는 이에 ‘성공’한 일본에게 ‘근대’란 우선 극복해야 할 목표였으며, 또
그 이상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극복해 온 ‘현실’이기도 했다.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서의 ‘근대’에 관한 기술 역시 그와 같은 일본의 현실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었다. 여기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에 보이는 역사적 ‘If’에 관한 부분이나 ‘불평등조약’
배후에 존재하는 열강의 사악한 의사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여러 장

86) 寶月圭吾 編, 1956 ≪新修日本史≫ (山川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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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이며, 따라서 ‘불평등조약’도 그 내용이나 영향은 주목되지 않
고 그 해소를 위해 과거 사람들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는가가 강조된다.
본고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근대’에 있어서의 한일 간 역사적 경험의 차이로
말미암은 역사관의 차이가 1980년대 이후 확대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여
기에도 원인이 있다. 일찍이 1970년대 이전의 한일 양국은 이러한 ‘근대’의 역사적 경험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유사한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 시기까지 한국의 역사학자 대다수가 일본통치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사관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스스로의 ‘근대
사’도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세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점차 사라졌고, 결국에 한국은 자신
의 경험과 사회적 욕구에 합치되는 형태로 역사관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일
양국은 상이한 역사인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일 양국이 오늘날까지 걸어 온 도정과 그 결과로서의 상이한 역사인식
은 양국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양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함께 남겨놓은 일본적 역사인식은 상이한 역사를 경험한 한국에
는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역으로 한국적 역사인식이 상이한 역사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근대’의 자신의 ‘현실’적 경험을
성공으로서 인식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근
대’의 다양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또 그 ‘빛’과 더불어 ‘그림자’ 부분을 강조하는 한국
의 역사인식은 스스로가 걸어 온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그다지 유효하지도 않고 매력적
이지도 않다. 결국 역사인식이란 각각의 국민이나 개인이 걸어 온 과거의 경험에 합치되
는 형태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역사관을 다른 한편에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양국 사이에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일 양국이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화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상이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예는 무수히 존재한다. 공통의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는 사회보다 복수의 역사인식의 공존을 인정하는 사회가 훨씬 자유롭고 매력적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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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朝日新聞의 기사 증감

한국

북한

동경재판

야스쿠니

전범

전쟁범죄

전쟁책임

1945-49
299
1123
1005
65
418
1265
1122
1950-54
2998
8444
5
37
737
227
800
1955-59
2203
1909
0
42
329
1
361
1960-64
4944
1011
2
25
57
0
16
1965-69
3687
1925
3
81
58
19
1
1970-74
4791
2351
0
156
33
10
23
1975-79
5588
1917
6
94
79
3
10
1980-84
4669
1692
16
241
66
0
17
･
･
･
･
･
･
･
･
1985-89
14799
7376
124
1481
548
137
824
1990-94
23039
17441
136
597
513
236
1347
1995-99
30224
18804
202
754
778
572
949
2000-04
39450
28179
174
3282
1192
463
592
2005-06.6
11615
6544
133
2571
569
129
221
※註: https://database.asahi.com (최종확인 2006년 12월 7일) 1984년 이전은 데이터베이스의 분류키
워드 및 기사제목에 표 상단의 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 수를, 1985년 이후는 기사제목
혹은 본문에 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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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東京書籍 기술의 증감표
高校 東京書籍

1978

1983

1990

1993

1996

2000

2004

○

△

△

△

△

○

○

△

○

○

○

△

○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제3차 한일협약

△

헤이그 밀사사건

△

△

△

△

△

△

○

△

○

○

○

○

○

○

○

○

○

○

○

○

○

조선총독부

○

○

○

○

○

○

토지조사사업

△

△

△

△

△

○

△

○

○

△

○

○

○

한국통감부
안중근
한일병합조약

3･ 1독립운동

○

△

만세사건

○

△

△

△

△

황민화

△

△

△

△

○

창씨개명

△

△

△

△

○

의병운동(투쟁)

△

△

△

○

○

관동대지진

○

종군위안부(위안부)

△

강제연행

○
○

자료(한일의정서) 본문

○

사진 伊藤博文과 韓國皇太子

○

사진 3･ 1독립운동

○

사진 宮城遙拜하는 조선의 사람들

○

사진 의병
○
○
○는 굵은문자로 된 기술, △는 보통문자로 된 기술
자료 등에 대해서는 기재가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鄭奈美･木村幹, 2008.11 <‘歷史認識’問題と第一次日韓歷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二)> ≪國際協
力論集≫ 16(2), 137. 표 작성자는 鄭奈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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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요성 없음
논쟁 부재
일어나지 않은 논쟁

이해 차이 없음
이해 차이 있음

중요성 있음
‘공통의 인식’
‘인식’을 둘러싼 논쟁

<표 4> 韓國 歷史學會 會長/代表幹事

이름
홍이섭
★고병익
★전해종
★김원룡
★한우근
★이보형
☆이기백
이우성
☆길현모
☆이기백
☆이광린
차하순

취임
1952
1957
1960
1962
1963
1967
1967
1971
1972
1974
1976
1983

이름
이재롱
황원구
최문형
유영익
한영국
김영한
민현구
김용덕
이주영
이태진
김두진

취임
1985
1987
1989
1990
1993
1994
1996
1999
2001
2002
2005

※주: 한국 역사학회 홈페이지 (최종확인 2008년 12월 18일)
★은 한국 역사학회 창설멤버, ☆은 1960년대 이전에 추가된 상임간사 경험자.
<표 5> 史學會 系 야마카와(山川)출판사 저자의 변화
년

저자 1

1964
1967
1970
1973
1977
1980

寶月圭吾
寶月圭吾
寶月圭吾
井上光貞
井上光貞
井上光貞

저자 2

저자 3

저자 4

‘매뉴팩쳐’가 기술되어 있는 부분
제7장
제7장
제7장
제8장
제8장
제8장

藤本邦彦
藤本邦彦
藤本邦彦
笠原一男 兒玉幸多
笠原一男 兒玉幸多
笠原一男 兒玉幸多

봉건문화의
봉건문화의
봉건문화의
봉건사회의
봉건사회의
봉건사회의

동요
동요
동요
동요와 문화의 성숙
동요와 문화의 성숙
동요와 문화의 성숙

1982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1987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1990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1991
1994
1997
2002
2006

井上光貞
石井進
石井進
石井進
石井進

笠原一男
笠原一男
笠原一男
五味文彦
五味文彦

兒玉幸多
兒玉幸多
兒玉幸多
笹山晴生
笹山晴生

笹山晴生
笹山晴生
高埜利彦
高埜利彦

제8장
제8장
제8장
제8장
제8장

막번체제의
막번체제의
막번체제의
막번체제의
막번체제의

동요
동요
동요
동요
동요

4
4
4
3

3

근대로의 태동
근대로의 태동
근대로의 태동
막부의 쇠퇴와
근대로의 태동
막부의 쇠퇴와
근대로의 태동

14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표 6> 강화도조약에 관한 현행 일본 교과서(일본사 B)의 기술

강화도조약에
관한 기술

비고

朝比奈正幸 외 最新日本史

출판
출판사
연도
2002 明成社

註

‘불평등조약’이라는 명기 없음

宮地正人 외

新日本史B

2003 桐原書店

註

‘불평등조약’이라는 명기 없음

尾藤正英 외

新選日本史B

2003 東京書籍

본문

山本博文 외

日本史B

2003 東京書籍

본문

石井進 외

改訂版 詳說日本史 2006 山川出版社

집필자

교과서명

註

青木美智男 외 日本史B 改訂版

2007 三省堂

註

脇田修 외

日本史B 新訂版

2007 實敎出版

註

加藤友康 외

高等學校日本史B
改訂版

2007 淸水書院

본문

宮原武夫 외

高校日本史B 新訂版 2007 實敎出版

본문

大津透 외

改訂版 新日本史B

본문

石井進 외

高校日本史 改訂版 2007 山川出版社

2007 山川出版社

[그림 1]

無

‘불평등조약’이라는 명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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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김도형
1. 논문의 내용
기무라 교수는 한일 간 역사 분쟁이 근대를 보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차이가 한일 양국 교과서의 근대 법질서(불평등조약) 서술에 어떻게 나
타났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무라 교수는 신문 기사(朝日新聞, 朝鮮日報)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역사 인식을
둘러싼 분쟁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무라
교수는 흔히 한일 간 역사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①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다
양한 역사인식의 등장, ②‘일본의 우경화’ 현상 등만으로는 분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
면서, 그 원인은 한일 양국 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수용 차이에 있고, 그 수용
형태의 차이는 양국이 걸어온 근대의 성격이 달랐던 점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즉 일본
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이 혹 있었을지 모르는 민족의 가능성
을 보여주는 논의로 수용되었다면, 일본에서는 ‘성공한’ 근대를 경험하면서 이를 신중하
게 다루었는데, 이런 역사학 연구의 차이에서 분쟁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무라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한일 역사교과서의 서술
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 전형적인 예가 양국 교과서에 기술된 근대법 질서, 특히 ‘불평등
조약’에 관한 서술이라고 하였다.1) 한국에서는 불평등조약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면, 일본에서는 불평등조약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기 보
다는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근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위에서 기무라 교수는 결론적으로 양국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한
역사인식을 만들었고, 어느 한편의 역사관을 다른 한편에 강요하면 “쓸데없는 분쟁”이
1) 기무라 교수의 논문은 한일 간 역사 분쟁을 일으킨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다룬 것이다. 논문의 일부분으로 불평등조약 서술을 다룬 것은 물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
동연구 주제로 합의한 ‘근대법 질서와 국가’에 맞추기 위해 이 부분을 ‘사족’처럼 서술했다는 느
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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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때문에 “공통의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는 사회보다 복수의 역사
인식의 공존을 인정하는 사회가 훨씬 자유롭고 매력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해 문제
해방 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제기된 ‘내재적 발전론’은 일본인이 식민 지배를 위해
만든 식민사관, 곧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논리이다. 1960년대 이후,
특히 조선 후기 사회의 농업, 상업, 수공업, 사상 등에서의 변화를 규명하고, 이를 근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요소(이른바 “자본주의맹아”)가 나타났다고 파악하면서 정립되었
다. 이런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역
사인식을 비판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것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단순한 ‘민족’
우선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나온 것이었다. 처음
이 용어로 한국사의 동향을 분석했던 일본학계에서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하였다.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 현상과 결합되어 민족주의가 왜곡되고 역
사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흔히 이런 경향이 한국의 ‘내재적 발전론’으
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재적 발전론에는 경향을 달리하는 여러
입장들이 분별되지 않은 채 매몰되어 있었다. 국수주의적 경향도 그 속에 있었고, 또한
한국사회의 과제였던 민주화, 통일 등의 지향하는 역사 경향도, 심지어 1980년대 이후
제기된 이른바 ‘민중사학’도 모두 내재적 발전론과 결합되어 있다. 기무라 교수는 내재
적 발전론의 흐름 속에 담긴 역사적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무라 교수가 동일한 범주로 본 강만길과 신용하의 역사연구 태도를 매우 다
르게 보고 있는 한국학계의 평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역사 인식과 역사 분쟁의 원인
기무라 교수는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의 원인은 한일 양국이 가졌던 상이한 ‘근대’에
대한 인식, 특히 한국 역사학계의 근대에 대한 집착으로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이 달라지
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 역사 인식의 차이와 분쟁의 근저에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근대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양국의 역사 인식이 달라졌다고 분석한 기무라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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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한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근대사회를 만들어갔고, 따라
서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적 투쟁 활동이 한국 근대사의 기본 성격이 되었다.
자연히 민족, 민족주의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런 점에서
역사인식의 차이, 역사 분쟁이 야기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한일 간 역사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역사
분쟁의 원인이 왜 일어났으며, 또 그 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결론이다. 오늘날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은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 전쟁,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보고, 더 나
아가 이를 미화하려는 역사 인식 때문에 역사 분쟁,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우익적, 보수적 역사 인식에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학계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해, 역사 인식의 차이가 교과서 서술된 예로 기무라 교수는
강화도 조약의 성격(불평등 조약)을 들고 있다. 조선이나 일본이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
약을 맺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조선에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시도는 일본의 힘에 의해 좌절되었다. 불평등조약 자
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일본은 왜 힘을 기울려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고, 일본의 교과서에 이를 매우 의미있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조선과 수호조규를 맺으면서 무력을 앞세워 왜 이를 강요하였고, 또 이를 바탕
으로 침략했는지를 알 수 없다. 지금 사용 중인 일본의 몇몇 역사교과서에서 강화도조약
의 불평등성을 강조한 것을 오히려 의미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나머지 말
한일 간에 역사인식의 차이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 하던 시기부터 제기되었
던 문제였다. 일제의 식민사학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학자의 反식민사학(민족사
학, 사회경제사학)이 제기되었다. 이런 역사인식의 차이는 해방 이후에도 잠복되어 있었
고, 일본이 여전히 전날의 식민사학과 같은 맥락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면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기무라 교수가 얘기하듯이, “현재의 중요성이 약화되면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부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중요성, 아니 미래의 중요성이 부각될수
록, 현재와 미래의 출발이 되는 과거를 정리하려는 의식이 더 높아진다. 역사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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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역사가 단순하게 과거의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철저한 자민족 중심주의가 가지는 폐단(제국주의, 식민주의)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민족 역사가 단순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민족, 국가와의 교류, 통교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조화롭게 결
합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를 주체 세력의 활동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이 활동이 새로
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간에 역사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풀고 역사인식을 접근시켜야 양
국의 미래를 평화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 한일 간에 교류가 증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역사 문제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매력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인정하고 덮어 놓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더 단단한 미
래 관계를 위하여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평자는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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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

우선 졸고에 대한 정중한 해설과 비평에 감사드리고 싶다. 비평에 대한 반론의 의미
는 아니지만 아래의 점에 대해 보족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다.
첫째로, 본 논문은 비평문에서 지적하듯이, 한일의 역사 문제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격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본 논문이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서의 근대 국제법 및 근대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의 전제가 된 것은 아래와 같은 생각이다. 우선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 근대
국제법과 근대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이 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서 이를 보여 주는 것
만으로는 단순히 자료 정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서술의
차이가 생겼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또 이 서술의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밝힘으로써 한일
사이에 여전히 가로놓여 있는 역사 인식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근대 국제법 질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 서
술의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의 차
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한 연구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성을 취함으로써 한일
양국간 교과서 분석 방법이 새롭게 주목을 불러일으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은 이러한 본 논문의 목적과 구성을 이해하기 바란다.
둘째로,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 학계 내부에 있어 연구자의 평가 문제이다. 물론 필자
도 한국 국내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본 논문에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연구자 중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서로 다른
연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그
러한 한국 학계에서의 이해와 연구자의 분류 그 자체가 아니라 보다 큰 시점에서 보았
을 때 한국 연구자의 역사관의 어느 지점에 커다란 시대적 단절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리고 그 시대적 단절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 필자는 한일 양국
간에 어떠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한일 양국에서 역사 인식의 접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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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
인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이는 한일 간의 무언가의 ‘공동연구’가 양자의 서
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참으로 학술적인 ‘공동연구’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미래지향적’이라
고 할 것이며 또 학문적인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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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과거는 모두 역사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나와 우리를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거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현대사에 관한 기술의 장점이자 부담도 여기에 연
유한다고 하겠다.
이 글은 한일 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1945년 이후 상호관계를 어떻게 기술해
왔는지를 추적한 논문이다. 우선 양국 교과서 서술의 기본이 되는 지침서에 현대 한일관
계와 직접 관련되는 주제를 어떻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지 고찰하겠다. 이어 두 나라가
직접 연루된 현대사를 2008년도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네 주제 즉,
‘1945년 8월 15일 전후의 새 출발’, ‘6･25전쟁과 일본’, ‘한일협정과 과거청산, 그리고
양국의 고도성장’, ‘한반도와 일본의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고 각각을 ‘章’으로 배치하여
분석하겠다.
네 주제를 분석할 때는 그러한 인식이 언제부터 언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서술했는지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분석하면 두 나라간 상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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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퇴적되어 가지만 그대로 보존되
지 않은 채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재생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집합적
기억을 추구하는 교과서 기술도 마찬가지다.
교과서 기술과 그것의 연원을 추적하여 상호 이미지를 유추하기 위해 2008년 현재 두
나라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1)
그중에서도 특히 채택률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東京書籍의 ≪新しい社
會 歷史≫와 우익에서 출판한 扶桑社의 ≪新しい歷史敎科書≫와 自由社의 검정신청본인

≪新編 新しい歷史敎科書≫을 분석하겠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국사≫와 더불어 2007
년을 기준으로 채택률 순위 1･2･3위를 기록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의 ≪중학교 사회 2≫ 교과서를 중점 분석하겠다.2)
교과서의 敎師用指導書도 분석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워크북’이란 보조교재도 사용하
고 있으므로 이것도 분석하겠다. 왜냐하면 양국의 교과서가 전파하려는 역사 이미지는
교사, 수업환경, 교재요인을 매개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재요인만을
분석할 수 있는 현실에서 최대한 많이 참조하는 것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두 나라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과 역사교육의 지향점을 <中學校敎育
課程>(한)(≪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교육부, 2000)과

<中學校學習指導要領>(일), 그리고 두 나라 모두 해설편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를 참조하겠다.
교과서 서술의 변화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1951년판 학습지도요령(시안)에 의해 발
행된 1954년판의 東京書籍부터 고려의 대상에 넣겠다. 한국의 경우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부터 전부 고려의 대상에 넣고 변화를 추적하겠다.
그런데 이 글은 상대방 국가의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폭로하고 공격하기 위
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두 나라 교과서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면 교과서 분석의 근본 취
지 곧, 상호간의 적대적 감정을 완화하고 무의식의 세계에 내재된 편견까지 바꾸어 교류
와 협력의 정신을 발전시키면서 상호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1) 현재 두 나라 중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많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8종의 ≪歷史≫교
과서, 한국의 국정인 ≪중학교 국사≫와 세계현대사를 기술하고 있는 9종의 ≪중학교 사회 2≫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겠다.
2)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교과서의 채택률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필자도 검정교과서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위만 확인한 사항일 뿐이다. 2009년에도 이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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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교과서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국제교과서 대화의
원칙을 약간 변용하여 다섯 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즉 유네스코는 1949년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포괄성과 균형성(Comprehensiveness and Balance), 보편
가치 지향성(World-mindedness), 현대문명에의 적합성(Worth),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개념의 경계가 모호하면서 중복되는 현대문명의 적합성
을 보편가치 지향성에 포함시켜 평가하겠다.3)
다섯 가지 기준은 한일 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기준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어느 한 쪽의 교과서를 비판한 논문은 21세기 들어
두 나라에서 여러 편 발표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양국의 교과
서를 동시에 분석 대상으로 놓고 하나의 기준치로 분석한 논문을 그렇게 많지 않다.4)

Ⅱ. 양국 교과서에서 현대사 서술의
기본 방향과 교과서 소개
1. 현대사 서술의 기본 방향
1) 한국
한국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육은 주
제 중심의 정치사를 내용 구성 원리로 제작된 ≪중학교 국사≫ 교과서를 통해 한국사
교육이, 일반사회･지리･세계사가 함께 병렬적으로 기술된 ≪중학교 사회 1･2≫ 교과서
를 통해 세계사 교육이 각각 실시되고 있다.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는 ≪중학교 국사≫
는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세계사 교육은 1,2학년을 대상으로 9종의 검정 교과서 가
3) UNESCO, “A Model Plan fo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as Aids to Internatinal Understanding”, A Handbook for the Improve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1949, pp.78~79.
4) 필자도 다음 논문을 발표하였다. Sin Ju-back, “How to Cross the Border of Historical Perceptions
in the History Textbooks of Korea, China, and Japan: Liquidation of the Asia-Pacific War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Korea Journal, Vol. 48, No.3, Autumn 2008. 이 글은 2009 ≪식민주의 기
억과 역사화해-11개국 역사교과서 분석≫ (선인)에 재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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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되고 있다.
현대 한일관계사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교
과서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10) 대한 민국의 발전
(가)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① 우리 민족은 줄기찬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리로 8･15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곧 이어 38도선
은 경계로 미･소 양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었음을 이해한다.
④ 광복 후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며, 이들은 6･25전쟁을
자행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음을 이해한다.
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격퇴시켰으나, 결국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민족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국사
(나) 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 개발
④ 군정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박정희 정부가 성립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표방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파악한다.
(다)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④ 경제 개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업화가 진전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이해한
다.
⑤ 정부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발표 등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된 것을 이해한다.
(4) 현대 세계의 전개
(가)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나)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② 전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파악하고 백지도에 표시한다.
③ 아시아, 아프리카의 변화, 제3세계, 유럽 공동체 등 주요한 역사 현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사회
질서의 수립 과정과 특징을 설명한다.
2
(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① 공산권의 몰락 및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한다.
[심화과정]
①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 체제의 붕괴 과정을 연표로 작성하고,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
국가의 몰락에 따른 유럽의 변화를 백지도에 표시한다.
出典 : ‘머리말’에서 언급한 자료이므로 이하의 <표>에서는 출전을 명시하지 않겠다.

한국에서 자국사 교육은 ≪중학교 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실시되어 왔다. 제7차 교
육과정 이전까지 ≪중학교 국사≫의 교육과정은 1960년 4･19혁명과 1970년대의 유신체
제를 거치며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특히 제3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1973년에는
한국사 교육이 사회과에서 ‘국사과’로 독립하였으며, ≪중학교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
로 바뀌어 제7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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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국사≫에는 현대정치사를 중심으로 시기가 구분되어 있다. 반면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정세와 국제관계에 관한 언급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세계사 교육은 ‘사회생활과’ 또는 1963년의 제2차 교육과정 때부터 ‘사회과’ 속에서
실시되었다. 1973년 국사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될 때에도 세계사 교육은 2학년 때 배우
는 ≪사회 Ⅱ≫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학교 사회 2≫의 교육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을 현대사의 시작으로 보고 교과서
를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1945년 이후를 세계현대사로 보고 기술한 경우로 대체해도
해석상의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냉전체제, 비서구사회, 그리고 냉전의
해체라는 내용 구성으로 크게 나누어 세계현대사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구성에
서는 아시아의 비중이 높을 수 없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아시아에 관한 기술에서는 중국
을 중심으로 내용요소를 편제시키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1998년 개정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사회 2≫처럼 제1차 세계대전을 현대
세계의 시작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자 기존의 내용 구
성과 달리 현대사를 두 개의 中單元(中項目)으로 나누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
후의 역사를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개의 중단원은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접어들
고 국민생활이 향상된 1960년을 전후로 구분하고 있다. ≪歷史≫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기구분은 일본사 중심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世界史A≫와 ≪世界史B≫의
경우 시장경제가 세계화되었고, 석유위기 등 지구 규모의 문제가 출현한 1970년대가 시
기구분의 기준이다.5)
국제관계는 각 단원의 시기적 특성과 연관지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중
단원의 경우 패전 후 민주개혁과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일본－인용자)의 움직임은 국제연합의 발족, 미･소 양국의 대립, 아시아 여러 나
라의 독립, 조선전쟁, 그후 평화공존의 움직임 등 ‘세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만, 복잡하고 상세한 事象은 피하며, 중점적으로 내용을 선택하여 큰 시야를 취할 수 있도

5) 文部省, 1999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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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공부가 기대된다.6)

이러한 언급은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의 정착과정에서 전후 세계질서의 형성을 기술하
도록 유도하고, 그 속에서 일본의 대외관계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중단원의 경우 고도경제성장, 오키나와 반환, 중일국교 회복, 석유쇼크 등에
관한 서술과 더불어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되었음을 기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일본-인용자)의 움직임이 항상 세계의 동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제협조의 평화
외교 추진,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등에 주목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역할이 신장되어
왔다는 것’에 유념토록 한다.7)

이처럼 일본의 중학교 ≪歷史≫ 교과서에 관한 학습지도요령은 자국사와 세계사를
합친 특성 때문에 일본사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국제관계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1972년의 중일수교를 중심으로 기
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중국현대사를 기
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일중관계가 1972년 중일수교를 계기로 급
변하기 시작했던 현실과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중관계가 바뀌었던 현실이
서로 달랐던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자기 나라
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점은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의 공통된 구성방
식이다.

2. 교과서 소개
1) 한국
국정의 ≪국사≫ 교과서는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현대사
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기술은 별도로 독립된 소단원이나 소주제를 설정하여 설
명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냥 끼워 넣어 기술하고 있다고 보
6) 文部省, 1999 ≪中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10年12月)解說－社會編≫ 112
7) 文部省, 1999 ≪中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10年12月)解說－社會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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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1945년
8월 이후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정을 설명하는 곳, 그리고 199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호전을 설명하는 곳에서이다. 따라서 일본에 관한 기술, 곧 일본현대사 또는
현대 한일관계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일본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며,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국제관계가 크게 고려되지 않
고 있는 전체적인 서술 기조에 기인한다.
금성출판사의 ≪중학교 사회 2≫는 1945년 이후의 역사를 모두 8쪽 분량으로 기술하
고 있으며, 소단원 ‘3.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속에 ‘아시아･아프리카의 변화’라는 소
주제를 두고 중국･한국･일본･동남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과 변화로 나누어
각각 기술하고, 이어 제3세계의 성립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전의 두 번째 중단원에
서는 냉전체제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냉전에 대해 아무
런 언급이 없고, 동아시아의 냉전도 모두 국가별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
량만으로 따지면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일본에 관해 가장 많이 서술하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사회 2≫에는 10쪽 분량의 본문에서 세계현대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냉전체제의 성립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한반도의 분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의 소단원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할 때 일본의 경제성장을 아주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지학사의 ≪사회 2≫에서는 7쪽 분량의 본문에서 세계현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처럼 세계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할 때 일본
에 관해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와 지학사의 교과서는 ‘전후 일본의
부흥’이란 소주제를 달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교재와 달리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일본
을 별도의 독립된 주제로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6종의 ≪사회 2≫ 교과
서 가운데서도 1종만 제외하고 모두 이와 같은 서술경향을 띠고 있다.8)

2) 일본
東京書籍의 ≪新しい社會 歷史≫ 교과서는 두 개의 중단원에 각각 6쪽씩 12쪽 분량의 본

문에서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扶桑社의 ≪新しい歴史教科書≫의 교과서도 두 개의 중단원
8) 황재기 외 10명, 2007 ≪중학교 사회 2≫ (교학사) 110.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까?’라는 소주제에서 중국･한국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일본을 독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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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문만 10쪽이다. 본문만을 놓고 보면 東京書籍의 교과서가 더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扶桑社의 교과서에는 ‘20世紀と全体主義の犠牲者’ ‘東京裁判について考え
る’ ‘昭和天皇’이란 칼럼을 각각 1쪽씩 배치하고 있어 실제로는 13쪽 분량이다. 시판본으

로 공개된 自由社의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교과서는 이보다 더 늘려 16쪽 분량이다.
自由社의 교과서는 扶桑社 교과서의 ‘과제학습’이란 코너에 있던 쇼와 시기의 문화를 본

문으로 편입시키면서 2쪽으로 늘리고, ‘昭和天皇のお言葉’란 코너를 새로 추가하였기 때
문이다.
한국의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와 비교할 때, 일본의 ≪歷史≫ 교과서도 모두 제1
차 세계대전를 세계 현대의 시작으로 간주하여 기술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자국과 세
계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일본의 교과서가 더 체계적이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역사’라는 교과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와의 관계의 밀접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한국보다 더 긴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교과서는 동경서적과 두 종의 우익 교과서를 비교해 보아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東京書籍
第7章 現代の日本と世界

1. 日本の民主化と国際社会
への復帰

2. 國際社會と日本

扶桑社
第5章 世界大戦の時代と日本

自由社
第5章 世界大戦の時代と日本
第3節 日本の復興と国際社会
第3節 日本の復興と国際社会
79 占領された日本と日本國憲法
79 占領政策の轉換と獨立の回復
80 占領政策の轉換と獨立の回復
80 米ソ冷戰下の世界と日本
81 米ソ冷戰下の世界と日本
第4節 経済大国･日本の歴史的使命 第4節 経済大国･日本の歴史的使命
81 世界の奇蹟
82 世界の奇蹟高度經濟成長
82 共産主義崩壞後の世界と日本の 83 戰前,戰後の昭和の文化
役割
84 共産主義崩壞と高度情報社會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일본이 민주화를 거쳐 국제사회
로 복귀한 이후의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구성을 하고 있다. 1955년 샌프란시스
코강화회의 이후의 역사를 기준으로 중단원을 구분하여 서술하는 동경서적의 서술방식
은 1958년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제작된 1966년판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
3장 일본의 재건과 새로운 세계’라는 단원에 ‘1. 전후 일본과 세계’에서 점령정책을 다
루고 냉전체제 하 세계 동향을 기술하고 있으며, ‘2. 금일의 세계와 우리들’에서 샌프란
시스코강화회의와 일본의 부흥, 그리고 세계평화의 길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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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扶桑社와 自由社의 교과서는 일본의 경제부흥이란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
는 한편, 쇼와천황을 적극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扶桑社 교과서의 경우
칼럼이 3개나 되고, 그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東京書籍과 더욱 다른 내용구성일 뿐만 아
니라 다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10) 扶桑社의 교과서는 침략전쟁
의 책임자인 소화천황을 평화주의자로 왜곡하여 부각시키고 있는데, 自由社 교과서에서
는 그 경향이 더 강화되어 있다.11)

Ⅲ. 새 출발, 1945년 8월 15일 전후
1945년 8월 일본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끝났다. 이후 두 나라
는 전쟁의 결과와 맞물려 각자 다른 과정을 거쳐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이에 관해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은?
남북 분단 우리 민족은 감격적인 광복을 곧바로 독립으로 이어 가지 못했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
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북위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고, 우리 나라의 남가 북에 각각 자기 나라의 군대를 진주시켰기 때문이다.
국사
1945년 8월, 소련군의 북한 진주에 이어 미국군도 9월 초 남한에 진주하여, 남아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38도선은 이처럼 처음에는 미･소 양국에 의해 그어진 단순한 군사적인 경계
선이었다. … 두 진영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38도선은 점차 정치적 분할선으로 바뀌어 갔다.
299쪽.
3.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아시아･아프리카의 변화
사회 금성출
판사 우리 나라의 광복과 발전 제2차 세계 대전 후, 우리 나라는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남한
2
에는 대한 민국이,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성립되어 오늘날가지 분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
다.
120쪽.

9) 西岡虎之助 외 25명, 1966 ≪新しい社會 2≫ (東京書籍). 1965년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다. 1972년
부터는 중단원을 세 개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1952년 이전을 일본 국내와 국제로 나누
어 단원을 구분함으로써 세 개의 중단원이된 것이다[鵜飼信成 외 24명, 1972 ≪新しい社會≫ (東
京書籍)].
10) 東京書籍의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구성을 하고 있는 경우는 大阪書籍과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이
다.
11) 이에 관해서는 신주백, 2009 <자유사판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사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3,
181~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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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
육진흥
연구소

지학사

2. 제2차 세계 대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이 창설되다 … 일본에서도 맥아더가 이끄는 미군의 군정이 실
118쪽.
시되었다.
3. 냉전 체제의 성립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다 … 우리 나라는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었으
나, 곧이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으로 더욱 굳어졌다.
119쪽.
4.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다 전후에 우리 나라는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미국의
군정을 겪으면서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러 소련의 군정을 겪은 북한에서는 공
117쪽.
산 정권이 들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2. 두 개의 세계와 아시아
東京 식민지의 해방과 아시아 … 조선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을 소
書籍 련에, 남을 아메리카에 점령되고, 1948년에는, 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이, 남에 대

한민국(한국)이 성립되었다.
07쪽.
79. 점령정책의 전환과 독립의 회복
국제연합과 냉전의 개시 … 조선반도에서는 1948년 남부에 아메리카가 지지하는 대한민국, 북
扶桑社
부에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이 성립 대립하였다. 이리하여 냉전
216쪽.
은 동아시아로 확산되었다.
80. 점령정책의 전환과 독립의 회복
自由社
216쪽.
국제연합과 냉전의 개시 … 위와 일치.

1945년 8월이란 출발점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교과서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光復’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위의 <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歷史≫ 교과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할점령’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건국 준비’를 강조하여 미군정기 하에서도 한국
인의 독자적인 삶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비해, 일본 ≪歷史≫ 교과서 필자들은
한반도의 독립이 1948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 교과서
의 관점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때부터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일본 東京書籍
교과서의 경우 1962년부터 실시된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발행된 교과서 때부터 한반도의
분할점령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기 시작하였다.12)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미군의 일본 점령과 연합군의 한반도 점령이 달랐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연합군이 비록 점령군으로 왔지만 일제의 압제
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해방군으로 그들을 환영하였다. 연합국총사령부(GHQ)
12) 西岡虎之助 외 25명, ≪新しい社會 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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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에서 말 그대로 점령정책을 통해 군국주의 잔재를 일소하려고 하였지만, 한반도
에서 연합군은 한반도의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미군정
은 반공정책이 우선이었다. 북한지역에서 소련군의 역할은 GHQ나 미군정과도 달랐다.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은 북조선5도행정위원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질
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통치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自由社의 교과서는 철저히 GHQ를 주어로 내세우며 일본이 점령당한 국가로
서 일본인이 원하지 않는 점령정책이 집행되었다는 역사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自由社
교과서에서 일본인의 주체적인 모습을 찾기 쉽지 않은데, 연합군의 한반도 진주와 정책
을 일본에서 GHQ의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일본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우려가 있다. 비
주체적 태도를 갖고 이해하도록 학생과 일반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결국
자유사의 교과서는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여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편, 패전 직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특별히 주목한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없다. 미군
이 주도한 ‘군정’의 실시와 전후부흥에 대해 약간이라도 언급한 정도면 많이 기술한 편
이다. 한국의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에 관해 언급한 경우
는 없다.13) 일본의 전후 부흥을 언급하는 교과서 서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제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이다. 아래 교과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
(1) 아시아 동쪽의 섬나라 일본
일본의 어제와 오늘 … 일본은 敗戰 후 경제부흥에 힘쓴 결과 국내의 생산은 증가되고, 국민
소득은 2차 대전 전에 비하여약 3배로 늘었다. 우리 나라와 일본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
제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힘을 합쳐 대공전(對共戰)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14)

위 인용문의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경제부흥 자체를 언급했지만, 실제 패전 이후 GHQ

13) 李海南, 1958 ≪중등세계사≫ (探究堂)을 참조하였다. 교수요목기의 ≪이웃나라의 역사≫라는 교
과서는 최남선, 조의설, 이해남의 교과서를 참조했지만 언급된 경우가 없었다.
14) 金聲近 외 2명, 1965 ≪중학교 사회 I≫ (교육출판사)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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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하는 일본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과거사문제에
관해 일본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반공을 위해 연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당히
안이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던 시대의 과거사문제 처리방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제2차 교육과정 초기에는 일본에 대해 지극히 완화된 표현
을 쓰려 했던 당시 교육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달리 말하면 반공을 매개로 미
국과 일본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박정희정권의 의도가 배여 있는 기술이라
고 볼 수도 있겠다.15)
그래서 이보다 2년 후에 발행된 ≪중학교 사회 2≫ 교과서들에서는 패전 후 일본사회
의 변화에 관해 상세히 언급한 교과서가 더 늘어났다. 예를 들어 패전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를 가장 많이 기술하고 있는 아래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본의 민주화 아시아에서의 유일한 전체주의 국가로서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은 태평양 전쟁

에서 패하게 되자, 조선을 비롯하여 타이완, 사할린 남부 등을 도로 내놓게 되어 국토는 옛날의
좁은 섬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안으로는 맥아더(Mac Arthur) 장군의 연합군 점령
하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 민주화에의 첫걸음을 걷게 되었으며, 전쟁 중 군국주의에
의하여 탄압되어 오던 사상･언론･집회･신앙의 모든 자유가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神으로서 국민 위에 존재하던 天皇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헌법
을 다시 만들어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민주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
기 시작한 일본은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6)

제3차 교육과정부터는 일본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 기술되지만
제6차 과정까지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17)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앞의
<표>에서 언급한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에서 간단하게라도 언급한 내용조차 예
외적인 경우이다. 교과서 서술 분량이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과
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일본 역사를 斷續的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오히려 이해
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정확한 사실을 공정하게 기술하여 일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5) 신주백, 2005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의 변화(1945~2005)> 한국
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엮음, ≪민족주의와 역사교과서－역사 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각≫
(에디터) 178
16) 黃哲秀 외 6명, 1967 ≪새로운 社會 2≫ (思潮社) 265~266. 이러한 관점은 金庠基 외 5명, 1967
≪중학 사회 (2)≫ (장왕사) 282 ; 강대현 외 6명, 1967 ≪새로운 사회 (2)≫ (홍지사) 293에서도
확인된다.
17) 교육부, 1997 ≪중학교 사회 3≫ (대한교과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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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6･25전쟁과 일본
1950년 6월에 일어난 6･25전쟁은 두 나라의 현대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에 관해 반드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인용을 생략하고, 일본의 ≪歷史≫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두 개의 세계와 아시아
식민지의 해방과 아시아 … 1950년 북조선이 한국에 침공하여, 조선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메
리카 중심의 국련군이 한국을, 중국의 인민의용군이 북조선을 각각 지원하여, 전쟁은 1953년에
207쪽.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계속되었다.
3.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일본
東京
점령정책의 전환 … 1950년 조선전쟁이 시작되자, 일본본토와 오키나와의 아메리카 군기지
書籍
가 사용되며, 대량의 군수물자 조달도 일본에서 행해졌다. 그 때문에 일본경제는 호경기를 맞이
하여(특수경기), 경제부흥이 빨라졌다.
재일아메리카군이 조선전쟁에 출동하자,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지령으로 경찰예비대가 만
들어지고, 그것이 점차 강화되어 1954(소화29)년에는 자위대로 되었다.
208쪽.
79. 점령정책의 전환과 독립의 회복
점령정책의 전환 … 1950년 6월, 북조선은 남북의 무력통일을 향해 소련의 지지 아래 돌연
한국에 침공하였다. 한국군과 맥아더가 지휘하는 아메리카군 주체의 國連軍이 이에 반격했지만,
전황은 일진일퇴를 되풀이하고,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계속되었다(조선전쟁).
일본에 주류하는 아메리카군이 조선에 출동한 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연합국총사령
부(GHQ)의 지령에 따라 경찰예비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일본은 아메리카군에 많은 물자를 공
扶桑社
급하여 일본경제는 숨을 돌렸다(조선특수).
독립회복 조선전쟁을 계기로 아메리카는 기지의 존속 등을 조건으로 일본의 독립을 서두르
217쪽.
려고 생각하였다.
80. 미소 냉전하의 일본과 세계
경제부흥 일미안보조약 개정 일본에서는 조선특수 뒤, 장기의 호경기여서 1956(소화31)년에
219쪽.
는 ‘이제 전후가 아니다’라고 말해지게 되었다.
1950년 6월, 북조선은 남북의 무력통일을 향해 소련의 지지 아래 돌연 한국에 침공하였다.
한국군과 맥아더가 지휘하는 아메리카군 주체의 國連軍이 이에 반격했지만, 북조선측에는 중국
의용군도 가담하여 전황은 일진일퇴를 되풀이하였다.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自由社
계속되었다(조선전쟁). 일본에 주류하는 아메리카군이 조선에 출동한 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경찰예비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일본은 아메리카
군에 많은 물자를 공급하여 일본경제는 숨을 돌렸다(조선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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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회복 조선전쟁을 계기로 아메리카는 기지의 존속 등을 조건으로 일본의 독립을 서두르
려고 생각하였다.
217쪽.
80. 미소 냉전 하의 일본과 세계
경제부흥 일미안보조약 개정 일본에서는 조선특수 뒤, 장기의 호경기가 주어졌다. 경제는
전쟁 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고, 1956(소화31)년에는 ‘이제 전후가 아니다’라고 말해지게 되었다.
219쪽.

비고 : 自由社 교과서의 굵은 글씨는 扶桑社 교과서와 달리 바뀐 부분이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본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한반
도 구성원의 염원, 곧 6･25전쟁의 배경으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
은 채 무미건조하게 전쟁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중고교 교과서가 이
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2년판과 2006년판 동경서적을 비롯하여 일본의 모든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행동을
‘침공’이라 규정하며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예전부터 이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89년 학습지도
요령에 기초하여 기술된 1993년판 동경서적의 교과서에서도 ‘남하’라고 쓰여 있다.18) 사
실 동경서적 교과서에서 ‘남하’라는 말도 1975년판에서 처음 쓰였다.19) 1969년판 교과
서에서는 “1950년 마침내 이 양국 사이에 전쟁(조선전쟁)이 시작되자 합중국군을 중심
으로 하는 국제연합군은 남쪽으로 밀리는 南鮮軍을 도와 일시 중국과의 국경 근처까지
진출하였다”고 기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그냥 밀린 것으로 기술하
는 것이 대세였다.20)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25전쟁으로 일본경제가 패
전경기를 극복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학계에서는 이를 ‘조선특수’라 표현하
고 있다. 동경서적의 교과서만 보아도 1954년판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1956
년판 교과서에서는 이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21) 그런데 이때까지는 일본에서 전쟁에 필

18) 川田侃 외 35명, 1993 ≪新しい社會 歷史≫ (東京書籍) 304
19) 鵜飼信成 외 26명, 1975 ≪新訂 新しい社會≫ (東京書籍) 304. 1972년에도 같은 필진에 의해 발행
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남하’라는 표현이 없이 1969년도 서술과 일치한다[鵜飼信成 외 26명,
1972 ≪新しい社會≫ (東京書籍) 288].
20) 西岡虎之助 외 24명, 1969 ≪新訂 新しい社會 2≫ (東京書籍) 306
21) 西岡虎之助 외, 1954 ≪新しい社會 ③≫ (東京書籍) 182~185 ; 西岡虎之助 외, 1956 ≪新編 新し
い社會 ④≫ (東京書籍)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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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대량의 군수물자가 조선으로 조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6･25전쟁
의 군수기지였다는 기술은 동경서적의 1975년판 교과서에서부터 나온다.22) 그리고 교과
서에서는 그냥 ‘기지’로 사용되었다고 나오지만,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일본이 ‘아메리카
군의 조선 진공 기지로’ 이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23)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6･25전쟁의 기지로 일본을 주목한 교
과서가 있었다. 즉
6･25 후 유우엔군의 기지가 되면서 군수물자의 조달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동 방위의 필요에
서 점령을 면하고 1951년에는 독립을 회복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갑작스러운 호경기 속에
일조에 경제의 부흥을 이루고, 국제적으로도 지위를 높이었다. 이로부터 서서히 재군비를 서두
르며 경제적인 힘으로 이웃에도 경제와 문화의 공세를 벌이게까지 되었다.24)

그러나 이후 제3차 교육과정 때 발행된 교과서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까지
일본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6･25전쟁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
지만 일본 자체가 전쟁기지로 활용되었다는 표현을 한 경우는 없다.25) 경제라는 측면에
서만 일본과 6･25전쟁의 관계를 언급하지 미국에 의해 일본이란 점령지의 이용가치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동
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다. 국정 교과서로 전환
된 이후 역사인식이 협소해진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향이란 측면에서 6･25전쟁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모두 포괄적이고 균
형적이지 못한 채 제한적인 기술만을 하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는 6･25전쟁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조차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歴史≫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역시 6･25전쟁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전쟁이 한국사회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끼친 영향에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침략국이자 원폭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경험한 국가로서 전쟁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
제점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서술에서도 발견된다.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일본
22) 鵜飼信成 외 26명, ≪新訂 新しい社會≫ 305
23) 新編新しい社會編輯委員會･東京書籍株式會社編輯部, 2006 ≪新編新しい社會 歷史－敎師用指導書
指導展開編≫ (東京書籍) 275
24) 강대현 외 6명, ≪새로운 사회 (2)≫, 293쪽.
25) 중학교 사회과 교육 연구회, 1974 ≪중학 사회 2≫, 한국 중둥 교과서 주식회사,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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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과서화’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애초 ‘역사’ 교과서의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 구성인 것이다.

Ⅴ. 한일협정과 과거청산, 그리고
양국의 고도성장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재개하였다.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빠른 시기이기는 하
지만 한일협정이 체결된 즈음에 두 나라는 미국에서 주도하는 국제분업체계에 편입되어
고도성장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에 관한 두 나라의 교과서 서술에는 양국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은 왜 일어났는가?
5･16 군사 정변 … 그리하여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312쪽.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3.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아시아･아프리카의 변화
전후 일본의 부흥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후, 연합국의 관리하에 군대와 재벌을 해체하
금성
출판사 였다. 샌프란시스코 회의(1951)를 계기로 주권을 회복한 후에는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지위를 높여 왔다. 특히, 일본은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잘 이용하여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 후로는 경제적 번영을 이용하여 재무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121쪽.
3. 냉전 체제의 성립
세계는 다극화되고 평화 공존, 화해의 시대가 열리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중앙교육
사회 2 진흥연구 에 의해 지배되던 세계 질서는 제3세계의 등장, 유럽 통합 움직임으로 다극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패배와 중소분쟁과 더불
소
어 세계의 다국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122쪽.
4.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다 … 대한민국은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토대로 사회를 민주화시켜 나갔다. …
지학사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군정을 받았으나 샌프란시스코 회의로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 대국으로 발
117쪽.
돋움하였다.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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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경제성장 속의 일본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를 조선반도에
211쪽.
있는 단지 하나의 합법적인 정부로서 승인하였다.
81. 세계의 기적･고도경제성장
扶桑社 외교관계의 진전 1965(소화40)년 일본은 한국과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고 유
상 2억달러, 무상 3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221쪽.
82. 세계의 기적･고도경제성장
東京
아시아 諸國 관계
書籍

自由社

上同

한국 역사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국사≫에서는 한일협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중학교 사회 2≫에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 계기로 일본이 미국
의 점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26) 한일협정과
과거청산문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敎師用指導書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는 일본의 주권을 서둘러 회복시켜 동아시아 반공전략
의 한 축을 담당시키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갈등하
는 배경의 하나이고, 일본과의 과거청산이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원인의 하나
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있었다. 결국 이에 관해 아무런 기술이 없었다는 점은 한국
의 역사교과서가 이 회의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것은 한일협정에 관한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東京書籍과 扶桑社, 自由社의 교과서에서도 한일협정을 언급하지만 한일
간의 과거사에 관해 기술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東京書籍의 교과서에는 주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관한 부분에서 우측의 보조날개에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다
액의 배상금을 지출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일
본이 침략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도 경제협력을 배상에 대신하는 일이 많이 이
루어졌다”고 기술되어 있다.27)
한일협정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는 기술은 1981년판 동경서적에서 처음 나
오는데, 그때는 ‘경제원조’였다.28) 전쟁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

26) 曺華龍 외 12명, 2007 ≪중학교 사회 2≫, 금성출판사, 121 ; 李鎭錫 외 11명, 2008 ≪중학교 사
회 2≫ (지학사) 117
27) 五味文彦 외 47명, ≪新編 新しい社會 歷史≫ 209
28) 鵜飼信成 외 32명, 1981 ≪新しい社會[歷史]≫ (東京書籍)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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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 일본으로서는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보
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유도
한 것이며, 그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전략과 맞물려 있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큰 고생 없이 지불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
다면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는 서술은 적절한 언급이 아니다.29)
扶桑社의 교과서는 과거청산문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敎師用指導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전쟁시 한국은 일본의 일부이고, 일본의 교전국이 아니므로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일한기본조약으로 한국에의 보상은 모두 종료되
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
･또한 이 경제협력금을 原資로 그 후의 한국의 발전이 이룩되었다는 것
･한편, 일본측의 막대한 대한 자산에 관해서는 그 청구를 취하했다는 것30)

교과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던 한일협정에 관한 내용이 敎師用指導書를 통해 적극적
으로 개진되어 있어 이중플레이를 한 것 같은 인상을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심어줄 우려
가 있다.
결국 東京書籍이나 扶桑社의 교과서에서는 전후 보상소송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과
거청산운동을 비롯한 개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과 사죄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과 화해를 가르치지 않고 施惠的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은 학생들이 동아시아 주변의 구성원과 함께 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
전후 보상문제에 대해 아무런 기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文敎出版과 敎育出版의 교과
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일협정을 기술하는 곳에서 ‘전후 보상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을 소개한 大阪書籍･ 帝國書院･日本書籍新社･淸水書院의 교과서도 있다.
이들 교과서의 敎師用指導書에서는 한일협정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은혜론만
을 부각시키는 扶桑社의 교재와 달리, 敎師用指導書에서도 오늘의 한일관계와 관련지어
미해결된 역사문제를 강조하고 있다.31)
29) 大藏省, 1984 ≪昭和財政史－終戰から講和まで≫ 1 (東洋經濟新報社)
30) 藤岡信勝 외 11명, 2006 ≪改訂版 新しい歷史敎科書－敎師用指導書≫ (扶桑社) 354
31) 峯岸賢太郞 외 13명, 2006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歷史的分野－敎師用指導書≫ (日本書籍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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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일본 우익의 扶桑社 교과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일본이 크게 기여했다는 입
장이다. 한일협정 이후 분할하여 들어오는 무상 3억 달러, 정부 공공차관 2억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달러라는 자금은 한국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소양강댐을 그 사례로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
과서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외적 요인 가운데 미국의 시장개방과
베트남전쟁과 같은 국제환경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주체적인 노력에 대해
서는 아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 더구나 일본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 한국의 자주
적인 발전이 얼마나,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성찰이 없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도 일본의 내적 조건과 일본인의 능동적인 노력, 그리고 국제 환경
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또는 ‘발판으로’ 일본경제가 고도성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흔히 일본의 고도
성장기라고 하면 1955년경부터 1973년경을 가리키므로 한국의 교과서가 세밀하게 구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2) 이에 비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6･25전쟁 때 ‘조선특
수’가 있었다고 하여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역사교과서의 이러한 진단과 달리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자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해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즉 大阪書籍의 워크북에서는 ‘적극적인 설비투자’,
‘기술혁신’, ‘높은 저축율과 낮은 조세부담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점을 들고 있
다.33) 扶桑社의 敎師用指導書에는 ‘事項解說’이란 이름으로 일본이 고도성장한 요인으로
‘국내 구매력’, ‘기술혁신과 교육’, ‘자민당정권의 경제정책’과 함께 ‘국제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냉전하, 일본의 경제성장은 서방진영에 주요하게 생각되어 아메리카는 국내 시장을 일본에
개방하였다. 또한 일본은 1955년 GATT에 가입이 인정되어 국제자유무역체제 속에서 무역입국
이 가능하게 되었다. 1달러 360엔의 고정환율은 엔화 안정의 메리트를 조성하여 일본 수출을

203 ; 黑田日出男 외 7명, 2006 ≪社會科中學生の歷史 : 日本の歩みと世界の動き－指導書≫ (帝國
書院) 385
32)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이란 흔히 1960년대부터라고 말한다. 그런데 동경서적은 그것을 달리 표현하
고 있다. 워크북에 따르면 ‘고도경제성장 속의 일본’이란 곳에서 “1950년대 중반경부터 20년 가까
이에 걸쳐 계속된 일본의 경제성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東京書籍編輯部,
2008 ≪新編 新しい社會 基礎･基本徹底ワーク歷史II≫ (東京書籍) 54].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1955
년 神武景氣(1955~1957)을 고도경제성장에 포함시키고 있다(新編新しい社會編輯委員會･東京書籍
株式會社編輯部, ≪新編新しい社會 歷史－敎師用指導書 指導展開編≫ 277).
33) 2008 ≪新版 中學生の歷史資料≫ (大阪書籍)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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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켰다.34)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상대방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해 기술할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이 주체적으로 움직였던 노력,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같은 국제환경35)을 거
의 주목하지 않는다. 두 나라 역사교과서의 서술기조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우월의식과
더불어 비하의식을 자국의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고도경제성장에 관한 한 한
일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공정한 서술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Ⅵ. 한반도와 일본의 현재와 미래 관계
21세기 현재 한국과 일본은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아래 인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東京
書籍

扶桑社

自由社

2. 현대의 일본과 세계
데탕트와 냉전 후의 세계 …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1998년에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그후 우호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북조선과는 국교가 없는 상태이지만,
2002년에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평양을 방문하여 국교정상화 등의 교섭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납치문제 등으로 그후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213쪽.
82. 공산주의 붕괴 후 세계와 일본의 역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로 세계 규모의 전쟁 위험은 사라졌지만,
동아시아에는 일부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 있고, 또 민족이나 종교의 대립을 바탕으로 한 지역
분쟁도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사진 캡션 : ‘북조선에 납치되어 귀국한 사람들(2002. 10. 15)’
223쪽.
84. 공산주의의 붕괴와 고도정보사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세계 규모의 전쟁 위험은 사라졌지만,
동아시아에는 일부 협조적이지 않는 국가가 남아 있고, 또 민족이나 종교의 대립을 바탕으로
225쪽.
한 지역 분쟁도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중략)

비고 : 自由社 교과서 본문의 굵은 글씨는 扶桑社 교과서에서 바뀐 부분의 표시이다.

34) 藤岡信勝 외 11명, 2006 ≪改訂版 新しい歷史敎科書-敎師用指導書≫ (扶桑社) 355
35) 베트남전쟁과 두 나라 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상화, <베트남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
향>, ≪베트남연구총서 3≫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 최용호, 2003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
쟁과 한국군≫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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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제 정세의 변화 … 그러나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은 긴장 완화 정책을 추구하
320쪽.
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였고, 일본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3. 냉전 체제의 성립
중앙교
세계는 다극화되고 평화 공존, 화해의 시대가 열리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육진흥 의해 지배되던 세계질서는 제3세계의 등장, 유럽 통합 움직임으로 다극화의 길로 들어서
연구소 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패배와 중소분쟁과 더불어 세계의
122쪽.
다극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1. 사회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국제질서
사회 2
세계화의 물결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 체제의 붕괴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
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학사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를 대상
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며 세계를 하나로 묶
고 있다.
124쪽.
국사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된 이후 일본경제의 높은 국
제적 지위가 세계를 다극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음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歴史≫
교과서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우익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협조적이지 않는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납치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大阪書籍･日本文敎出版･敎育出版의 교과서에서도
이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大阪書籍을 제외한 네 개 출판사의 교과서는 ‘전후 보상의 과
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일본사회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모두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
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인의 입장에서만, 그
리고 이념적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
하고 행동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유일한 피폭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희생자인 양 행동하는 일본인이 있는 것처
럼 납치문제도 비슷한 국제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 가치와 잣대가 들
어갈 여지는 없다. 보편이란 이름으로 일본인만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교과서는 미래지향적인 인간형을 키우기 위한 교육적 노력에 도움이 되
는 교재가 아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를 ‘싸움닭을 키우는 역사교과서’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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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36) 결국 두 종의 우익 역사교과서는 보편
가치 지향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정신에도 위배된 교과서인 것이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의식한 교과서 서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두고 본다면, 東京書籍
의 편집방식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東京書籍 책은 교과서 맨 마지막 소단원인 ‘3. 지금
부터의 일본과 세계’에서 국제사회와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에 “일본과 한
국은 지금부터 어떠한 관계를 만들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통해 일본사회의 국제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국제협력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획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드는 기획 구성이 보이지 않는다.

Ⅶ. 맺음말
이상으로 한일 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자국의 현대사와 여기에 연관된 관계사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았다. 맺음말에서는 본문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전체 서술구조 속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위치지우고 있는지 언
급하면서 서술기조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 글을 끝맺겠다.
한국의 ≪중학교 사회 2≫ 교과서는 세계현대사를 냉전체제→비서구사회의 변화→국
제질서의 새로운 모습의 순서로 기술하는 가운데 일본･중국･인도는 국가 단위로 소개하
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독일은 동서독의 통일과 연관시켜 반드시 소개하고 있다. 남북
통일이란 민족 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歴史≫ 교과서는 일본의 戰後와
고도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그때그때의 국제관계를 압축적으로 언급하려 노
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세계적인 차원의 변화에도 주목하지만, 동아시아의 변화와
관계사에도 주의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을 서술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
이 있다. 두 나라 간 상호관계의 비중을 중국에 비해 한 단계 낮추고 있는 현실(의식)과
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6) 신주백, <자유사판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사 인식>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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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상대방에 관한 서술은 자국사를 중심에 두고 관계사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에 관한 서술은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 때부터 사실상 자
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민주화, 국제사회 복귀, 경제성장에 주목한 것이다. 그것
은 박정희정권의 등장 및 경제성장전략의 추진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교과서 발행의 국정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이때의 관점과 서술태도가 기
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에 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동경서
적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197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식민지시기 일본의 침략
과 지배에 관한 서술도 이즈음부터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2년 중일수교, 한일관계사에
관한 일본의 연구 축적, 그리고 이에나가 사부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교과서 소송
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7)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에 관한 기술의
개선은 1997년판을 정점으로 다시 악화되었다. 그 중심에 우익 정치인과 우익 언론을
등에 업은 ‘新しい歷史敎科書’가 있다.

37) 신주백,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의 변화(1945~ 2005)>
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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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신주백 선생의 ‘교과서 기술과 그것의 연원을 추적하여’, ‘적대적 감정을 완화’하고
‘상호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적은 나의 논문이 의도하는 바와 같다. 한일역사공
동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어서 높게 평가하고 싶다.
자칫하면 일방적인 상대국 비판에 함몰되어 버리기 쉬운 교과서 분석의 문제점을 극
복하고자 하는데 종래와는 다른 분석 시각을 목표로 하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상찬할
만하다.
우선 논문의 순서에 따라 검토하여 보겠다. 첫머리의 ‘과거는 모두 역사 서술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비판을 받기 쉬운 표현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과거의 신문 기사는 ‘역사 서술’이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칼 포퍼는 1902년에 ‘세계사는 신화의 대용물이다’(Anglo Austrian Philosopher)라고 말
하였다. 이는 한 마디로 하자면 ‘역사는 픽션이다’라는 주장이다.
한국에서의 일본 연구에는, 일본의 좌익 세력과 마르크시즘을 신봉한 학자가 북한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이해가 전혀 없다. 한국에서 단순히 ‘양심적’이라고 하는 일
본의 좌익과 혁신 세력의 지식인이, 극심한 ‘한국 멸시’ 발언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였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의 고교 교육에서 일본사는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두고 싶다.
‘세계사’가 ‘필수’이다. 이는 戰前과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독선적인 역사 교육을 피하
고 국제 사회와 협조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역사관과 역사 교육
의 목적이 한일 사이에 서로 다른 사정은 상호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반성으로
부터 일본은 ‘국제 관계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신주백 논문)는 것이다.
왜, 신주백 논문은 扶桑社와 自由社의 교과서를 크게 다루는 것인가. 후소샤와 지유샤
의 채택율은 두 가지를 합쳐도 1.7%에 미치지 못한다. 영향력은 거의 없는 교과서이다.
이 결과로 한국 측이 걱정하는 ‘일본의 우경화’, ‘우익의 출판’은 문제가 아닌 사실을 말
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많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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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왜 특별히 선택하여 쓰고 있는 것인가. 일본 측에서 보자면 객관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공평하지 않다. ‘우익에서 출판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본의 ‘우익’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보수’와 ‘우익’에 대해 개념 규정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또 지유샤
의 교과서는 아직 검정이 끝나지 않은 ‘원고본’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닌가. 검정을 종료
하지 않은 교과서를 선택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 두 가지 교과서를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공격하는 ‘저의’가 한국 측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신주백 논문은 후소샤와 지유샤의 교과서에 대해 ‘침략전쟁의 책임자인 소화천황을
평화주의자로 왜곡’하였다고 하는데, 天皇이 ‘침략전쟁의 책임자’라는 근거와 ‘평화주의
자로 왜곡’하였다는 근거 및 증거의 제시가 없다. 明治憲法의 규정에도 천황에게는 정부
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통일에 대한 한반도 구성원의 염원, 곧
6·25전쟁의 배경으로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의 남침은 ‘통일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의미인가. 이 지적으로는 북
한의 남침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목적이 있으며 일본의 교과서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된다.
또 신주백 논문은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일본이 ‘아메리카군의 조선 진공 기지로 되어’
이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아메리카군의 조선 진공 기지’라는 표현을 평
가하고 있다. 이 표현으로는 미군의 한국 지원을 ‘조선 침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신주백 논문은 ‘6･25전쟁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자체가 전쟁기지로 활용
되었다는 표현을 한 경우는 없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 지원
의 기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었다’라는 의미인가. 일본이 기지로서 사용되지 않았다
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실현되었다라는 주장인 것인가.
다음의 지적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 의해 일본이란 점령지의 이용가치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 전쟁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공급 기지로서 이용한 것이다.
미국에 의해 일본의 이용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 것에 모든 책
임과 발단이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기술도 잘 이해할 수 없다.

17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전쟁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성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 일본
으로서는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또한 많
은 국가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유도한 것이며, 그것은 미국의 동아
시아 반공전략과 맞물려 있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이 지적에서는 일본인이 전쟁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 국민은 전쟁을 반성하고 새 헌법을 만들어 민주화한 것이다. 일본의 많은
국민은 전쟁이 좋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지적은 잘못이다. 연합국은 제 1차 세계대전의 반성으로부터 독일과 일본에 배상을 부
과하지 않았다. 또 중국은 배상을 포기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배상을 행하였다.
다음의 기술은 객관적이지 않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로 공산
주의 국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납치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중에 ‘일 것이다’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일본인에게는 ‘국민의 구출’과 ‘북한에 의한 주권 침해’이
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의
인권 문제를 잊어도 좋다는 기술이 일본의 교과서에는 없다. 납치 문제와 식민지 시기의
인권 문제도 모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의 기술도 주관적인 감상인지 객관적인 학문적 기술인지 명확하지 않다.
‘일본사회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야기된 문
제를 모두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인의 입장에서만, 그리고 이념적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유일한 피폭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희생자인 양 행동하는 일본인이 있는 것처
럼 납치문제도 비슷한 국제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 가치와 잣대가 들
어갈 여지는 없다. 보편이란 이름으로 일본인만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지적된 ‘사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관적 감
상으로는 곤란하다. 또 문헌의 인용과 참고 자료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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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자 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는 신주백 논문이 인용한 ≪사회과교육과정≫과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社會編－≫에는 해당하는 기술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1)

1) 1998 ≪중학교교육과정(별책 3)≫ (대한교과서, 서울) 및 문부성, 1999 ≪中學校學習指導要領(平
成 10년 12월)解說－社會編－≫ (大阪書籍)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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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이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

서론 연구의 목적—‘부존재론’에서 ‘존재 Ⅲ. 일본 교과서의 현대 한국에 대한 기술방식
론’으로
Ⅳ. 북한 인식의 변천
Ⅰ. 현대사 기술의 분석이론
Ⅴ.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Ⅱ. 한국 교과서의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방식

서론 연구의 목적－‘부존재론’에서 ‘존재론’으로
본고에서는 주로 ≪日本史B≫와 ≪世界史B≫를 조사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교
과서는 고교 국사와 고교 세계사, 고교 근현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4장의 한국․북
한 인식의 변천은 연구협력자인 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가 집필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처음으로 외교 문제화한 것은 1982년 6월 26일이었다. 문부성
의 교과서검정에서 세계사 기술 가운데 중일전쟁을 ‘華北에 침략’으로 한 원고가 ‘華北
에 진출’로 개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보도된 교과서에 관한 ‘개서’는 없었다.
이 교과서 ‘개서’라는 ‘大誤報’는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만이 저서 ≪퍼
블릭 오피니언≫에서 1922년에 쓴 ‘스테레오 타입 이론1)’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월
터 리프만은 국제분쟁의 원인으로 보도가 낳은 스테레오 타입적인 잘못된 이해를 지적
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스테레오 타입을 바로잡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사명이라고 설명
하였다.
1) Walter Lippmann, 1997. Public Opinion (Free Press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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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보’가 일어났는가.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사전에 문부성의 기자클럽에 1권씩
전달된다. 기자클럽에서는 소속 각 사 기자가 분담하여 검토,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이러한 가운데 텔레비전 기자가 實敎出版의 ≪세계사≫에 대해 ‘침략이 진출로 개서되
었다’는 취재 결과를 기자클럽 각 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기자는 교과서 원고를
입수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었다. 1982년 6월의 검정에서는 ‘개서’ 사실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검정 의견으로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던 사실
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또 이 수정 의견에 따르지 않고 ‘침략’이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한 교과서도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보도는 한국에서 일본은 ‘침략을 진출로 개서
시키는 악랄한 존재’라는 패러다임을 낳았다. ‘일본인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패러다임이
정착하였다.
일본에서의 전후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뒤떨어져 있다’ ‘한국은
가난하다’ ‘한국은 독재국가다’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괴뢰국가다’라는 한국 부정의 개
념이다. 또 ‘그러니까 한국을 지도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콜로니얼리즘 의
식이었다.
일본 좌익의 네오 콜로니얼리즘은 북한을 ‘독재’라 지적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문제
와 민주주의도 비판하지 않았다. 네오 콜로니얼리즘은 전후 일본에서 한국의 존재를 부
정하는 텍스트로서 널리 존재하였다. 잡지 ≪世界≫에서는 1984년 10월호까지 ‘남조선’
의 표기가 남아있다.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赤旗≫나 잡지 ≪前衛≫에서는 1997년
3월까지 ‘남조선’ 표기가 보인다.
일본의 좌익･혁신세력의 연구자들은 북조선을 ‘조선’ ‘공화국’으로 표기했다. 그 영향
으로 야마카와출판(山川出版)의 세계사는 북한을 ‘공화국’으로 지금도 기술하고 있다.2)
한편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에 ≪일본은 없다≫3)라는 서적이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KBS 도쿄특파원이 쓴 책이다. ‘일본 부재’의 텍스트가 한국인의 마음에 와 닿았다.
한국의 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는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다. 특히 전후 일
본이 변했다고 서술한 텍스트는 없다. 또 그 상징인 평화헌법과 헌법9조에 대한 텍스트
도 없다.
이 ‘부존재’의 언설과 ‘불변’의 상호인식은 한일 사회 상호간에 존재했던 의식이다.
이 의식을 ‘일본(한국)은 있다’ ‘일본(한국)은 변하였다’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2) 2007 ≪世界史≫ 山川出版社, 345
3) 鄭麗玉, 1994 ≪悲しい日本人≫ (たま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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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 분석을 위해 교과서의 텍스트 분석이론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쌍방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4)적인 인식과 파이널 보캐블러리5) 극복의 문제이
기도 하다. 나아가서는 한일간 패러다임 시프트6)의 과제인 것이다. 또 한일 쌍방에 존재
하는 오리엔탈리즘7)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에 교과서 기술은 도전하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편견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한다.

Ⅰ. 현대사 기술의 분석이론
1. 한일의 네오 콜로니얼리즘 사관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8)는 일본인 최초의 學政參與官으로서 한일 합병 전인 1907년
대한제국에 파견되었다. 당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9).
나는 文部省으로부터 조선 학정참여관으로 취임을 타진받았을 때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였
다. 이 무슨 인연일까.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수천 년에 걸쳐 은혜를 받은 문화에 보답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눈 내리는 겨울의 추위도 마다않고 한국에 건너간 것이다.

여기서는 시데하라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의 따뜻한 배려가 전해져 온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한국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일본인으로서는 양심적이지만 이른바 ‘모더니즘’의 강요이다.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상을 맞추는 사고방식이다. 전형적인 콜로니얼리즘 발상이라 말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데하라의 생각은 전후 일본의 지식인이나 문화인, 한국과 관련된 일본의 지
4)
5)
6)
7)
8)

Walter Lippmann, 1997. Public Opinion(Free Press N. Y.)
Richard Rorty,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Univ. Pres)
Thomas S. Kuhn, 1996. The Structure of Science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ward W. Said, 1978. Orientalism (Vintage Book, New York)
(1870~1953). 明治부터 昭和의 교육행정관, 대한제국 학부 學政參與官, 동경대 교수를 거쳐 臺北
제국대학 총장. 수상 이었던 幣原喜重郞은 동생.
9) Christine Maji Rhee, 1998. Doomed Empire (Ashgate, Hampshir, U.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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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에게 공통되는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이나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의 정치나 외교, 경제를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파워’ 의식이다. 이 의식은
‘일본적 오리엔탈리즘’과 공통된다.
전후 일본에서는 이러한 콜로니얼리즘을 청산하고 반성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생겨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 지배에 공헌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자 중에서 ‘조선 식민지 반대’ ‘식
민지를 포기하라’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나 식민정책에 반대했던 것은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경제학자인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이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등 몇 명뿐이었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콜로니얼리즘의 부정과 청산, 나아가서는 포스트 콜
로니얼리즘으로서는 출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과 조선인에의 뿌리 깊은 콜로니얼
리즘을 내포한 ‘네오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확대하였다.
이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감추기 위해 연구자들은 북한을 예찬하였다. 북한의 사회주
의와 그 지도자를 칭송하는 것으로 자기는 콜로니얼리스트가 아니며 조선인에의 차별의
식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는 한편으로 한국과 한국인, 지도자에 대해 격심한 증오의
감정이나 차별의식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전후 일본에서의 콜로니얼리즘 구도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상당 기간 조선사 학자를 비롯해서 한국 문제로 발언했던 지식인,
언론인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특파원을 신문사가 처음으로
보낸 것은 1975년이었다. 그들에게는 ‘일본어로도 조선 문제는 다룰 수 있다’는 교만함
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파워’ 의식에서 나온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다. 한국이나 북
한은 일본어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우월의식이다.
북한을 지지하는 연구자나 언론인들은 한국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남조선’이라 표현
하였다. 이것은 한국 ‘부존재론’이다. 한국을 주권국가가 아닌 ‘미제국주의의 괴뢰’로 보
고 ‘남조선’이라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 ‘조선’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한국․조선인 중에는 ‘한국 부정’이라는 일본인의 콜로니얼리즘 심리를 이용하
여 일본의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콜로
니얼리즘이 뿌리 깊게 살아남게 된 책임의 절반은 한국과 북한, 혹은 재일본조선인총연
합회와 재일조선인, 한국대사관과 재일한국인, 한국의 반체제학자･지식인들에게도 있다
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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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1980년 말경까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한국을 ‘독재’ ‘비민주국가’ ‘뒤떨어진
나라’로 쓰도록 공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인의 심층에 있는 차별이나 멸시로서의 콜로니
얼리즘을 한국에게만 향하도록 하는 운동이었다. 일본의 지식인이나 언론인 대부분이 이
압력에 굴복하였다. 岩波書店의 잡지 ≪世界≫가 이러한 운동에 협력하였다. ≪世界≫에
는 1984년 10월호까지 ‘남조선’ 표기가 남아있다.
또 일본의 ‘권력’이나 ‘권위’와 일체화하려는 한국적 네오 콜로니얼리즘도 존재하였
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한국인이 조선총독부나 지배층에 협력하는 ‘권력과의 일체화’
로서 콜로니얼리즘이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이나 ‘망명 지식인’이 일본에서 한국을 격렬
하게 비난하고 박정희를 공격하는 論陳을 폈다. 그것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위해
서는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북한의 독재와 민주화에는 입을 다물었는
가. 북한의 민주화나 강제수용소, 지도자의 독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것은 북한의 ‘권력’에 협력하는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이었다.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
리즘은 한국에의 우월의식을 강조하고 북한의 정통성, 경제적 성공, 훌륭한 지도자의 존
재를 선전하였다.
여하튼 일본인의 콜로니얼리즘 의식을 한국에게만 향하게 하는 네오 콜로니얼리즘 운
동에 한국 지식인이 협력하였다.

2. 한일 상호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가 만들어낸 이론이
다. 1978년에 출판된 저서 ≪오리엔탈리즘≫10)이 구미의 학회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이슬람에 대한 구미의 이해가 서양 중심의 차별과 파워 의식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이론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해에도
응용할 수 있다.
구미에서는 중동이나 아시아 등 비서양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
다. 그러한 인식의 모순을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날카롭게 파헤쳤다. 일본과 한반
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탈아론11)’이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원형이 될 것이다.
10) Edward W. Said, 1978. Orientalism(Vintage Book, New York)
11)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脱亞論’은 일본인에게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 경청할만한 논리이
지만, 탈아론이 악용되어 조선멸시론에 이용된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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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나 영국의 문학은 오리엔트를 신비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동양이라는 개념을
서양의 객체로밖에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즉 서양의 지배를 받
은 동양, 서양이 근대화시킨 동양이라는 인식이었다. 여기에 동양의 주체성과 독립에 대
한 경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이드는 서양의 학문 연구가 동양을 주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준엄하게 파헤치고 비판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개념을 객체로밖에 보지 않았다. 바꿔 말하
면,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한반도, 일본이 근대화시킨 한국과 북한이라는 의식이다. 태평
양전쟁 이후는 한국을 독립국으로서 보지 않는 것이 좌익 운동이었다. 일본의 좌익만큼
한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노골적으로 부르짖은 이들은 없었다. ‘한국 부존재론’의 전
개이다.
도고 미노루(東鄕實)12)는 지금 일본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전에는 저명한 식민연
구자였다. 그의 ≪식민정책과 민족심리(植民政策と民族心理)≫(1925)는 岩波書店에서 출
판된 당시 베스트셀러였다13). 도고는 일본인처럼 ‘우수한 민족’이 있는 반면 식민지의
‘하등 민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민지의 일본에의 ‘동화’를 부정하고 ‘분화정책’
을 주장하였다. 식민지의 전통이나 민족성의 존중은 언급했지만, 독립이나 자치권의 부
여에는 반대했다.
일본인을 ‘우수한 민족’으로 보고 한국인이나 조선인을 ‘하등 민족’으로 보는 생각은
일본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 콜로니얼리즘을 북한과 일본의 좌익(혁신)
세력이 이용하였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은 두려운 나라’ ‘한국인은 무서운 사
람들’ ‘한국 경제는 파탄했다’와 같은 언설이 정착하였다. 그런데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자 텔레비전과 신문은 연일 북한의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 때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한국인과 조선인이 북한과 한국을 각각 거칠게 욕하였다. 한국 지식
인임에도 한국과 지도자를 일본인에게 나쁘게 말하는 한국인도 있었다. 일본인의 콜로
니얼리즘 의식을 선동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적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다. 그들은 결코 북
한을 비판하지 않았다.

12) 東鄕實(1881~1959). 臺灣총독부에 근무하였고 그 후 정치가로. 農政通으로 알려졌다. 文部 정무
차관으로 근무했다.
13) Christine Maji Rhee, 1998. Doomed Empire (Ashgate, HampshieU.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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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부정하고 북한만을 평가하려고 했던 네오 콜로니얼리즘이 2002년 이후로는
북한을 향했다. 그들이 증폭시킨 ‘한국 멸시’가 북한으로 향한 것이다. 네오 콜로니얼리
즘의 역습인 것이다.
국민대학교의 한상일 교수는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세카이世界≫와 한반도≫
(2008)14)에서 이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을 준엄하게 지적, 비판하였다. 한상일 교수는 이
저서에서 잡지 ≪世界≫의 창간호부터 조선 문제에 관한 기술과 언설을 상세하게 분석
했다. 이 저작은 일본 진보적 문화인들의 한국에 대한 차별의식을 파헤친 한국판 ≪오리
엔탈리즘≫으로 높이 평가될만한 역작이다.
한상일 교수에 따르면, ≪世界≫가 전후 최초로 게재한 한국 관계 논문은 일본의 식
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문이었다. 한상일 교수는 ≪世界≫가 ‘반한친북’ 노선을 일관
되게 유지했다고 지적했다.≪世界≫가 1973년 5월부터 88년 3월까지 15년에 걸쳐 게재
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일본의 한국 부정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만들었다. 필자는
‘TK생’이라 표기되었다.
나중에 지명관 교수가 ‘내가 TK생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댔는데 일본의 전문가 사이
에서는 여전히 ‘지명관 교수뿐만이 아니다’며 의문시되고 있다. 그는 도쿄에서 집필했다
는 것을 인정했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한국에서 편지를 보내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도쿄에
서 쓴 것이므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 아니라 ‘도쿄로부터의 통신’이다. 저널리즘의
기본에서 보면 날조기사이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북한의 독재나 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 민주화문제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오로지 한국을 비판하고 박정희를 공격하였다. 지명관
교수의 행동은 한국적인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며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북한에 협력
한다는 의미)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라는 ‘파워’와 ≪世界≫라는 ‘권위’
를 빌려 오로지 ‘반한친북15)’ 선전에 줄곧 가담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활약했던 일본인 사와 마사히코(澤正彦)16) 씨는 일찍부터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에 대한 애정도 연
대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사와 목사가 이 말에 담은 의미는 구약성서의

14) 韓相一, 2008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세카이世界≫와 한반도≫ (기파랑)
15) 한상일, 앞의 책
16) 澤正彦, 1984 ≪ソウルからの手紙≫ (草風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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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들은 왕이나 위정자를 심하게 비판했지만 이들의 말에는 같은 민족에의 애정과
연대의식이 있었다는 성서해석의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 신자인 지명관 교수의
문장에 같은 국민과 위정자에의 연대도 애정도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은 결정적이다.
한상일 교수는 잡지 ≪世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세카이≫가 진심으로 김일성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지전능한 지도자로 생
각했을까 하는 점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버리는 탈북 난민이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세카이≫는 박정희가 정말로 이성도 국가관도 없고 다만 권력만을 추구한 폭군과
같은 존재라고 확신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일 확신했다면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역대 대통령 가
운데 가장 능력이 있고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대통령으로 누구보다도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17)

또 한상일 교수는≪世界≫가 내포하고 있는 네오 콜로니얼리즘과 일본적 오리엔탈리
즘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개념규정을 하고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진정으로 민족 화해가 필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지식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가해자였던 일본 지식인의 ‘진실’을 바탕으로
한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세카이≫가 과거사에 관하여 비판
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선린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진정한 민족 화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심층에 깔려 있는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양심을 내세워 북한을 떠받들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방향
으로 나아갔다. 이 때문에 화해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8)

한상일 교수가 지적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배후에 있던 사상의 정황에 대해서 中
央公論誌 전 편집장으로 일본 논단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가스야 가즈키(粕谷一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9)
동서냉전 격화로부터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국제적 긴장 속에서 기도된 강화조약에 대해, 이
에 반대한 광범위한 여론은 지극히 다양한 주장, 잡다한 색채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상징적
인 것으로서 남바라 시게루(南原繁) 도쿄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한 도쿄대 아카데미즘, 혹은 岩
波書店에 의해 형성된 평화문제간담회, 또는 류 신타로(笠信太郞)와 朝日新聞을 중심으로 주장

17) 한상일, 2008 ≪지식인의 오과 편견—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기파랑) 341
18) 한상일, 앞의 책, 342.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19) 粕谷一希, 2008 ≪戰後思潮--知識人たちの肖像≫ (藤原書店)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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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면강화 이론은 형식적으로는 냉전이론 자체의 부정,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의 이론상의
근사치적 접근, 유럽에서의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냉전이탈 중립국가에의 지향과 같은 이
상주의적 색채가 강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징적인 주장의 그늘에서 하부구조를 장
악하고 실제적 정치공작에서 활동한 세력은 사회당･공산당･노동조합･급진파 지식인의 공산진
영(평화세력이라 규정된)과 호응한 인민전선이론이며 일본을 미국 진영에서 분리시켜 중립화시
킴으로써 마침내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혁명 이론’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정
치 주체였다.

이 가스야 전 편집장의 설명은 한국에 대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을 잘 설명하
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이나 아카데미즘을 지배했던 ‘이상적 평화주의’는 북한을 평화세
력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미제국주의 세력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 좌익세력의 ‘인
민전선이론’이 북한의 ‘통일전선공작’과 연동했기 때문이었다.

3. 스테레오 타입, 패러다임과 파이널 보캐블러리
한일의 스테레오 타입 사고
한상일 교수가 지적한 문제는 스테레오 타입적20)인 한국 이해와 그 폐해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본인의 역사 왜
곡’이라는 주장도 지배적이다. 일본인도 ‘한국인은 아무리 사죄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해 온다’라는 스테레오
타입 사고도 있다.
한일 교과서문제의 발단이 된 “‘침략’을 ‘진출’로 바꿔 썼다”는 이해도 스테레오 타입
적인 기억이었다. 이 ‘오보’ 덕분에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이전의 ‘침략’기술에 대해
수정하라는 검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점의 교과서는 검정의견을 받아들
였지만 6점의 교과서는 이 검정의견에 따르지 않고 ‘침략’ 표현을 쓰고 있었다.

한일의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시프트
스테레오 타입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패러다임 이론을 창조한 것이 토마스 쿤21) 교수
20)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 Free Press N.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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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세계적인 과학사 연구자이다. 인류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어떻게 생각을 바
꿨는지를 연구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창조하였다.
예전에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다. 이 상태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어떤 특정 시대 하나의 사회나 집단이 공유하는 같은 생각이나 인식, 개념을 패러
다임이라 불렀다. 쿤은 천동설을 끝까지 파고들어 아무리 탐구해도 이해불가능에 빠졌
을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상태를 ‘Incommensurability(통역할 수
없는 견해)’라고 불렀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뀜으로써 역사가 변하였다. 이 패러다임
의 변화를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렀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패러다임과, 한국인이 일본에게 가지는 패러다임은 전
혀 다르다. 한일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데에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파이널 보캐블러리
Final vocabulary(최종어휘)란 미국의 세계적인 철학자 리처드 로티 교수22)가 창조한 이
론이다. 파이널 보캐블러리란 어떤 언어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을 제시할 수도 없는 말을 의미한다. 로티 교수는 이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타파하는 것
이 역사를 바꾸며, 이를 실행하는 인물을 ‘아이러니스트’라 부르고 그의 역할을 강조하
였다.
이 이론은 스테레오 타입적인 사고의 변경이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을 더 발전시킨
이론이다. 파이널 보캐블러리는 그 어휘를 사용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납득할 수밖
에 없는 ‘최종적인 말’이라는 의미에서 ‘최종어휘’라고 부른다.
로티 교수에 따르면, 최종어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한다.
한일 간에는 다수의 파이널 보캐블러리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나 ‘독도’ ‘친일’은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파이널 보캐블러리이다. 한편，일본의 경우는 ‘원폭’이나
‘북방영토’ ‘천황’이 그러하다.
이 파이널 보캐블러리가 타파되면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 로티 교수는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타파하는 인물을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라 불렀다.
21) Thomas S. Kuhn,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
22) Richard Rrty,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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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셔널리즘과 아이덴티티, 내셔널 트라우마
어떤 국민이나 민족에게도 내셔널 트라우마라고 부를만한 민족적, 역사적 기억이
있다.
한국의 간디라 불렸던 종교가 함석헌은 한국의 내셔널 트라우마를 ‘고난의 민족’으로
표현하고 저서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고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같다. 4천 년 넘는 역사에 우리는 이제껏 태평
시대라는 것을 모른다. 한옛적은 아득해 알 수 없고, 삼국시대 이후로는 글자 그대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 그러므로 나라땅은 줄곧 줄어만 들었다. 삼국시대 이후로는 나라땅을
한 치도 넓힌 것은 없고 늘 빼앗긴 것뿐이다. … 다른 민족에서 보면, 2백 년, 3백 년의 평화시
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힘써 본대야 백 년 지난 것이 없고, 그것도 온전한 것이 못된다. …
한민족이 만일 잔패민족(殘敗民族)이라는 더럽고 불쌍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거든 이제라도
어서 세계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함석헌은 식민지 시대에 투옥된 경험을 가진 기독교 신자였지만 열광적인 민족주의자
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에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뜨거운 내셔널리즘 사고가 넘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 후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는 ‘반일’과 ‘반공’이 내셔널 아
이덴티티였다. 혹은 ‘반일 내셔널리즘’ ‘반공 내셔널리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神戸大學의 기무라 간(木村幹)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사람들이 ‘공통의 친근감’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려고 하는 바람23)

일본에 의해 국가를 잃고 또 한국전쟁으로 거의 국가를 잃어버릴 뻔했던 경험에서 한
국인이 국가 건설에의 강한 내셔널리즘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한국민에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내셔널 트라우마이다. 한국인은 ‘日帝’ ‘식민지’ ‘拓殖’ 등의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반발하고 감정적으로 흥분될 것이다. ‘척식’이라는 말은 ‘동양척식회사’를 의
미한다. 한국에서는 ‘동양척식회사’가 가난한 농민의 땅을 수탈했다고 배우고 있다. 이에
23) 木村幹, 2009 ≪近代韓國のナショナリズム≫ (ナカニシヤ出版)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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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수탈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24)
그러나 이영훈 교수의 연구와 발언은 격심한 비난을 받았다.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스
테레오 타입적인 이해로는 일본은 늘 ‘수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패러다임에 도전한
이영훈 교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여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바꾸려 했던 용기 있
는 ‘아이러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친일’의 낙인이 찍히면 사회적으로 말살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은 늘 ‘친일’ 비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
도 일본을 평가하고 일본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면 ‘친일’이라고 공격받았다.
‘반일’은 한국민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인 동시에 한때는 통일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식되었다25). 그 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좌익세력
이 ‘반미’를 내셔널 아이덴티티로서 강조하려고 하였다.

Ⅱ. 한국 교과서의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방식
1. 일본의 패전과 日帝
≪고등학교 국사≫(2007년판,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교과서에는 일본
의 패전과 한국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는 일본이 연
합군에게 항복하고, 동시에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독립투쟁을 전개한 결과였다.26)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준비해 왔던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보통선
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규정한 대한 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27)

이에 대해 함석헌 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28)
24)
25)
26)
27)
28)

李榮勲, 2009 (永島廣紀 譯)≪大韓民國の物語≫ (文藝春秋)
金學俊 교수와의 인터뷰, 김학준 교수는 1970년대 후반에 이러한 지적을 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2007년판) 123
≪앞 책≫ 123
咸錫憲, 1993 ≪苦難の韓國民衆史≫ (新敎出版社), 303(이 제목은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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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분한 일, 보기 싫은 꼴이 하나 둘만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해가
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그것은 그들
이 이 도둑같이 온 해방을 자기네가 보낸 것처럼 말하여 도둑해가려는 심장에서 하는 소리다.
…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신사참배하라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서로 다투어가며 하고 …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국사 교과서는 ‘日帝’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일제’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부 군국주의자’ ‘일부 제국주의
자’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서 군국주의자와 일반국민, 나아가서는 군국주의에 저항했던
일본인들을 구별하고 있다.
‘일제’란 천황인가, 군부인가, 또는 조선총독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료나 신문기자
까지도 가리키는가. 한국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29)
일제는 국권을 강탈 후 조선교육령을 만들어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
면서,

이 ‘일제’는 ‘조선총독부’라고 쓰는 편이 구체적이며 개념도 명확하다. 한국의 역사교
과서 기술에는 ‘조선총독부’의 명령이나 행정, 단속의 주어를 ‘일제’라고 표기하는 경우
가 많다. ‘일제’라는 개념에는 일본 정부에서부터 일반의 일본국민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 중에는 ‘일제’를 비판하고 ‘식민지 반대’를 부르짖으며 저
항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일제’ 중에도 와세다대학 졸업생이었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은 ‘조선의 독립’을
설파하고 ‘조선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3･1독립운동 후에 ≪東京經濟新報≫에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다.
무릇 어떤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민족의 속국이 되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실은 예로
부터 거의 없다. … 조선인은 하나의 민족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
년간 그들의 독립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臺灣, 樺太도 버릴 각오를 하라, … 대일본주의, 즉 일본 본토 이외에 영토 혹은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는 정책이 경제상, 군사상 가치가 없다는 것30)
없다. 저자의 의도를 살린다면 ≪意味としての韓國史≫라고 해야 한다).
29) ≪고등학교 국사≫ (2007년판)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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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인까지 ‘일제’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교과서에 한국을 위
해 ‘일제’에 반항하고 싸웠던 일본인을 정확히 기술해 주기 바란다. 이시바시 단잔을 비
롯해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민예가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와 야나기 무네요시
(柳宗悅), 동화정책을 비판한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조선의회 설립과 자치를 요구했
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 등 한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일본인에 대한 기술은
한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 기술이 된다.
‘일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일본사 연구의 일인자인 스탠포드대학의 Peter
Duus 교수는 저서≪The Abacus And Sword≫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明治의
제국주의’와 그 후의 ‘군국주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I will argue that Meji imperialism, and more specifically expansion into Korea, was the product
of a chorus of domestic politicians, journalists, businessmen, and military leaders, with a
subimperialist Japanese in Korea.31)

한국 교과서의 기술을 보면 제국주의자와 일반국민, 더 나아가 저항했던 일본인, 한일
합병에 반대했던 일본인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적인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다.
‘일제’라는 말을 사용하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며 개념도 애매하다. 반대로 ‘왜 일제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비판받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제’라는 말은 한국에서의 ‘파이널 보캐블러리’이다. 국사 교과서는 전후
의 일본 국민이 전쟁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을 결의로서 ‘평화헌법’을
제정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9조나 천황제의 변화, 민주적인 시스템에 대
해서도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공산당의 존재나, 노동자
의 권리확대와 노동운동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술도 없다.
그러므로 국사 교과서에서는 전후 일본이 ‘부존재’로 취급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금성출판사의 ≪세계사≫(2007년판)가 東京裁判과 일
본의 고도성장에 대해 기술했을 뿐이며, 다른 교과서에는 전후의 일본에 대한 기술은 보
이지 않는다.32)
금성출판사의 ≪고교 세계사≫는 도쿄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30) 石橋湛山, ≪東京經濟新報≫ 사설 1921년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31) Peter Duss, 1995. The Abacus And Sw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3
32) 지학사와 교학사의 고교 세계사에는 일본에 대한 기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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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재판은 전쟁의 핵심 책임자인 히로히토 국왕을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냉전 체제하에서 일본을 자유 진영에 묶어 두려는 미국의 정책 덕분에 일본의 정계･재
계는 전범들이 다시 장악하였고, 이후 끊임없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반성 없는 일본
의 태도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나치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고 전쟁 피해자에
게 배상을 다 하면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비교된다.33)

이 기술은 우선 ‘극동군사재판’이라는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천황을 제
외시킨 이유로 ‘일본을 자유진영에 묶어 두려 하였다’라는 기술은 기록상 판단하면 틀린
것이 아닐까. 미국은 일본 통치를 위해서는 천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 천
황의 칭호를 ‘국왕’이라 기술하고 있다. ‘천황’이라고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일까.
더구나 전범의 처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정계나 재계는 전범들이 다
시 장악하였다’라는 기술은 틀렸다. 전후의 ‘공직추방’이나 극동군사재판의 판결을 받은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사회에 복귀한 것이다. 전범들이 전후의 일본을 다시 지배하였다는
기술에는 문제가 있다.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라는 기술은 삭제하기 바란다. 천황의 한국 대통령에의 ‘말씀’
이나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천황과 일본 수상의 ‘사죄’나
‘반성’ 방식 등 표현 방법이나 절차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
일본 국민이나 여론의 대부분은 이웃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한
것을 반성하고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독일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독일은
유대인 대량학살이라는 人道에 반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 학살에 관계했
던 나치 멤버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패전으로 일본이 변했다고 판단한다. 천황중심제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고 민주화하였다. 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였다.

2.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관한 교과서 기술은 한국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의 기술 방식이 상당히 다
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 교과서의 기술을 소개한다.
≪고등학교 국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33) 2007 ≪고교세계사≫ (금성출판사) 288.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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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강행하였다. 유엔은 전쟁이 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견하였다.34)

한국 교과서는 이전에는 전쟁 책임을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돌리는 기술을 분명히
했으나, 이 교과서의 기술방식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민족에 대한 책임 지적이 제법 약화
되었다.
1998년판 ≪고등학교 국사≫는 더 강한 표현으로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명기하고 책
임을 엄중히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다. 김일성은 비밀리에 소
련을 방문하여 남침을 위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35)

이 기술은 한국전쟁의 책임이 김일성 주석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국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36)

이 기술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여
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천재교육사, 2007년)만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일본에서 제공된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7)

34) 2007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125
35) 1998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
36) 2007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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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 교과서의 기술 중에서는 상당히 용기있는 표현이다. 한국의 반일 패러다
임 감정을 수정하고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타파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한일기본조약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도
로 객관적 사실로서 경제협력자금이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되지 않았는지. 이 시기 일본
과의 국교정상화가 그 후 한국의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어떤지 등을 냉정하게 기술해도
괜찮지 않을가.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으로서 무상 ３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３억 달러 이상
을 제공하였다. 당시 한국의 국가예산은 약 3.5억 달러였으며 일본의 외화 준비고는 겨
우 18억 달러였다.
이에 대해서 ≪고교근현대사≫(대한교과서, 2007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무상 ３억 달러와 정부 차관２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１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한･
일협정이 체결되고 말았다.38)

이것은 마치 이 금액이 의미가 없다는 듯한 기술방식이다. ‘체결되었다’는 표현이라면
또 몰라도 ‘체결되고 말았다’라는, 텍스트에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담으려 하고 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예산, 무역액에서 보면, 거액의 경제협력자금이었다는 사
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물론 자금제공에 얽힌 의혹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4. 평화헌법에 대한 기술 부재
일본은 1946년에 신헌법을 공포했다. 明治헌법의 천황 통치권을 폐지하고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을 축으로 하며, 천황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을 가지지 않는 ‘상징
천황제’로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또 헌법 9조는 전쟁포
기를 명문화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였다. 더구나 교전
권을 인정하지 않고 戰力을 보유하지 않는 다는 것도 명기되었다.
이는 ‘일제’와 ‘일본군국주의’가 소멸하고 그 반성 위에 전후의 신생 ‘일본국’이 태어
37) 2007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사) 296
38) 2007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사)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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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국 헌법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헌
법 9조에 대한 기술도 전혀 없다.
한국 교과서의 기술에는 ‘일제’가 멸망한 후 일본에 어떤 나라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 일제 멸망 후의 일본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은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을 무시하
여 기술하지 않고서는 이웃나라의 역사나 한일우호를 교육하기는 어렵다. 한국 교과서
에 일본국헌법의 의의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술을 강하게 바란다.

5. 김대중 납치사건도 기술 부재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대낮에 납치되었다.
한국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술이 없다.
사건은 한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침해인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과 그 후의 박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일본의 매스컴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김대중 씨 구출과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보이고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여론을 형성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한일관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한일 쌍방이 모두 교과서
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사건은 일본 매스컴 및 일본국민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데 큰 계기
가 되었다. 또 일본인의 ‘주권의식’을 부활시키는 데에 크게 작용하였다.

6.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와 朱基徹 목사
한국은 고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고 정부와
보도기관, 여론도 일치해서 반대하였다.
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한국민은 반대하는가. 와세다대학의 한국 유학생에게 물었더
니, 누구도 정확한 설명이나 이론을 전개하지 못했다. 한국이 왜 반대하는지는 일반 일
본인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한국 교과서가 식민지 하
의 ‘신사참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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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에 대해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는 1930년대에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많은 신자가 투옥되거나 학교가 폐
쇄되기도 하였다.

이 기술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
먼저 ‘일제’란 누구인가. 조선총독인가, 혹은 조선총독부 관리인가, 도지사인가, 경찰
인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조선총독부라고 써야 할 것이다. 또 당시 조선의 많은 기
독교 교회와 교단은 1930년대 말에는 신사참배에 따랐다.
일본기독교단 초대 총리 도미타 미쓰루(富田滿) 목사는 한국 기독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서간’을 보냈다. 조선총독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미션 스쿨이나 교회를 폐
쇄시켰다.
우선 한국 기독교회가 결국은 신사참배에 응한 사실은 기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최후까지 참배를 거부하고 1944년에 평양 감옥에서 옥사한 주기철 목사나 신자의 일을
기술하기 바란다.
주 목사에 대한 평가는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결코 높지 않다. 그가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
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행위이다.
주 목사의 행동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기술한 ‘심정윤리’와 ‘책
임윤리’의 통합이라는, 기독교 신자의 영원한 과제에 회답을 제시한 역사적 행위이며 세
계사적인 순교였다. 신앙에 따른 행위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독립운동인 것이다.
한국 정부와 지도자는 주기철 목사 등의 신앙과 행동에 대해 말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를 일본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와 신앙, 그리고 한국민을 위해 위
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주 목사에 대해서 한국 교과서는 정확히 기술하기 바란다.

7. 천황의 ‘말씀’과 무라야마(村山) 담화, 사죄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문제 삼지만, 반성과 사죄에 관한 천황의 ‘말씀’
과 ‘무라야마 담화’를 기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19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같은 경과가 있다.
먼저 1965년 한국의 李東元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의
공동커뮤니케에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시이나 외무대신은 이 외무부장관의 발언에 유의하고 이와 같은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
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다.39)

또 역사교과서문제가 일어났던 1982년 8월에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였다40).
1. 일본 정부 및 일본국민은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가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
에게 막대한 고통과 손해를 끼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는 한국에 대해서는 1965
년의 일한 공동커뮤니케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에 대
해서는 일중공동성명에서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 말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서술한 우리나라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이며 현재에도 이 인식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2. 이와 같은 일한 공동케뮤니케, 일중공동성명의 정신은 우리나라 학교교육, 교과서 검정에 즈음
해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이러한 점에 관한 우리나
라 교과서 기술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 근린제국과의 우호, 친선
을 진전시키는 위에 이러한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한다.
3. 이를 위해 향후 교과서검정 시에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검정기준을 고치
고, 앞에서 적은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배려한다. 이미 검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속
히 같은 취지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겠는데, 그때까지의 조치로서 문부대신이 소견을 밝혀 전술한
두 취지를 교육의 장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기로 한다.
4.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근린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과 우호협력의 발전에 힘쓰며 아시아, 나아가
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생각이다.

이 미야자와 담화에서의 중요 어구는 ‘시정’이라는 말이다. ‘바로잡다’는 의미의 말로
는 ‘시정, 수정, 정정’이 있다. ‘시정’은 현대 일본어 감각으로는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는 상당히 약하다. 윤리적인 대응이나 자세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지
기 쉽다.
일본어에서는 ‘정정’이 가장 강한 어감을 내포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시정’이 가
39) 韓日共同コミュニケ, 1965년 ２월 20일
40) ‘역사교과서’에 관한 宮澤 관방장관 담화, 198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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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야자와 담화는 ‘시정’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본 정부나 일본국민의 감정에서 보면 적당히 ‘시정’해 두면 된다고 받아들이게 된 일
면이 있다.
미야자와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서는 역시 ‘말로만 한 사죄다’라고도 비판받는다. 그러
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는 천황의 사죄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했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한일 합병도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국 헌법은 ‘천황은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을 가지지 않는
다41)’고 규정되어 있어서 천황의 직접 사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수정하여 1984년 한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천황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42)
돌이켜 생각하면, 귀국과 우리나라는 一衣帶水의 이웃나라이며 이 사이에는 예로부터 다양
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가 행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귀국과의 교류에 의해 많은 것을 배
웠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 6, 7세기 우리나라의 국가형성 시대에는 다수의 귀국인이 도래하여
우리나라 사람에게 학문, 문화, 기술 등을 가르쳤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
쳐서 양국은 깊은 이웃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한 시
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양국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 장래를 향해 더욱 더 우호와 친선이 깊어지고 함께
번영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은 제가 깊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우리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지금부터 더 밝고 더 친근한 한일 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에 귀중한 초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한국 대통령이 천황의 말을 ‘반성’이나 ‘사죄’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한
국 신문도 ‘일황의 유감 사죄를 받다’(서울신문), ‘불행한 과거는 “유감”의 사죄를 받다’
(조선일보), ‘일황, 한국 식민통치를 공식사죄’(중앙일보)라고 보도하였다.43)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천황의 말에 대해서는 ‘불행한 과거’를 초래한 주체가 일본임
41) 日本國憲法 제４조
42) ≪朝日新聞≫ 1984년 9월 7일 조간 <天皇陛下 あいさつ 全文>
43) ≪朝日新聞≫ 1984년 ９월 7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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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8년 10월에 방일하였다. 이때는 平成천황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였다.44)
한반도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밀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우리나
라가 나라를 닫고 있던 에도시대에도 우리나라는 귀국의 사절을 끊임없이 맞이하여 조야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한반도와 우리나라와의 오래되고 풍요로운 교류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昭和천황이 “금세기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음은 참으
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합니다. 우
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한 시기에 귀국인들이 맛보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痛惜의
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천황은 ‘불행한 시기’가 ‘우리나라(일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일본의 책임을
밝히고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죄’의 의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답례로 천황의 ‘사죄’를 받아들였다.45)
아득히 먼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양국 국민은 좁은 해협을 넘어 서로 왕래하고 상대국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
습니다. 양국 간에는 환영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근세에 들어와
고통을 받는 한 시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오랜 선린우호의 역사에서
볼 때 어두운 시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지워지거나 잊혀지는 일
은 없습니다만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속박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국은 진정한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과거의 잘못을 씻어버리고 우호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됩
니다. 일본 역사와 새로운 일본을 상징하는 폐하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 신뢰하는 우방으로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어온 과거 역사의 그늘을 지우고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됩
니다. …
270년 전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誠意와 信義의 교제’를
신조로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의 상대역이었던 玄德潤은 동래에 誠信堂을 짓고 일본 사절을 접
대했습니다. 향후 우리 양국관계도 이와 같은 상호존중과 이해 위에 공동의 이상과 가치를 지
향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44) ≪朝日新聞≫ 1990년 ５월 25일 조간 <天皇陛下のお言葉>.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45) ≪朝日新聞≫ 1990년 ５월 25일 조간 <盧大統領の答禮あいさ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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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수상도 5월 24일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사죄의 말’을
하였다.
과거 한 시기 한반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
험한 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점 등은 있지만 이로써 과거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고 향후 새로운 관계
의 구축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측의 반성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
20세기의 응어리에 결말을 짓고 21세기를 향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싶다. 수상이
역사에 대해서 말한 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불행한 역사를 인식하여 반성하는 것에 경
의를 표하고 싶다.

천황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불충분’하
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방일하여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수상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
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46)

공동선언은 두 나라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천황의 ‘말씀’으로 사죄와 반성을 아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문서로
남겨서 ‘역사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으로부터 50년째에 해당하는 1995년 8월 15일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수상의 담화를 발표하고 과거의 사죄를 분명히 하였다47).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日韓共同宣言,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外務省) 1998년 10월 ８일
47) 2008 ≪日本史B≫ (實教出版)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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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
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
가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초래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
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이
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
에 입각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
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시기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48)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은 1995년 10월 17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병합
조약에 대해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조약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준엄한 반성 위에 서서, 그리고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라고 답변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각서를 보내어 한일병합조약을 ‘커다란 힘의 차
를 배경으로 하는 쌍방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조약’이라고 말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이래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에의 사죄’와 ‘반성’에 노력해 온 것은 사
실이다. ‘병합의 법적 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대립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한일 양 정부
가 ‘역사의 사죄’와 ‘반성’에 노력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상호이해와 우호에 중요하다.
한일 쌍방에 존재하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상대방에의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패러다
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몇 번이나 사죄해도 끝나지 않는 한
국’과 같은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긴
요하다.

48) 村山富市 수상담화, <戰後50年の從戰記念日にあたって> (外務省) 1995년 ８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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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교과서의 현대 한국에 대한 기술방식
1. 독립과 분단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 한반도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분단에 대한 기술은 애매하
다.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과 무조건항복에 의해 식민지는 해방, 독립하였다. 이 해방
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이 각 교과에 따라 미묘하다. 山川出版의 ≪日本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조선에서도 독립에의 움직임이 고조되었지만, 일본의 항복과 함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
서 북은 소련군, 남은 미국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군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독립
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기술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
술을 피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독립’이다. 일본 교과서로서는 ‘일본으
로부터 독립하였다’라고 써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군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던 원인은 ‘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내부에서
는 통일적인 정부 수립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국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좌우대립과 북한에 의한 총선거 거부 등으로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 ≪고등학교 국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미･소 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우익과 좌익 세력으로 대립하였다. … 신탁통치
에 반대한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

山川出版의 ≪日本史B≫는 이 ≪국사≫의 표현을 참고로 ‘통일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기술했을 것이다. ‘통일적인 독립’이란 약간 언어모순이다. 독립은 통일적인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남북통일국가로서의 독립’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분단에 대해서 山川書店의 ≪日本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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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는 1948년 소련군 점령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수상 김일성)이, 미
국군 점령지역에는 대한민국(한국, 대통령 이승만)이 건국되어 남북 분단 상태가 고착화하였다.

이 기술은 ‘남북 분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 분단 “상태”’가 ‘고착화하였다’
라고 기술하여 ‘상태’와 ‘化’를 사용한 표현으로 회피했지만, 이러한 헷갈리기 쉬운 표현
은 써서는 안 된다.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
實教出版의 ≪日本史B≫도 다음과 같이 기술했는데, 문제다.
한반도에서는 민중은 바로 독립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
령을 하였다. 그 후 1948년에는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제각기 미소
의 지원 하에 독립하여 남북 분단은 고착되었다.

위 기술에서 ‘민중’은 삭제해야 한다. ‘민중’이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격돌이 심했으며 정부의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
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또 미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세력도 있어서 ‘민중’이라는 하나
의 언어로 표현되는 집단이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 문장의 ‘남북 분단은 고착되었다’라는 기술은 분명히 잘못이다. 한국의 ≪국사≫
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분단의 길(방향)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시기에는 아
직 분단이 고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분단고착은 한국전쟁 이후이다.

2.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정일 수상(당시)이 기획하고 실행한 전쟁이었다. 이 사실은 냉전
붕괴 후 러시아의 공문서관에 남아있는 문서로 확인되었다. 그때까지는 한국전쟁의 원
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내전설’부터 ‘유인설’ 등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좌익적인 연구자나 학자가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 ‘일본
의 식민지 지배에 원인이 있다’ 등을 주장해왔다. 한때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을 미국과
한국이 시작했다는 주장이 학계나 지식인 사이에서 스테레오 타입적인 패러다임으로서
널리 정착하였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49)는 저서 The Origin of Korean War에서 전쟁은 38도선 주
변에서 계속되고 있던 크고 작은 전투가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를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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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커밍스 교수의 주장은 한국이나 일본의 좌익․혁신계 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것은 이 설에 따르면 북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당초
부터 ‘북한의 남침’을 주장한 것은 가미야 후지(神谷不二) 교수와 시노부 세이자부로(信
夫淸三郞) 교수 두 사람뿐이었다.50)

그러나 커밍스 교수의 ‘내전확대설’은 냉전종결에 의한 러시아의 공문서 공개로 부정
되었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는 ‘수정설’이라 일컫는다. ‘수정설’은 북한의 남침설을 부정하
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전개된 분석이다. 영국의 존 할리티와 호주의 대표적 수
정주의자 게이번 맥코맥 교수 등은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내전에 개입한 유엔과 미
국을 비난하였다.51) 이러한 수정주의자의 주장과 분석은 현재는 전혀 평가되지 않는다.
김학준 교수는 일본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나 사쿠라이 히로시(櫻井浩)
교수,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 교수 등을 ‘수정주의자’로 분류한다.52) 이들 학자는
‘한국과 북한의 국내 냉전에 북한이 소련과 공모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분석하였
다. 혹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민족해방전쟁으로서 시작했는데 미중의 개입으로 국제전
쟁으로 변화했다’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정주의’는 ‘북한의 남침과 같은 민족에의
살륙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공문서관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 개시를 개전 1년
이전부터 소련에 요구했다는 공문서의 발견으로 지금은 평가받지 않는 이론이 되어 버
렸다.
그렇지만 이 ‘수정설’을 기본으로 한국전쟁을 분석한 학자는 적지 않았다. 어떻든 일
본의 학회를 지배한,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옹호하려 했던 연구와 주장은 패배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교과서 기술에는 북한 책임설을 회피시키려는 의도를 띤 기술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분명히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며 일본적 오리엔탈리즘, 나아가서는 좌익의 낡은
패러다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山川出版의 ≪日本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9)
50)
51)
52)

Bruce Cumings, 1981 The Origin of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金學俊, 2007 ≪朝鮮戰爭≫ (論創社) 87･88
김학준, ≪앞 책≫ 112
김학준, ≪앞 책≫ 88･89･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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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된 북한이 무력통일을 노리고 38도선을 넘어 한국에 침공하여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거하여 남조선을 석권했다. 미국군이 유엔군으로 개입
한 결과,

북한이 ‘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되었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되었다’라는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수
설도 아니다. 북한의 지도자도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기술은 마치 북한의 남침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또 ‘남조선’이라는 표기는 분명히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다. ‘한국’으로 정정해야 한다.
‘유엔군으로 개입하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개입’이라는 기술방식에는 ‘부당하
다’는 의향이 담겨 있다. 미국군이 유엔군으로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
의로 북한의 남침을 ‘침략’이라 인정하고 다국적군을 ‘유엔군’으로 파견한 것이다. ‘개
입’한 것이 아니다.
三省堂의 ≪日本史B≫는 ‘남침’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소련

의 결석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문제다.
북한군이 북위 38도선을 돌파하여 한국을 공격하였다.

이 기술은 북한이 ‘남침’했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돌파’라는 기술을 썼
다고 생각한다. ‘돌파해서 남침하고’라고 해야 한다. 또는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국을 공
격하였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이 결석한 가운데 북한군의 행동을 침략행위로 보고
군사 제재와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중에서 ‘소련이 결석한 가운데’라는 기술은 불필요하다. 집필자의 의도는 ‘소련이
결석했기 때문에 유엔군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의도를 담은 것일 것이다. 어쩌면 미국이
소련의 결석을 이용해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하게 할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은 아닐까.
그러나 왜 결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기술은 의미가 없다. 당시 소련은 대
만이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을 획득한 것에 항의하여 5개월 전부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또 최근의 보도에서는 ‘소련이 한국전쟁을 후원했다고 보이는 것을 우려해서 결
석하였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207

이렇게 보면, ‘소련이 결석한 가운데’라는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 삭제해야 한다.
東京書籍의 ≪新選 日本史B≫도 문제다.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경계인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분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북한 군대가 38도
선을 넘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학문 연구에서는 완전히 부정된 브루스 커밍스 설에 따른 것이
다. 우선 38도선 부근에서 분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쟁인지 밝히지 않
았다.
‘분쟁’의 기술은 군사적인 충돌이나 군부대의 행동을 상기시킨다. 그렇지만 당시의 현
실은 분쟁이라기보다도 총격이나 소규모 전투, 그리고 38도선을 넘어 남으로 달아나려
는 사람들에 대한 발포였다. 그것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분
쟁이 전쟁으로 확대하였다’는 설에 따른 것이 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남침은 소규모 전투나 이른바 ‘분쟁’과는 관계없이 당초부터 남침을
의도한 전쟁계획이었다. 그러므로 ‘북한 군대가 38도선을 넘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
다’라고 기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하여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다’라고 해
야 한다.
東京書籍의 ≪日本史B≫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냉전이 격화함에 따라 조선에서도 긴장이 고조되어 1950년 6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해
서 한국에 進攻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이 결석한 상태에서
북한을 침략자라고 인정하여 재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파견되었다.

이 기술 가운데 ‘한국에 進攻’은 ‘침공’이라 정정되어야 한다. 또 ‘소련이 결석한 상태
에서’라는 기술도 적절하지 않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淸水書院의 ≪日本史B≫도 ‘북한이 남진하여 1950년 6월 전쟁에 돌입하였다’라고 기

술했는데, ‘남진’ 표기는 잘못이다. ‘남진’ 기술에는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남침’이라 해야 한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북한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해
야 한다.
實敎出版의 ≪高校 日本史B 新訂版≫은 한국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북한책임론에의 언급을 회피하려는 상당히 교묘한 기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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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의 총선거에서 참패한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국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진통일
을 주장하였다. 또 북한도 무력에 의한 남쪽의 통일을 진척시키려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
한군이 남으로 급진격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원조 결의에 근
거하여 미군은 곧바로 한국에 출격하였다. 그 뒤 안전보장이사회는 파병된 각국군을 ‘유엔군’
으로 하고 지휘권을 미국에 줄 것을 결정하였다.

이 기술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주장이 전쟁 원인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주는듯한 기술방식이다. 이승만은 총선거 패배 후에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점심을 평양에서 먹고 저녁식사는 서울에서 하게 된다’ 등의 표현으로 ‘북
진통일론’을 부르짖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것이 한국
정치학회의 통설이다. 당시 한국군에는 전차도 전투기도 없어서 ‘북진통일’이 될 수 있
다고는 이승만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다.53)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한 기술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애매하게 하는 기술이므로 적
절하지 않다. 또 ‘남쪽의 통일’이라는 표현도 ‘한국’이라 표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쓴
기술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은 남에 急進하여’라고 하는 것도 ‘남침’이라는
기술을 피하기 위한 표현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편
이 문장으로서 단순하다.
또 ‘유엔군’이라고 괄호를 쳐서 표현하였다. 이것은 유엔헌장 ７장의 유엔 안보리가
지휘권을 가진 ‘유엔군’이 아니라는 의미일 테지만, 고등학생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한
국전쟁의 유엔군은 유엔기와 유엔사령부 명칭을 허용 받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유엔군
이라 부르기 때문에 구태여 괄호를 붙일 필요는 없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쳐 구성
된 ‘다국적군’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유엔군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으로는 없
을 것이다.
세계사에서는 山川出版社의 ≪詳説世界史≫ 기술은 크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50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군은 남북통일을 노리고 경계선을 넘어 침공하여
한반도 남단의 부산지구에 육박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화국군의 행동을 침략이라 인
정하고, 한국 지원을 위해 미국군을 주체로 하는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유엔군이 공화국군을 반
격하여 중국 국경 가까이까지 추격하자, 중국은 공화국 측을 지원하여 인민의용군을 파견하였
53) 김학준, ≪앞 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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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38도선을 사이에 끼고 공방이 계속되었는데, 53년 휴전이 성립하고 38도선을 사이에
둔 停戰 라인으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 기술 중에서 ‘공화국군’ ‘공화국’ 표기는 삭제하고 ‘북한군’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
과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일본의 좌익계 연구자는 북한을 ‘공화국’이나 ‘조선’이라
기술하게 하려고 공작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이나 일반서적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다.
이 기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 하면서도 ‘북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
는 것은 이상하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한국)’이라 하지 않고 단지 ‘한국’이라
기술한 것도 공평함이 결여되었다.
≪詳說日本史≫는 342쪽에서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고
한 번 기술했으므로 이후에 ‘북한’과 ‘한국’이라 기술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
을 굳이 다시 한 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 중복 기술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 ‘경계선’이라는 표기는 바르지 않다. 당시는 ‘38도선’이다. 또 ‘38도선을 사이에 둔
정전 라인으로 남북분단’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정전 라인은 38도선을 사이에 두지 않았
다. 휴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로 분단되어 있다.

3. 박정희와 김대중 등 지도자의 기술
박정희는 일본의 좌익과 혁신 세력이 가장 싫어한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가
장 평가가 높은 대통령이라는 패러다임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일
본에서의 평가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한국 지도자의 이름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
우, 김대중 등의 이름을 기술하였다. 일본사 교과서에서의 기술은 적다. 한국 교과서가
일본 수상의 이름을 거의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박정희에 대해서
는 민주화 탄압이 강조되고 경제발전의 공적은 거의 기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三省堂의 ≪世界史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60년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지고, 이듬해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쿠
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 공업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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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일본 등의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중공업을 육성하였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민주화운동이 고조되었으나 군부의
전두환 등이 1980년에 광주에서 군대에게 다수의 시민을 살해하게 하는 등 철저한 탄압을 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민주주의의 탄압은 1972년 이후부터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는 ‘민주 회
복’을 부르짖은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라는 표현은 이상하다.

4. 천황의 말씀과 무라야마 담화, 사죄
일본의 일본사 교과서도 천황의 말씀과 ‘사죄’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기술한 교과서는 극히 적다.
일본 교과서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대한 노력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Ⅳ. 북한 인식의 변천
1. 남북통일에 관한 기술의 변화
남북대화 정체의 원인을 북한 측의 강경 자세에서 찾는 기술54)은 2003년에 이르러 다
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편으로 자주 국방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비밀 협상을
추진하였다. … 유신 체제와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는 더 이
상 계속되지 못하였다. … 그러나 남북한 정부 사이의 공방과 갈등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
는 국민들의 열망을 막지는 못하였다.55)

평화통일 시도가 계속되었음을 강조한 언설은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결실
을 맺었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2003년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우리의
54) 1996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 262
55) 2004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3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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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는 어두운 측면이 많아 자칫 전 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전 세대들이 이룩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남북대화의 진전을 받아들인 역사적 事象의 재해석이 진행되었다.56)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내건 슬로건 ‘3대혁명’에 관
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954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건설 사업을 강화하였고, 이어서 제1차 5개년 계획
을 추진하였다(1957~1961). 이 5개년 계획은 초과 달성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많은 무리가 뒤
따라 그 후유증도 컸다. 이 시기에 북한은 주민들의 생산 노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른바 ‘천리
마 운동’과 새로운 사상·기술·문화를 창조하자는 ‘3대 혁명 운동’도 전개하였다.57)
처음에는 김일성이 직접 3대혁명소조운동을 지도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김정일이 지도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의 단일 지도 아래 전개되었고, 김정일은 북한 사
회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58)

1950년대 북한에서 이미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론이 등장했다고 주장하지만 ‘3
대혁명’론이 체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1964년의 일이다.59) 또한 ‘3대혁명’론에 입각하여
전개된 정신동원을 수반한 증산운동인 ‘3대혁명 소조운동’에 관해서도 김정일이 1974년
단계에서 이를 장악하고 있음을 동시대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2.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갈등
이상과 같은 기술의 변화는 김대중정권의 성립과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년 6월)를
계기로 한국의 북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세계
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맥상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판 교과서에서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기술이 대폭 증가한다.

56)
57)
58)
59)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7년 제4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310~311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7년 제5판) (금성출판사) 304
김일성, 1964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로동자≫ 5호(1964년 3월). 또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3대혁명’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1973
년 9월 18일자의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라는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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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도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존재한다. 좋은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
이며 나쁜 민족주의는 ‘닫힌 민족주의’이다60)
남북한이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
는 개체의 공동체가 민족공동체인 것이다.”61)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확고한 민족의식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여기에 이어진다. 단일민족 개념이 그 중핵을 이룰 것임은 이미 명백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기술에서 지적되는 북한 기술의 변화 배경에 세계화와 민족
주의를 어떻게 정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각종 교과서에 공통적
으로 깔려있다.62)

Ⅴ.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이 논문에서는 한일 현대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검토하였다. 결론으로서 다음의 사
항을 바란다.
1.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독립 후의 한국과 전후 일본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적다. 양
국의 고등학생이 상대국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2. 양국은 ‘이웃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학교교
육에서 ‘이웃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3. 한국 교과서는 ‘일제’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하고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
다. 이시바시 단잔 등 한국인과 한국을 위해 활동한 일본인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한일
의 미래관계와 신뢰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4.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9조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기 바란다.
5. 한국 교과서에는 일본의 천황이나 수상이 역사 사죄와 반성에 대해서 노력한 사실
을 기술하기 바란다.
60) 2003 ≪고등학교 시민윤리≫ (지학사) 207
61) 200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250~254
62) 다만 “국경이 점차 무의미해짐에 따라 민족주의를 사회 유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온 민족들에게도
대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화 시대, 탈민족 국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변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003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287] 등 각 교
과·교과서마다 기술이 약간 어긋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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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교과서는 한국과 북한 기술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인민
민주주의라는 표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반드시 공평하
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매번 기술할 필요가 있는지 의
문이다.
7. 일본 교과서도 천황의 말씀을 언급한 교과서는 없고, 소수의 교과서가 무라야마 담
화를 기술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 교과서도 천황과 수상의 ‘사죄’와 ‘반성’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8. 일본 교과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기술방식을 시정해야 한다. ‘남조선’이나
‘공화국’의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 기술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과거 역사를 거울로 삼아 ‘The Other Theory’와 마주하는 것
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의 역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분석
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가 현대사 기술에서 여전히 상대에 대해 충분히 기술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교과서는 현대 한국에 대해서
더 기술해야 한다. 한국의 지도자나 대통령 이름 정도는 일본 고교생이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수준이 바람직스럽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 독립 후의 역사에 대해서
도 기술되지 않은 사실이 많다.
일본 교과서는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으며, 천황이나 역대 수상, 관방장
관의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도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다. 일본인 자신이 반
성과 사죄에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과서도 현대 일본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도 적다. 이래서는 교과서
를 통한 현대 일본의 이해는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한국 교과서는 일본국헌법과 일본의 변화를 기술하지 않았다. 한국의 패러다
임에서 본다면, 일본인은 신용할 수 없으며 또 한국을 지배하러 온다고 생각할 지도 모
른다.
그렇지만 한일 쌍방의 사회에 존재하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생각과, 패러다임, 그리고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한일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
는 것임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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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신주백
이 논문은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대사 기술 분석의 태도를 네 가지 이론으
로 분석하고, ‘제언’으로 끝맺고 있다. 비평자는 양국의 역사교과서 분석에 관한 여러 편
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이런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접근한 원고를 보지 못하였다. 독창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언’ 속에서 현대사 기술의 개선 점 여덟 가지를 간단간단
하게 제시하고 있어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이 참조할 만한 지적도 많다.
비평자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필자가 본문에
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들이 많지만, 200자 원고지 15장 이내로
비평문을 작성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한일 양국은 애초 한국어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150장 전후로 한 편의 논문을 구성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일본측의 다른 통합원고 문제도 있어 200자 원고지 150-200장
사이에서 통합원고를 작성하도록 2009년 11월 28일에 열린 마지막 합동회의 곧, 제13차
회의에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비평자가 받은 논문의 분량은 271장이다(12월 20일 동경
에서의 합동회의 이후 225매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 통합원고는 두 편의 논문을 합친 것
이다. 重村智計가 작성한 통합원고의 ‘도입’에 해당되는 ‘제1장 현대사 기술의 분석이론’
이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한다. 양국 논문 분량의 균형문제가 역사교과서 대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비평자가 작성한 또 다른 비평문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다. 우선, 하나는 1945년 이후 한국과 일
본에 대한 기술이 너무 적으며, 상호 이해를 위해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주장에 관해서 이다. 비평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자국사 교과서에서는 관계사의 측
면에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지역사 속에서 상대방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선
고려한 지적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한일 두 나라 중고교 세계사 교과서는 중국을 기본
축으로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시책과도 어긋나지 않
는 접근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틀의 구조적 문제점 내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규정
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 분량이 적다는 지적, 내지는 특정한 주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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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결국 피상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북한에 관해 공평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해서 이다. 어
느 나라에서나 교과서 서술의 공평성은 대단히 중요한 집필원칙이다. 그러므로 비평자
도 지적 자체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는 양국 지식인들의 불공평한 대표적
인 사례로 1970,80년대 ≪세계≫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들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
국의 지식인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냉전의 금기를 깨기 시
작한 시점이 1987년 6·10민주화운동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난
이후 전개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통일운동 즈음부터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 거칠
게 말하면 북한문제는 그 이전까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시야에 들어와 이슈파이팅의 대
상으로 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적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며 북한 종속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지적은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비판인 것이다.
더구나 이 통합원고의 또 다른 필자인 飯村友紀는 한국의 제7차 교육과정이 남북통일
을 절대시하면서 북한의 실태를 경시했다고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분석적인 근거도 없
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남북통일을 부인한 적은 없다. 또한 일부에서
‘좌파’ 교과서라고 비판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조차 북한정권을 기술
할 때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감정개입
을 자제하며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고 있을 뿐이다.
비평자는 이러한 기술 경향을 간과한 비판이 한국현대사에서 북한의 역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가운데 반북한=반공이념을 드러내는데 급급
한 분석의 결과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대결 자세를 우선시하는 태
도의 산물이라고 본다. 물론 비평자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
하며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비판의 밑바탕에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과 같은
민족이란 대전제가 깔려 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교과서 대화의 기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찍이 서독이 폴란드와 역사교과서 대화를 할 때, 위원을 선정 하는 기준으
로 1) 역사교과서 대화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2) 학문적
으로 인정받은 사람, 3) 독일-폴란드의 관계사에 정통한 사람, 4) 특정 이해 단체를 대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가할 사람과 더불어, 5) 민족주의와 보수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
아야 한다는 점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평자는 기본적으로 이념 이전에 ‘애정’을 갖고 비판적으로 북한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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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며,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교과서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교과서에도 한국인의 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필자들이 섬세하게 집중해 주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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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

신주백 선생의 비평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필자로서 배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
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논문의 3분의 1이 ‘분석 이론’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의 학문
연구에서 역사 연구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의 연구에서도 이론적인 접근이 적다고 느끼
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쓰게 된 것입니다. 한일의 학문 연구에서는 이론적 체계적 구축
이 많이 없습니다. 또 학문 연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서술한 것입니다.
또 교과서 기술의 배경에 있는 일본의 사상·사회 변화를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의 붕괴로 갈 곳
을 잃은 일본의 좌익은 한국의 좌익과의 연대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일본 좌익은 실은 한
국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의 좌익도, 한국의 좌익도, 일본 정부와 한국의 보수 세력을 공격한다는 입장에서
는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근저의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좌익은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함께 북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좌익은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서울 특파원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북한 연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북한 연구자 중 다수는 일찍이 한국의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민중의 해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를
비판하지 않고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고 ‘민중의 해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이중 잣대입니다.
북한에 대해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분석에서도 ‘내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일 연구자의 다수는 한국에서는 권력자와 민중을 구별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권력자와 민중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
한 의미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교과서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지도요령이 잘못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의 잘못이 교과서의 기술에
있다면, 그것을 엄격하게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연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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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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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그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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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歷史敎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연 민 수

Ⅰ. 서언
Ⅱ. 渡來人 서술과 民族問題
Ⅲ. 天皇관련 서술과 天皇像

Ⅳ. 日本古代史 서술체계와 문제점
Ⅴ. 결어

Ⅰ. 서언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서 민족문제의 정점에는 이른바 歸化人, 渡來人이라 불리우는
한반도 등 해외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도래는 장기적, 지속적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중앙과 지방 등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들 중에는 일본 고대왕권의 새로운 국가건설에의 중추세력으로 참여하여 도래인 역사
의 획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래인에 대한 일본 고문헌의 내용은 천황제 율령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당히 굴절되어 있다. 일본고대 사료를 보는 연구자들의 인식과 평가도 시대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간다. 일본근대의 한국침략기에는 日鮮同祖論과 같은 한국지배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논리로서 이용되었고, 戰後에는 騎馬民族說과 같은 일본민족의 기원
을 추적하는 가설의 도구가 되거나, 역으로 일본열도의 한반도계 소국을 증명하는 이른
바 分國論이라는 역발상을 낳기도 하였다. 게다가 일본측 연구 중에는 도래인을 천황과
일본조정에 봉사하는 예속민으로서의 자리매김하여, 歸化人史觀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
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래인은 누구인가라는 민족문제를 포함해서 日本古代史上에서 도
래인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은 일본고대 민족사 및 왕권사의 이해와 성격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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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天皇과 그 씨족의 문제는 일본고대사의 설명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8세기 천
황제 율령국가의 전신인 大和政權의 형성, 발전사는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 그 자체를 설
명하는 기본 틀이 되어 있다. 천황통치의 유구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된 ≪日
本書紀≫에 의하면 천황과 그 일족은 천손강림의 건국신화를 갖고 있고, 건국의 시대로

부터 그 일족이 一系의 혈통으로 일본을 지배해 왔다고 한다. 천황이 절대주권을 갖던
시대에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고대사의 논리였지만, 패전 이후 황국사관에 대한 비
판과 문헌에 대한 사료비판,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의해 역사인식과 서술체계에 많은 변
화를 보이게 된다.
최근 일본의 우익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민족과 천황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역사와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내세우기 위해 천황의 존재는 불가결하고,
일본민족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 현행 검인정제도하에서의 우익교과서의 존
재는 일본정부의 현재적 관심사와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문제로 도래인과 천황 관련 서술에서 논점은
무엇이고 내용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본고대사 서술체계에서 제
기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渡來人 서술과 民族問題
1. 도래인･귀화인과 민족문제
동아시아대륙의 동쪽 해역에 위치한 일본열도에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와 중국대륙 등 동아시아세계의 정치적 변동기이다. 이 시기에 수전 농
법에 의한 농경문화가 전파되면서 인구증가를 촉진시키고 수장층의 등장과 소국의 형
성, 전쟁과 외교를 통한 생존의 법칙을 터득하면서 고대국가 형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
다. 야요이시대 이후 7세기 후반까지 일본열도로 건너간 이른바 도래인이라고 하는 한
반도인을 주류로 하는 인간군은 고대일본 민족의 주요 구성원이 되고 일본 고대국가 형
성사에 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된다.
도래인에 대한 연구는 도래의 시기와 배경, 도래인의 인구와 분포, 도래인의 일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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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권 내에서의 역할 등 문화사적인 의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져 왔다. 이것은 도래인
연구의 기초이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다. 나아가 도래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
는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다. 일본고대 문헌에는 이들을 귀화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제법적인 귀화의 개념은 이민족,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현지 국민과 동등한 법적지위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고대의 관념체계 속에서
는 근대법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존재한다. 고대의 귀화의 개념은 중화사상에
서 나온 것으로 중국천자의 王化가 미치지 않은 주변의 夷狄들이 왕화를 흠모하여 스스
로 귀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개지역의 종족들이 문명세계에 들어와 교화를 받고 융
화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화인을 받아들인 지역은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중
앙집권적 고대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1)
≪日本書紀≫ 등 고대일본의 문헌에는 한반도 등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에 대해 일
본 천황의 皇化가 미치는 지역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의 歸化, 投化, 化來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屬地法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던 일본고대에 있어 국경과 민족의 개념은 명
확하지 않고 屬人法에 따라 귀화의 조건은 化內인가 化外인가에 결정된다. 고대일본의
지배층이 인식한 귀화인은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이고, 일부는 낙랑군이나
대방군에서 韓諸國으로 흘러들어간 중국계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의 중앙정권이
미개종족으로 멸시하던 일본 동북방의 蝦夷나 구주남단의 隼人는 夷狄으로 취급되어 귀
화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고대왕권이 본 귀화인이란 문화적 사고가 깔려
있었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의식의 소산으로 생각된다.2)
도래인을 민족문제로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근대 한반도 침략기에 나타난 日鮮同
祖論, 양민족 同源‧同種論이다. 이 학설은 일본이 한국을 동화시키기 위한 학문적 연구

로 한일병합이 시작되는 1910년경에 본격화된다. 대표적인 논자인 喜田貞吉은 한국은
1) 일본의 문헌에서 歸化란 용어가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는 ≪일본서기≫ 天武10년
(681) 8월조이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 10년간의 조세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율령의
조문에는 귀화인의 도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들이 정주지가 정해지고 호적에 등재되면
(<戶令> 沒落外蕃條), 口分田도 지급받는다. 또 化內의 적응을 위해 10년간의 과역을 면제해 주
고 있다(<賦役令> 沒落外蕃條).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율령국가의 외국인의 일본정착을 위한 법
적 조치이다. 율령법에 나타난 법적 행위는 천황의 民이 되기 위한 절차이고 천황의 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王化思想이 반영되어 있다.
2) 歸化人을 渡來人으로 그대로 대체시키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특히 율
령국가의 법제적 용어로 귀화인의 사용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귀화의 개념을 둘러싼 諸
說의 검토는 中野高行, <歸化人というの用語の妥當性>[2008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 (岩田書
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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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번의 병합은 한국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태고의 상
황으로 복귀시킨 것이고, 한국은 실은 빈약한 분가로, 우리나라는 실은 부강한 본가라고
도 할 수 있다는 등 극히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조속히 그들을 동화, 융
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다년의 분립의 결과 풍속과 습관이 달라지고, 특히 불
행한 환경 때문에 다소 다른 심성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 제국에 복귀하여 일반 국민으
로 동화하여 같은 천황폐하의 충량한 신민이 되어야 한다는 침략과 병합의 정당성을 역
설하고 있다.3) 이외에도 언어학, 고고학, 민족학 등의 견지로부터 양민족 民族同源論을
주장하는 학설들이 한국지배기에 쏟아져 나왔다.
도래인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일본 고대국가형성사의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제
기한 것은 關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의 조상이 귀화인을 동화한 것같이 말하지만,
귀화인은 우리들의 조상이다. 그들이 한 일은 일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한 것이다”라고 하여 ‘渡來人=日本人’論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도래인이 수행한 다방면
에 걸친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4) 關晃의 입론은 이후의 도래인 연구
의 획기를 가져왔고, 고대일본 왕권에 예속되어 봉사하는 귀화인으로서의 인식에서 일
본 고대국가사상에서 도래인을 올바르게 위치시키려는 논고가 이어졌다.5)

2. 교과서에 서술된 도래인
그럼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도래인 관련기사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戰後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된 이후 민간업자에 의한 다수의 교과서가 출
판되었다. 먼저 1951년판 ≪中學日本史≫ (坂本太郞･家永三郞編, 學校圖書株式會社)의
<日本民族>의 항목을 보면, “일본열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5~6천년 전이고, 해
외의 어느 지역으로부터 인류가 건너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방아시아계와 남방아시
3) 喜田貞吉, 1910 ≪韓國との倂合と歷史≫ (三省堂) ; 同 1921 <日鮮兩民族同源論> ≪民族と歷史≫
1-1 ; 1979 ≪民族史の硏究(喜田貞吉著作集8)≫ (平凡社) 411~415
4) 關晃, 1956 ≪歸化人≫ (至文堂)
5) 上田正昭, 1965 ≪歸化人≫ (中公新書) ; 今井啓一, 1972 ≪歸化人の硏究≫ 8 (綜藝社) ; 平野邦
雄, 1993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 井上滿郞, 1987 ≪渡來人≫ (リブロポート) ; 同,
1995 ≪日本古代と渡來人≫ (明石書店) ; 加藤謙吉, 2001 ≪吉士と西漢氏≫ (白水社) ; 同, 2002
≪大和と渡來人≫ (吉川弘文館) ; 同, 2009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 田中史生, 1997 ≪日本古
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 同, 2005 ≪倭國と渡來人≫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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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라고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도래인 관련 서술은 “백제에서 금속기, 도기, 직물, 농
경지식에 밝은 사람들을 보냈다”거나 “대화 조정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귀화인
이 했다”고 하듯이 도래인을 귀화인으로서 일본 고대문화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淸水書院(小澤榮一･佐野正則, ≪中學日本史≫, 1951)에서는
<우리들의 선조>라는 항목에서 “대륙과 남방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었고, 우리들의 먼
선조다”라고 서술하고, <대륙문화의 수입>에서는 “4세기경 … 조선･중국은 혼란기였
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귀화하는 사람이 있고, 대륙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전
파되었다”고 하는 등 도래인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戰後 학문적 민주화의 계기로 나온 최초의 교과서로 민족문제 관련 내
용도 戰前의 연구와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략한 내용이지만, 일본민족의 기원
을 북방아시아, 남방아시아에 두고 있다. 귀화인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 일본고대의 대외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문화사적인 의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
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이후 민족문제의 기본틀을 형성하면서 상당기간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55년판 東京書籍 (≪新しい社會≫)의 <日本人의 성립>을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조선인, 만주인, 몽고인, 아이누인, 남방인과 어떠한 관계인가는 불명이다. 일본이
대륙과 분리되어 섬나라가 된 이후 사람들이 살고, 장기간의 생활을 영위하고 해외에서
건너온 사람과의 피가 혼재해 체질도 변하고 공통의 언어와 습관을 만들어 지금의 일본
인의 선조가 되었다”고 기술한다. 4년 전의 기술에 비해 ‘피의 혼재’, ‘공통의 언어와 습
관’ 등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일정한 진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래인 관련 서술에서는 <귀화인>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중국과 조선과의 왕
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4~5세기에 걸쳐 일본에 건너 온 귀화인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학문가 선진기술을 갖은 자가 많아 이때부터 일본문화는 급속히 발전하였다”라고 서술
하고 있다.
1965년판 大阪書店 (時野谷勝 外 ≪中學歷史2･歷史的分野≫)의 <日本民族>에서는,
“일본열도가 생기고나서부터 아시아북부와 남부방면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혹은 조선반
도와 樺太, 千島, 남방의 섬에서 수차에 걸쳐 도래했다. 이들이 오랜 세월동안 서로 혼혈
되어 일본인 조상이 되었다”라고 서술한다. 일본민족 구성분자가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건너와 혼혈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도래인 관련에서는 <대
륙문화의 수입>에서 ‘귀화인’에 의한 문화의 전파와 이들의 왜왕권 내에서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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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에 나온 모든 교과서에는 도래인 관련 서술은 일
정한 틀 속에서 규칙성을 보이며 일본 고대국가형성사의 주요 부분을 점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가면 한반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귀화인에서 도
래인으로 변화하는 기술이 증가하게 된다. 1975년판 淸水書院 (小葉田淳, ≪日本の歷史と
世界≫)에서는 <대륙문화와 도래인>의 항목을 설정해서 “대화조정과 대륙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 조선과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주하게 된다. 이리하여 대륙문
화는 활발히 전해졌는데, 이들 도래인은 토기제작, 기직, 철기생산, 마구제작, 건축, 조선
등 각 방면의 새로운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1977년판 東京書籍 (≪新
訂新しい社會･歷史的分野≫)에서도 “5세기경부터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渡來人)”으로 기

술하고, “도래인은 한자와 유교서적을 전하고 조정의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사건을 기
록”, “이 일에 종사한 것은 도래인과 그 자손”, “조정에서는 도래인을 部民으로 편성”하
였다는 등 일본 고대국가사에서의 도래인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귀화인에서 도래인으로의 용어의 변화에는 일찍이 金達壽, 李進熙 등 재일사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69년에 만든 계간잡지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朝鮮文化社)를 통해 일본 열도 내 한국문화의 흔적과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과 그 자손
들이 일본사회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해 정력적으로 보고하였다.6) 김달수는 동 잡지 창
간호의 좌담회에서 “대화정권이 확립되기 이전은 渡來人이라 하고, 시대가 飛鳥에서 奈
良로 이행한 이후는 歸化人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한 후 한반도로

부터의 이주자를 歸化人으로부터 渡來人으로 용어를 바뀌게 하는 등 이른바 歸化人史觀
의 극복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 도래인 연구에 일생을 바친 今井啓一도 明治･大正年
間의 개설서에 이들의 공적을 칭송하기보다는 이들을 융화하고 동화하는 일본인의 배려

와 위대함을 예찬하는데 주력했음을 비판하고, 神國觀的 사관에서 벗어나 일본 上代文
化에 기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1984년도 판 永原慶二 著 (≪中學校社會･歷史的分野≫, 學校圖書株式會社)에서는 <활
약하는 도래인>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도래인과 그 자손에 의한 생산, 기
술, 지식, 불교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동해고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민족문제에 대
해서도 고고학, 인류학 등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일본민족의 형성을 한반도 등 주변제국

6) 이후 김달수는 전국 각지의 도래인의 足跡을 조사하여 ≪日本の中の朝鮮文化≫ (講談社, 전12권)
라는 시리즈를 완결하였다.
7) 今井啓一, ≪歸化人硏究≫ (總說編, 綜藝社, 197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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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서술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990년 판 日本書籍
(兒玉幸多≪中學社會･歷史的分野≫)에서는 <일본인의 조상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항
목을 설정하여 5개의 루트를 서술하고 있다. 빙하시대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북방루트로
아이누계 일본인과 그 자손이고, 한반도루트로 인종, 언어가 몽골계로 하는 그 자손 그
리고 조몬시대의 루트인 동지나해 루트, 오키나와를 거처 일본본토로 들어오는 동남아
시아루트, 남태평양 섬으로 연결되는 남양루트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일본민족루트의 교
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야요이시대 이후의 거센 인구의 파동과 그 주요 루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어 대세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있다. 1993년도 판 大阪書籍 (井上滿郞 外, ≪中
學社會･歷史的分野≫)의 <건너온 이주민>을 보면, “일본에서 도작을 시작한 사람들은

발견된 석기나 청동기의 형태로부터 조선반도남부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생각한다.
이들은 세토내해를 거쳐 近畿, 東海, 關東지방으로 또 일본해를 따라 동북지방까지 진출
하고 촌락을 형성하였다”라고 하고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여러차례에 걸쳐 한반도 등지
로부터 인구의 이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大和정권의 외교와 도래인>에서
는 “조선에서 일본에 대량의 철이 들어오고 또 중국과 조선사람들이 일족을 거느리고
일본에 이주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이들을 도래인이라고 한다. 도래인은 大和, 河內를 비
롯한 일본 각지에 거주”하였다고, 토기, 건축, 금속기공 등의 기술을 전하고 외교문서,
기록작성 등에 종사한 일족들 그리고 한자, 유교, 불교 등이 전래되어 일본문화의 향상
에 기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반도계 사람들의 이주와 집단적 거주를 지적한 것
은 근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도래인의 실태에 대해 비교적 상세
히 서술하고 있다.
2000년도 이후의 교과서에서도 <도래한 사람들과 문화>(日本書籍, 大坂書籍, 2002
년. 2006년도 판), <대륙문화를 전한 도래인>(東京書籍, 2002년, 2006년 판)에서도 도래
인의 이주 배경과 지역, 문화전래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 서술
하고 있다. 한편 우익교과서로 논란의 선상에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만든 扶桑社 판 및 自由社 판 교과서를 보면, <귀화인과 불교의 전래>에서 “5세기
에서 6세기에 걸쳐 대화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문화가 일본에 전해졌다”라고 한다. 역사교과서에서 유일하게 귀화
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전래의 요인을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인 관여의 결과라고
하여 1950~60대의 교과서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戰後 교과서에 나타난 도래인에 대한 서술은 일본 고대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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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사적 의의와 역할이 중심이고, 민족문제로서의 도래인에 대한 관심은 교과서에
서는 벗어나 있다. 1970년대 전반까지는 귀화인이라고 하여 戰前의 황국사관적인 용어
를 사용하였지만, 이후부터는 ‘새역모’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도래인으로 표기하고 있어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도래인의 이주의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동란이라는 정치
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1950~60년대에는 대화정권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관여에 의해 일본열도로 귀화인이 발생했다는 등의 한반도지배사관에 근거해서 서술하
고 있다. 도래인의 이주의 시기도 농경문화가 시작되는 야요이시대와 5세기대를 중심으
로 서술하고 있다. 도래인의 파동이 절정기를 맞이하는 7세기 후반의 백제, 고구려 멸망
기의 도래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日本古代史上에서의 도래인의 위치
고대일본 민족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도래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파
악하기 어렵다. 平安시대 편찬된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王京과 畿內의 山城, 大和, 攝
津, 河內, 和泉 등 5개 지역의 1182씨족 중 324씨족이 도래계이다. 일찍이 栗田寬이 고대

문헌에 보이는 전 씨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385씨족 중에서 710씨족이 도래계라고
한다.8) 사료상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도래계 씨족은 대체로 3분의 1 이상이 된다. 특히
기내지역의 거주자들은 중앙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자격을 부여받은 특권층이다.
이들은 조정에 출사하여 관인으로서 등용된 인물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5세기대 이
후 집단이주의 전승을 갖는 秦氏, 漢氏를 비롯하여 문필과 외교문서의 작성에 종사하는
史姓씨족들은 分枝되어 전국적 분포를 형성한다. ≪일본서기≫ 欽明紀 원년(532)에 秦人

의 戶數가 7053호였다는 기록이 있고, 正倉院文書의 九州의 豊前國 호적(702년)에는 3개
촌락의 秦氏의 비율이 9할이 넘는다. ≪일본서기≫ 應神朝 때 弓月君이 120현의 백성을
이끌고 도래했다는 전승과 결부시켜 볼 때 흥미로운 기록이다. 鬼頭宏의 人口學연구에
의하면, 조몬시대 중기의 東日本지역의 인구는 25만 2천명으로 일본열도 총인구의 85%
를 차지한 것에 대해 서일본의 7지역의 인구는 불과 9천5백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야요이시대에 들어오면 동서의 균형이 크게 변하여 近畿지역의 인구비율이
2.7%에서 16.9%, 九州지역이 8.3%에서 17.7%로 西日本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
8) 栗田寬, 1970 ≪氏族考≫ ≪續史籍集覽≫ 4 (すまや書房)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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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이주에 있다
고 한다.9) 埴原和郞의 인골의 계측학적 연구에서도 조몬시대 종말기에서 고분시대에 걸
쳐 상상 이상으로 대량의 인구유입을 추정하고 있다.10) 야요이시대 개시기인 기원전 3
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1천년간 도래인의 인구는 일본인 전체의 70%에서 90%에 달하고
그 숫자는 1백만 명 이상으로 특히 그 비율은 서일본지역이 높다고 한다.11)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유전자의 상당비율은 도래계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천
황의 덕화를 흠모하여 건너온 귀화인이 아니라 일본민족의 주역이자 창조적 개척자로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8세기 중앙의 왕권이 전국을 지배하는 천황제 율령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통치의 정당
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배계층과 구별되는 계급적 차별성과 혈통적 이질성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율령법에 化內, 化外, 歸化, 夷狄이라는 일본판 중화
의 이념과 ≪신찬성씨록≫에 보이는 神別, 皇別, 諸蕃이라는 출신의 구분을 창출해냈다.
고대일본의 율령법과 문헌에 보이는 귀화의 개념은 중국의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다분히
주관적 대외인식의 표출이고 국내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로서 주안점이 있다. 율령법에
명문화된 귀화인에 대한 개념이 성립된 신라에 대한 대항의식이라는 대외적 요인을 간
과할 수 없다. 신라를 능가하고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8세기 율령국가의 현실적 과
제였다. 신라에 대한 우월의식을 주장하기 위해 법제화된 신라번국관이 필요하였고, 외
교의례의 장에서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계 이주민에 대한 우월
적, 차별적인 귀화인사관을 만들어 과거의 한반도제국과의 관계를 모두 천황의 王化思
想에 용해시켜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8세기에 성립한 율령법에 의해 법적으로 천황의 民이 된 도래인들은 일본인으로서 살
아가지만, ≪신찬성씨록≫에 보이듯이 9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본적지에 대한 귀
속의식은 의연 남아있었다. 도래인은 일본속의 異民族인가, 복합‧다원성을 갖는 일본민
족의 구성원인가12) 등 민족적 아이덴티티문제를 포함해서 도래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鬼頭宏, 2000 ≪人口から読む日本の歷史≫ (講談社學術文庫) 28~30･59~60
10) 埴原和郞, 1995 <彌生人－在來系渡來系(8)> <古墳人以來－渡來系集團の擴散(9)> ≪日本人の
成り立ち≫ (人文書院) 참조.
11) 埴原和郞, 1993<日本人集團の形成－二重構造モデルー> ≪日本人と日本文化の形成≫ (朝倉書店)
226~269
12) 일본민족의 복합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民族複合國家’로 정의하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다[保立道久,
2004 <渡來人の王國から民族複合國家へ> ≪黃金國家≫ (靑木書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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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天皇관련 서술과 天皇像

1. 황국사관과 천황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천황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대의 學制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明治維新 이후이다. 1872년 학제가 공포되면서 근대교육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1889년 大日本帝國憲法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敎育勅語가 발표되었다. 대일
본제국헌법의 제1조에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에 천황은 신성
하고 침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듯이 천황의 일본통치의 대권 및 신성불가침의 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칙어는 유교적 충효사상과 천황제이데올로기를 결합하여 천황에 대
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족국가관으로 이후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
육칙어의 영향을 받아 小學校敎則大綱이 공표되었다. 이는 당시 팽배하던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1900년 개정된 소학교령시행규칙 제5조에 “일본역사는 國體의
대요를 알게 하고 아울러 국민다운 지조를 키움을 요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
기서 말하는 국체는 천황의 통치이고 천황통치의 유래와 그 위업을 교육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였다.
일본의 국정역사교과서는 1904년부터 1946년까지 모두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7종이
다. 이 시기의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특징은 제1기부터 제5기까지는 인물중심의 동일
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6기부터는 시대구분과 함께 내용상의 특징으로 신화의 세
계가 극히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 제7기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본이 1945년의 패망과 함
께 미군정 하에 만들어진 교과서로서 신화의 세계가 탈색되는 등 이전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13)
제1기(1903) ≪小學日本歷史≫의 고대사 목차를 보면, 天照大神, 神武天皇, 日本武尊,
神功皇后, 仁德天皇, 物部氏와 蘇我氏, 聖德太子, 天智天皇과 藤原鎌足, 聖武天皇, 和氣淸
麻呂, 桓武天皇과 坂上田村麻呂, 傳敎大師와 弘法大師, 菅原道眞 등이다. 이러한 목차의

배열과 형식은 제2기(1009) ≪尋常小學日本歷史≫, 제3기(1920) ≪尋常小學國史≫(上卷),
제4기(1934) ≪尋常小學國史≫(上卷), 제5기(1940) ≪小學國史≫(上卷) 까지 귀족 등 한두
13) 1963, ≪日本教科書大系－近代編≫ 18~20卷 (歴史1-3) 講談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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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인물의 첨삭이 있으나 천황의 존재는 완전히 일치하고 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치기에는 고고학의 과학적 방법론이 들어와 일본민족의 기원 등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古事記≫ ≪日本書紀≫의 神代紀의 역사관
과는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들 연구가 교과서에 수용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목차의 주요 인물을 보면, 天照大神, 神武天皇, 神功皇后 등이 배열되어 있다. 이들은
천황과 천황가를 신격화시키고 일본의 국력을 해외로까지 확산시킨 영웅으로서 묘사되
어 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인물중심의 서술은 청소년들의 심적 발달단계로 보아 받
아들이기 쉽고, 감동과 교훈, 교화의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가장 적합한 주제 설정이라고
생각한다.14) 특히 천황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서 편찬되었다.
제1기(1903)의 서술을 살펴보자. 제1장의 천조대신에 대해 천황폐하의 선조이시고, 그
덕은 매우 높고 마치 태양이 천상에서 세계를 비추는 것과 같다. 그의 후손인 瓊瓊杵尊
에게 이 나라를 내려주시고, 만세에도 변함없이 대일본제국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고 서
술하고 있다. 제2장의 신무천황에 대해서는 천조대신의 후손인 신무는 동방을 평정하여
大和지방의 橿原宮에서 처음으로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 해는 지금부터 2,560여년 전

으로서 이를 일본의 기원 원년으로 한다. 매년 2월 11일은 국민 모두가 이를 경축하는
紀元節이라고 한다. 제1장과 2장의 서술은 일본의 건국신화에 근거한 천상계를 통치하

는 皇祖神과 건국의 시조인 초대천황의 이야기이다. 8세기에 만들어진 천황가의 건국신
화가 근대의 왕정복고와 더불어 현실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교육 현장에서 사실의
역사로 주입하게 된다. 제3기 이후는 서술의 양도 급증하게 되고 천황통치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제4기에 천조대신은 “이 나라는 우리 자손이 왕이어야만 하는 땅이
다. 너 황손이 가서 다스려라. 황위가 성함이, 천지와 함께 끝이 없을 것이다”, “만세일
계의 천황을 받들어서, 천지와 함께 영원히 불변하는 우리 국체의 기초는 실로 이때에
정해진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5기에는 “豊葦原의 천오백년 동안 서기가 내린 나
라, 일본은 우리의 자손을 왕으로 삼기에 적합한 땅이다. 부디 황손을 통하여 잘 다스리
도록 하여라. 우리의 황위가 성하기를 천지와 함께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천손족
으로서의 혈통을 계승한 만세일계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제4장을 다룬 신공황후의 제1기 서술을 보자.

14) 永原慶二, 2001 ≪歷史敎科書をどうつくるか≫ (岩波書店)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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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에는 신라, 백제, 고려의 세 나라가 있었다. 이를 일본에서는 삼한이라고 한다.
또 일찍부터 일본에 복속했던 임나라고 하는 소국도 있었다. … 이 때 황후는 … 바다를 건너
신라를 습격하니 신라왕이 놀라 곧 항복하였다. 이로부터 백제와 고구려도 모두 일본에 항복하
였다.

이른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담이 여과없이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당시의 위정자들에
게는 신공황후는 일본의 국력을 해외에 떨친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다.15) 제2기에서는 “황후는 …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왕은 皇威의 대단
함을 보고 크게 놀라 항복하고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해도 반기
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후 백제･고구려 두나라도 우리나라에 항복하였다”라
고 하면서, 교사용 지도서에는 “現今 한국이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보호하에
있는 실황과 서로 비교하여 눈앞의 상태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할 것”이라
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국이 을사조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한국병합
이라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교사들에게 병합의 당위성을 주입하도록 환기시켰던 것이
다.16) 한민족 말살기에 해당하는 제5기, 제6기가 되면 “일본이 훌륭한 나라임을 알고 그
후 반도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 이와같이 국내가 안정되고 皇威가 반도에
까지 미쳤던 것은 오로지 신들의 보호와 왕실의 은덕에 의한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
다. 현실의 한국지배와 한민족의 말살정책을 위해 內鮮一體와 日鮮同祖論으로 포장된 이
론으로 식민지 정책을 추진해 갔던 것이다.17)

2. 패전 이후의 천황 서술과 고분
황국사관의 늪에서 벗어나 천황에 대한 서술이 변화한 것은 패전 이후였다. 1946년
정월에 昭和天皇은 <新日本建設에 관한 詔書>에서 신화와 전설에 의해 성립된 일본국
과 천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념을 부정하고 천황 스스로 황국사관의 정신을 뒤엎는 이
른바 ‘人間宣言’을 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건국신화, 초기 천황가의 계보 등에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
15) 명치정부는 국권신장을 포함한 문명개화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공황후를 ‘一君萬民’의 체제하
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16) 정재정, 1988 ≪일본의 논리≫ (현음사) 143~145
17) 拙稿, 1999 <日本 古代史像의 형성과 敎科書 서술> ≪歷史敎育≫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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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흐름 중에서 나온 것이 江上波夫의 騎馬民族說로서 그때까지의 神國日本, 萬世一系思
想에 의해 고정되어 왔던 일본국가의 기원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동북아시아에 기원을

둔 기마민족에 의해 일본 고대왕조가 탄생하였다고 한다.18) 이후 일본고대 初期王朝史
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야기시켰다. 水野祐에 의해 시작된 왕조교체론은 神武天皇 이래
일본이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통설을 비판하고, 大化改新(645) 이전에는
혈통을 달리하는 3개의 왕조가 교체되었음을 주장한다.19) 이후 應神王朝論,20) 三輪王朝
로부터 河內王朝로 이동하는 왕조 교체설21)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다. 일본국가의
기원, 고대왕조사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미쳐 패전 이전의
≪古事記≫･≪日本書紀≫신화에 기초한 서술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종전의
천황 등 인물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일본역사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고고학, 민속학 등의
관련 제 학문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인간활동의 유산인 문화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戰後의 교과서에는 천황을 단일 항목으로 설정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천황에 대신

해서 대화정권의 권력의 상징물이자 국토통일의 가시적 조영물로서 서술되고 강조된 것
이 전방후원분이라고 불리우는 거대고분이다. 이 고분은 당시의 권력자의 것이고 권력
자는 곧 천황이라는 인식에서 거대고분의 존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고대사
에서 4~6세기를 고분시대라고 명명할 만큼 이 시대의 특징인 전방후원분은 하나의 고
고학적인 유물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무언의 사료로서 간주되
고 있다. 일본고대의 고분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은 明治期로서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
된 1889년경에는 그간 소재불명이었던 13陵을 포함한 모든 천황릉의 위치를 확정하였
다.22) ‘천황은 신성하고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禁足地가 되어 현재에 이르
18) 江上波夫･八幡一郞, 1949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 ≪民族學雜誌≫ 13-3 ; 江上
波夫, 1967 ≪騎馬民族國家≫(中公新書)
19) 水野祐, ≪日本古代王朝史論序說≫ [1992 ≪水野祐著作集1≫ (早稻田大學出版部) ; 최초 간행은
1952]
20) 直木孝次郞, 1964 <應神王朝論序說> ≪日本古代の氏族と天皇≫ (塙書房) ; 井上光貞, 1965 <帝
紀からみた葛城氏> ≪日本古代國家の硏究≫ (岩波書店)
21) 上田正昭, 1967 ≪大和朝廷≫ (角川書店)
22) 10세기에 편찬된 ≪延喜式≫ 권21, 諸陵寮에는 神武로부터 光孝천황까지 역대천황의 54기 陵을
비롯하여 활후, 왕족, 공신의 陵墓名 하에 피장자, 소재지, 묘역의 넓이, 陵戶, 戶墓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도시대 말기 尊王思想의 배경하에서 왕릉이 수리와 고증이 행해졌고, 명치신
정부에 들어 본격적으로 소재지와 정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천황릉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天武･持統陵을 제외하고는 불명인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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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학술연구를 위한 발굴조사는 허락되지 않는다.23)
현행본 중학교역사교과서 9종,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 12종을 조사한 결과 實敎出版
≪日本史B≫를 제외하고는(應神천황릉 소개) 예외 없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仁德天皇陵이다. 이 陵에 대해서는 현재 傳仁德天皇陵 혹은 현지 지명을 따서 大仙(大山)
古墳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덕천황릉으로 명기하는 교과서가

적지 않았다. 천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7세기 후반대이고 피장자 역시
不明인 점이 많아 인덕천황이라는 구체적 인명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 陵에 대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해설을 보면, “일본최대의 전방후원분으로
폭300m, 길이 487m, 높이 34m로 3중의 호로 되어 있다”(≪われわれの中學社會, 歷史的
分野≫, 일본서적신사), “일본 최대의 고분, 5세기경 大阪 평야에 축조된 거대 전방후원

분, 축조에 1일 1천명씩 15년 이상 걸림”(≪中學生の社會科･歷史≫, 일본문교출판), “5세
기에 축조, 전장 487m, 세계최대”(≪新編新しい社會･歷史≫, 동경서적), “전장 487m, 높
이 35m, 연인원 680만 7천인”(≪新中學校歷史≫, 淸水書院) 등 규모와 노동력 등에서 당
대의 최고, 최대의 고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2년대 판 후소샤 교과서에는 秦始
皇帝의 묘역과 비교하여 인덕천황릉이 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5세기대의 거대고분의

축조에 대해 “5세기경에는 대화정권의 힘이 구주북부에서 관동에 미치고 그 왕은 대왕
이라 부르고 후에 천황의 선조”(≪中學生の社會科･歷史≫, 일본문교출판)라고 하는 서술
로부터 고분을 통해 후대의 천황의 권력과 이미지를 재현시키고 있다.24)
고분의 크기와 그 분포의 양상을 통해 당시의 중앙과 지방의 정복와 복속관계를 究明
하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시도되어왔고, 이러한 연구가 고대사학계의 통설화 되고 있다.
다만 거대고분이 畿內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기내의 고분에 비견될 만한 지역고분
이 존재한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세습왕권, 독자의 통치조직, 정치적 지배영역, 독자
적 천하의식과 지배의 이데올로기, 대외교섭권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
어 오로지 대화정권중심의 설명체계에는 의문이 있다.25) 일본 고대국가형성이 다양한
23) 일본 고고학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는 2005년도에 宮內廳陵部에 대해 陵墓의 공개요망서를 제출
하는 등 陵墓조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특집, 2009 ｢陵墓問題と歷史硏究｣ 歷史硏究
857, 참조)
24)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扶桑社版(2001, 2005), 2009년도에 검정합격한 自
由社판 중학교교과서에서는 고대사 서술에서도 건국신화 등 천황에 대한 서술이 적지 않다. 戰前
의 황국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별고(2005 <日本 中學校歷史敎科書의 古代
史 서술과 歷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 2009 <신편 새로운 歷史敎科書의 歷史觀과 향후의
전망> ≪역사교육논집≫ 43)에서 논한 바 있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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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구조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고분이라는 단선적
인 매체만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6세기의 기내의
고분을 후대의 천황의 이미지로 연상시키는 수법에서 벗어나 다원성이 존재했던 왕권과
수장권의 실태를 추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日本古代史 서술체계와 문제점
1. 고대사서술의 주요 특징
戰後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체계의 커다란 특징은 고고학 연구성과의 적극적

인 반영이다. 戰前에는 국정교과서는 물론이고 일반 개설서에서조차 고고학적 연구성과
의 반영이 어려웠다. 이것은 건국신화가 사실로 서술되던 시기에 신화의 시대와 실제의
고고학의 연대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황국사관에 대한 학문적 메스가 가해진 민주화된 풍토에서 戰前의 고고학 연구성과는
점차 교과서에 반영되고 이후의 활발한 발굴조사에 의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
짐에 따라 체계화된 객관적 서술이 나타나게 된다. 戰後 검인정교과서 체제 하에서 서술
의 형식과 방법 등 기본 체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과서에 보이는 공통된 특징은 첫째, 원시사회를 설정하여 일본민족의 기원 및 조몬
사회의 일본열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로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반영된 서술이다.
둘째, 일본열도에서 정치권력이 발생하는 야요이시대의 농경문화와 소국의 형성과정
을 중국문헌의 왜인전과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고고학적 유물의 양상, 분포 등을 통해
그 실태를 추구한다.
셋째, 대화정권의 출현과 발전이다. 7세기말 천황제 율령국가를 수립한 일본국의 전신
으로서의 대화정권의 성장과 발전과정은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를 그대로 말해준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주요 서술로서는 영토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屯倉制, 생산활동에 종
사하는 部民制, 왕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신분질서인 氏姓制를 설명하고 4~5세기에
畿內를 중심으로 축조되는 거대고분과 그 부장품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해외로부터 도래
25) 4~6세기의 지역국가론에 대해서는 門脇禎二, 2003 ≪日本古代の地域王國とヤマト王國≫ 上･下
(學生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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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서술이 본격화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로 대표되는 고대일
본의 한반도 지배론은 戰前의 이해가 1970년대 전반까지는 그대로 이어진다.
넷째, 隋唐帝國의 출현과 동아시아의 변동을 주제로 하는 서술이 많아진다. 견수사,
견당사의 파견과 일본 고대사상에서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聖德太子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의 서술에서 중국 중심의 서술체계는 일본고대사 서술의 중요 특
징이고 변함없이 전개된다. 이어 대화개신으로부터 율령국가가 성립되는 7세기말까지의
정치사 중심의 서술이다. 飛鳥시대 전반의 蘇我氏의 권력으로부터 왕족중심의 왕권의
성립과정, 백촌강 전투, 天武, 持統朝의 정치와 문화의 서술이다.
다섯째, 천황제 율령국가가 성립하는 8세기 奈良時代의 서술로 이어진다. 일본고대의
마지막 시대인 平安朝는 9세기말에서 12세기말까지의 4백여 년간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
국사의 시대구분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발전사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체계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전체적인 틀은 커다란 문제점
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본열도 통일론 시기, 대외관계사의 서술이나 시각에서는 일본적
관점과 인식이 과도하게 나타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엿보인다. 일본고대사에서
대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 4세기대 일본열도 통일론
4~5세기는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로 大和분지에서 출
현한 권력이 주변세력과의 연합, 동맹 등 정치적 상하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열도의 맹주
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대화정권이라 불리
우는 왕권의 발전사이다. 1951년판 ≪中學日本史≫(坂本太郞･家永三郞編, 學校圖書株式
會社)를 보면, <대화조정의 발전>에서 “2~3세기에 주변국을 통합해서 4세기에는 일본

열도의 대부분을 통일했다”고 한다. <半島의 진출>에서는 “국내를 통일한 대화조정은
조선반도에 진출”, “백제는 주변 2국에 압박받아 대화조정에 보호를 요청해서 조정은 백
제를 구원하고”, “지금의 부산부근의 任那 지역에 대화조정은 日本府라는 관청을 설치해
서 지배하였다”라고 하고, <문화의 진보>에서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조선반도에 세력
을 갖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4세기대에 일본열도 통일론, 임나의 지배와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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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력권 확보 등이 이 시기의 대화정권의 모습이다. 이러한 서술은 이 교과서에 한정
된 것이 아니고 동시기의 모든 교과서에 보이고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된다.
1955년 판 東京書籍 ≪新しい社會≫에서도 “4세기에 들어가면 일본전토의 통일을 추
진 … 동북지방, 구주남부를 제외한 전국통일”, “국토를 통일한 대화조정의 세력은 조선
에도 뻗쳐 4세기말경…일본은 백제, 신라를 복속시키고, … 임나에 日本府라는 관청을
설치해 통치하였다”라고 한다. 1965년 판 ≪中學校社會2･歷史≫(坂本太郞 外, 학교도서
주식회사)에서는 “국내통일을 이룩한 대화조정은 4세기중엽이 지나면 조선남부에 진출
해서 任那지역을 영지로 하고 4세기말에서 5세기초에 백제, 신라를 종속시키고 더욱이
북의 고구려와 싸웠다”라고 한다. 1977년 판 大阪書籍(時野谷勝 외, ≪中學社會≫ 歷史
的分野)에서도 “대화조정은 … 4세기중엽까지는 동북지방과 남구주를 제외하고는 일본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고대사의 서술체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후의 역사전개는 대화정권
에 의한 내정과 외교의 독점적 장악체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통일적 고대국가를 완성
하였다는 논리이다. 이 시점에서 4세기대 일본열도 통일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광
개토왕비문의 辛卯年기사의 一節이 전제가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이 기사는 일본의 한
반도침략기에 고대일본의 ‘南鮮經營論’의 근거가 되어 현실의 침략정책의 역사적 합리
화에 일조하기도 했다. 즉 백제･신라 등 한반도남부를 지배할 정도라면 일본의 국내통일
은 이미 완성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상이지만, 역사연구방법으로서는 앞뒤가 전도
되어 있다. 또한 戰前의 국정교과서에 日本武尊에 의한 구주남단의 熊襲와 동북지방의 蝦
夷를 정벌했다는 ≪일본서기≫ 景行紀를 인용한 서술이 있지만, 이 기사는 8세기 율령국

가의 상황이 투영된 사실로서 강단사학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 게다
가 ≪宋書≫ 왜국전에 왜왕 武의 국토정벌기사가 5세기후반대임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고고학적으로 小林行雄의 三角緣神獸鏡 연구도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說에 의하면 동일 주형으로 부터 주조된 同范鏡이 다수 존재하고, 西는 熊本縣으로
부터 東은 群馬縣까지 약 300여 매가 발견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들 동범경이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현상은 畿內의 중추로 부터 각 지역의 首長에게 일원적으로 사여된
결과이고, 32매 이상의 삼각연신수경이 출토된 京都府 椿井大塚山古墳의 수장이 그 주
도적 배포자로서 추정했다.26) 요컨대 삼각연신수경을 통해 畿內의 왜왕권과 각 지역의
26) 小林行雄, 1961 ≪古墳時代の硏究≫ (靑木書店)

23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수장간의 지배･복속관계를 간취한다. 그러나 3세기대의 거울이 4세기대의 고분에서 발
견된다고 하는 기초적 사실에 대한 모순 등 반론이 강하고 특정 거울의 공유로부터 지
역과 지역간의 지배･복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3. 5~6세기 국가체제와 서술의 문제점
4세기대 일본열도통일론과 임나일본부 문제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
대 말에서 1980년대 들어가면서이다. 일본열도 통일론에 대한 서술을 보면, 1981년판 大
阪書籍(時野谷勝 외, ≪中學社會≫歷史的分野)의 <대왕과 각지의 왕>에서 “5세기 중엽

까지는 대왕은 각지에 병력을 보내 지방의 왕을 복속시켰다. 이리하여 대왕하에 구주중
부에서 관동까지의 지방의 왕이 연합을 만든 것이 일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 1987
년 판･1997년 판 東京書籍(吉田孝 외, ≪新編新しい社會歷史≫)의 <고분의 출현과 대화국
가>에서 “대화국가의 왕은 5세기대에는 구주에서 동북지방남부에 이르는 각지의 왕을
종속시켜 대왕이라 불리었다”라고 하고, 2002년･2006년 판 東京書籍(五味文彦 외, ≪新編
新しい社會歷史≫)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 4세기대 일본열도 통일론이

1세기나 내려갔고 더구나 대화정권의 통일이 각지의 왕을 종속시켜 ‘연합’적인 성격으
로 보고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埼玉縣 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철검이 1978년에 보존 수리의
결과 獲加多支鹵大王이라는 인물명이 발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명문은 熊本県
江田船山古墳 출도의 大刀에 새겨진 獲□□□鹵大王과 동일인물로 파악하고 ≪宋書≫

왜국전의 상표문에 보이는 倭王武에 비정했다. 철검명에 보이는 辛亥年은 471년으로 대
화정권의 獲加多支鹵大王이 동으로는 관동지방, 서로는 구주지방까지 세력을 뻗친 것으
로 보고, ≪宋書≫왜국전의 <東征毛人五十國 西服衆夷六十六國>의 국토통일기사와 대
응하는 사건으로 간주했다.27) 이 가설은 일본학계의 통설로 자리잡고 5세기대의 일본열
도 상황론을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다. ２개의 금석문과 ≪송서≫ 왜국전의 왜왕
무의 기사가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는 것도 1980년대 이후의 교과서의 특징이라 하겠
27) 井上光貞, 1980 <雄略朝における王權と東アジア>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
社) ; 1986 ≪井上光貞著作集≫ 5 <鐵劍の銘文> <稻荷山鐵劍銘文考> (岩波書店) ; 岸俊男,
1984 <劃期としての雄略朝> ≪日本政治社會史硏究≫ (塙書房) ; 同 1986 <古代の劃期雄略朝から
の展望> ≪古代の日本≫ 8 (中央公論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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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獲加多支鹵大王에 대해서는 해당 고분이 고고학적으로 6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추정
하여 신해년의 간지를 1運 내려서 53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통설에 대한 문제의 제
기는 계속되고 있다.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1975년판 淸水書院(小葉田淳 外 ≪日本の歷史と世界≫), 1977
년판 大阪書籍(時野谷勝 外 ≪中學歷史2･歷史的分野≫) 및 東京書籍(≪新訂新しい社會≫
歷史的分野)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살아진다. 사실상 대화정권의 한반도남부에

대한 복속과 지배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와 아울러 광개토왕비를 통해 한반도남부에 대한 지배설을 뒷받침하려는 서술도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되고 광개토왕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교과서도 나
오고 있다. 2000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중학교과서에서 현행 8종 중에서 7종이 광개토왕
비문에 대한 기술이 모습을 감춘다.28) 유일하게 후소샤 판에서 광개토왕비의 사진과 신
묘년조 기사의 탁본 및 현대어 해설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고대일본의 한반도지
배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편집해 놓고 있다.
5세기대의 서술체계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왜의 5왕들이 한반도제국이 관칭된 작
호를 宋 皇帝에 요청하는 기사이다. 임나일본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졌지만, 작
호문제는 왜왕권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다. 현행본인 東京書籍(≪新編新しい社會歷史≫)
에서는 “대왕은 왜의 5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반도남부를 군사적으로 지휘하는 권리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중국의 남조에 때때로 사신을 보냈다”, 日本書籍新社(中學
社會･歷史的分野≫)에서는 “5세기 왜국의 대왕은 5대에 걸쳐 중국의 송황제에 사자를

보냈다. 대왕은 왜국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반도남부를 지배하는 장군으로서 인정받으
려고 힘썼다”, 日本文敎出版(≪中學生의 社會科･歷史≫에서는 “5세기에는 대왕은 조선반
도의 남부를 지배하는 지위를 중국에 인정받으려고 했다”, 淸水書院(≪新中學校歷史≫)에
서는 “야마토왕권은 조선반도에의 진출을 꾀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황제
에의 사신을 몇 차례나 보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5세기대의 왜왕들이 한반도남부의
諸國名이 관칭된 작호를 송황제에 수여해 줄 것을 요망하여 결국에는 그 뜻을 성취한다.

그러나 宋朝에서 왜왕에게 부여한 것은 宋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들이며 송조의 영향력
28)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最新日本史≫ (明成社)를 제외하고는 현
행 11종 모두 광개토왕비에 대한 사진, 해설, 각주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
등 한반도지배설을 증명하는 사료가 아닌 고구려와 왜의 전쟁, 고구려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군사
적 공격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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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치지 않는 명목적인 작호였다. 478년의 왜왕 武 때 송조와 책봉관계에 있던 백제를
작호중에 넣어 왜왕의 요청을 승인했지만, 당시 송조는 왕조말기의 망국의 시기였던 점
에서 큰 의미는 없다.29) 게다가 중국왕조에 보내는 상표문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상대국에 대한 우월적 입장을 주장하는 언사가 종종 들어가고 있어
주관적인 외교적 수사를 근거로 대화정권의 대외관계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 부분에
있어 일본 역사교과서는 이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의 중심은 대화정권이지만 이 시기에 대화정권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고 北九州의 筑紫를 비롯하여 吉備, 出雲, 毛野 등 지역정권의 수장들의 존재도 간
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6세기대의 구주중북부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磐井은 527년
신라와의 외교교섭을 진행하면서 2년간이나 대화정권과 전쟁을 벌였던 세력이기도 하였
다. 磐井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九州와 대화정권과의 전쟁은 국토통일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반정의 입장에서 보면 구주독립전쟁으로 일본 고대국가 성립사에서 중요한 분
기점이 되는 사건이다.30) 대화정권의 북구주에 대한 지배권 확립은 대외교섭권의 독점
이고 일본열도 내의 맹주적 지위를 장악할 수 있는 계기였다. 하지만 반정의 난은 중학
교 역사교과서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1개사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고등학교 일본사교
과서에는 거의 대부분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대화정권의 통일과정에서 필히 언급되
어야 내용이 고등학교용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율령국가의 형성과 대외관계 서술
일본고대사 서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聖德太子, 大化改新, 遣唐使
에 대한 서술이다. 1998년 중학교학습지도요령 및 그 해설서에 “성덕태자의 정치와 대
화개신, 율령국가의 확립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련을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율령국가로
서 형성되어 가도록 한다”라고 하고, 2008년의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도 ‘聖德太子의
정치, 大化改新’을 ‘율령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여 고대국가의 형성
29) 拙稿, 1998 <倭의 五王時代의 對外關係>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참조.
30) 磐井의 亂을 대화정권의 통일국가구상과 반정의 九州獨立國家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논한 연구는
山尾幸久, 1985 <文獻から見た磐井の亂> ≪古代最大の內戰磐井の亂≫ (大和書房) ; 同 1999 ≪筑
紫君磐井の戰爭≫ (人文書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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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립과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교과서는 성덕태자의
치적인 관위 12계의 제정, 헌법 17조의 반포를 예외 없이 언급하고, 推古朝 때 섭정으로
서의 국내외의 정치와 외교를 주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성덕태자에 대한 ≪일본서
기≫ 등은 후대에 신격화, 신앙화된 전승기록으로 편집되어 실제설을 부정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31)
大化改新의 條文은 大寶律令의 모방이고 ≪일본서기≫ 편찬시의 개찬이라는 것은 상

식에 가깝다. 성덕태자와 대화개신을 강조하는 것은 성덕태자의 善政과 당시의 유력호
족이었던 蘇我氏의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대비시키고, 소아씨 타도하여 왕족중심의 정
치체제의 구축이 대화개신이고, 천황제 율령국가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다. 그러나 성덕태자를 비롯한 당시의 왕들이 소아씨의 피를 받지 않은 자가 없고, 아
스카시대 전반기는 소아씨의 정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권을 장악한 ‘惡政으로
서의 蘇我氏’를 제거하는 대화개신의 정당성이 대비되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소아씨
에 대한 서술은 천황중심사관의 희생물로 처리되어졌다는 느낌이다.32) 견당사의 문제는
일본고대 율령국가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련 하에서 연구되고 있다. 견당사가 가져온 중
국의 제도와 사상은 천황제율령국가의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
다. 하지만 견당사와 함께 언급되어야 할 대상이 신라와 일본을 오고간 수많은 사신들의
교류이다. 통일신라 이후 100여년간 양국을 왕래한 사신의 수는 일본에서 신라에 파견
된 遣新羅使가 26회, 신라의 遣日本使는 47회, 그리고 전시기에 걸친 신라의 견당사는
170여회가 넘는다. 이에 반해서 동 시기 일본의 遣唐使는 7회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일
본율령국가 수립기에 해당하는 7세기후반 30여 년간은 한 번도 파견되지 않았다. 견당
사가 파견되지 않았던 공백기에 동아시아 정보의 대부분은 신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
었다.33) 사신의 왕래는 의례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많은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신라의 선진적 문물이 일본으로 왕성하게 유입되었다. 나라시대 일본의 관청에서 신라
31) 大山誠一, 1999 ≪聖德太子の誕生≫ (吉川弘文館) 참조.
32)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扶桑社版, 自由社版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의 성
덕태자에 관한 서술은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일본 우익 교과서의 성덕태자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는 拙稿, 2009 <신편 새로운 歷史敎科書의 歷史觀과 향후의 전망> ≪역사교
육논집≫ 43 및 李在碩, 2009 <새역모의 일본고대사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 ≪韓日關係史硏究≫
33 참조.
33) 拙稿, 2003 <統一期 新羅와 日本關係>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 鈴木靖民, 2008 <日本律令
の成立と新羅> ≪日唐律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 同, 2007 <古代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
と新羅> ≪前近代の日本列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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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물품명세서인 <買新羅物解> 등에 보이는 수많은 신라물
의 존재와 正倉院의 소장품은 당시의 양국의 교역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34)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도외시 하고 교과서 서술에서 신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극히 편협
된 중국중심사관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戰後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 변하지 않고 있어 日本古代史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Ⅴ. 결어
일본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민족문제로서의 도래인, 천황에 대한 서술 그리고 일본 고
대국가 형성사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도작문화, 전방후원분, 광개토왕비문,
≪송서≫ 왜국전, 稻荷山古墳 출토의 철검명, 임나일본부설, 성덕태자, 대화개신, 견당
사, 율령국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일본 고대문헌에 한반도 등지로부터의 인간의 이주 전승을 갖는 수많은 씨족들, 이들
의 일본 고대국가 형성과정에서의 활약상 등 일본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도래인은 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일본의 고대문헌에는 이들 이주민들을 단지 일본 고대왕권
에 봉사하는 귀화인으로 위치시켜 놓았다. 일본고대 지배층이 인식하고자 했던 귀화인
이란 근대적 개념의 국적의 변경이 아니라 왕권의 포용과 德化를 전제로 한다. 고대의
일본왕권은 이들의 본적지를 蕃國으로 보는 8세기 천황제 율령국가의 정치적 이념에 의
해 굴절된 渡來人像을 만들어 냈다. 근대에 들어서는 日鮮同祖論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학설도 있었지만, 민족문제로서의 도래인을 거론한 것은 연구사적으로 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
도래인 문제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戰
前의 귀화인사관으로부터 벗어나 日本古代史上에 있어서 도래인의 위치를 바르게 정립

시키려는 학문적 흐름 속에서 나왔다. 도래인은 곧 일본인이라는 명제하에 민족문제로
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서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론하였
다. 그 결과 교과서에서도 도래인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과
서의 관심은 민족문제로서가 아니라 일본 고대왕권에 포섭된 존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
34) 東野治之, 1992 <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 ≪遣唐使と正倉院≫ (岩波書店) ; 鈴木靖民, 1985
<正倉院の新羅文物> ≪古代對外關係史硏究≫ (吉川弘文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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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일본열도로 이주하여 세대를 이어가며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枝族을 분파시켰다. 고대 일본민족 중의 3할 이상은 도래인이었고 이들과 혼혈된 주민

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차별화된 이민족으로서의 귀화인
이 아니라 일본민족의 주요 구성원이자 동시에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한 개척자로서 새
로운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천황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안이자 현재 진행형이다. 천황의 권력은 武家시대의 장기
간 공백은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씨족이 제도사적으로 천 수백 연
간 존속한 일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점에서 천황과 그 제도는 일본
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가 되고 있다. 고대의 정치형태인 천황제는 근대에 소생되어
국민 의식화와 교화의 수단이자 상징으로 교과서 서술의 중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황
국사관의 굴레에서 벗어난 戰後에는 천황 그 자체를 중심에 두는 교과서는 살아졌지만,
전방후원분이라는 거대고분이 천황과 그 권력의 표상으로서 나타난다. 고분을 통해 표
출되는 대화정권 중심서술은 천황가의 절대성과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고대사 서
술의 정형화된 서술체계로 위치되어 있는 거대고분은 ‘천황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신성
한 곳으로 연구자도 들어갈 수 없는 금족의 지역으로 되어 있다. 특정의 대상에 집중적으
로 가치를 부여한 역사서술은 오히려 역사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인위적
으로 성역화, 신비화된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해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고대사의 서술체계에서 대외관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970년대 전반까지
전통적 학설에 의거하여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에 서술한 것은 일본고대사 연구의 가장
큰 편견이자 오류였다. 교과서의 단골 메뉴였던 광개토왕비문이 1980년대 이후 중학교
과서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것도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였
다. 반면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여전히 任那4縣이 대화정권의 지배 하에 있었듯이
≪일본서기≫의 기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중학교교과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35)
고등학교 교과서의 시대착오적인 서술로써 변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성덕태자에
대한 기술은 7세기 전반 내정과 외교를 주도한 ‘왕족’으로서 인물상이 강조되어 있다.
아스카시대 전반기 성덕태자의 존재는 천황가의 권력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당시
의 권력을 주도했던 소아씨의 모습은 ‘惡政’의 인물로서 이 씨족의 멸망은 정당성이 부

35) 현행 11종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 중에서 任那4縣을 백제에게 할양했다고 하여 대화정권이 이 지
역을 지배하고 있는 듯이 서술한 교과서는 ≪新日本史≫(山川出版社), ≪高校日本史B≫ (實敎出版
社), ≪新日本史B≫ (桐原出版社), ≪最新日本史≫(明成社)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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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다. 상대적으로 성덕태자는 ‘善政’의 이미지로 연출되고 그의 정치이념은 대화개신
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체계를 이루고 있다. 성덕태자는 후대의 신앙화된 측면이 강하고
실제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어 고정화되어 버린 성덕태자의 실체와
서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천황제 율령국가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시되어 온
견당사 서술과 함께 신라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중국중심사관에 빠
져 신라에 대한 서술의 기피현상은 역사의 실상을 호도시키는 태도로 금후의 변화를 기
대해 본다.
戰後의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황과 천황가

의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21세기의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실체가 공존
하는 새로운 日本古代史像이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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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기무라 간(木村幹)
연민수의 <日本歷史敎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이하, 연민수 논문
이라고 한다)는 주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이는 도래인, 천황, 고대사 전반에
걸친 서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연민수 논문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이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교과서까지도 고찰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논문은
현행 교과서의 기술 문제만이 아니라 위 항목에 대한 교과서 기술의 변천도 동시에 밝
히고 있다. 이하 이 논문이 지적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검토하겠다.
연민수 논문의 주된 지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래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문화사적
의의 중심의 서술에 대해 도래인의 ‘일본 고대 왕권에 포섭된 존재로서의 기능적인 측
면만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일본민족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한
개척자’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천황 관련 서술에 대해서는, ‘4~6세기의 기나이(畿內)의 고분을 후대의 천황의 이
미지로 연상시키는 수법에서 벗어나’, 종래의 기나이 고분을 근거로 하는 야마토(大和) 정
권 중심의 설명이 아니라 지방 정권 등도 바탕으로 하여서 논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셋째 고대사 전반에 걸친 서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문제점은 찾기 어렵
다’고 하면서도 일부에는 ‘일본적 관점과 인식이 과도하게 나타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
분도 엿보인다’고 하며, ≪宋書≫ 倭國傳 등에 근거한 倭 五王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를 근거로 대화정권의 대외관계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하고, 야마토
(大和) 정권의 ‘일본 열도내의 맹주적 지위를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와이(磐井)의 난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하였
다. 또 나라(奈良) 시대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견당사(遣唐使)만이 중시되고 빈번한 교류
가 있었던 ‘신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극히 편협된 중국 중심사관에서 나온 발
상’이라고 가차 없이 비판한다.
이들 지적 속에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온 사람에게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것도 포
함되어 있고 이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연구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인정된
다. 예를 들어, 고대 일본의 대외 관계에서 견당사 중시, 對신라 관계 경시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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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 모두가 신라와의 관계를 기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中學生の社會科 歷史≫(日本文敎出版, 2005년 검정)에서는 ‘대
륙과의 연결’이라는 그림에서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일본은 唐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의 신라와 발해와도 왕성하게 교류하였다’고 설명하여 신라·발해와의 교류를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도 같은 그림에서 발해･일본의 항로가 표시되어 있지만 신라와
의 항로는 보이지 않아서 설명문과 그림이 부합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견당사는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데 비해 신라·발해와의 관
계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견당사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는 고대 일본 국가 형성에서 견당사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왜(일본)·신라 양국 간의 사절의 왕래도 꽤 여러 차례에 이르고 正倉院에도
신라로부터의 전래 문물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자면 신라와의 관계도 또한
경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것은, 明治期 일본과 서양의 관계가 고대 일본 열도의 왕권과
중국 왕조의 관계에 투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 이후 견당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
고, 그 결과 다양한 동아시아 교류의 실상이 감추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李成市씨의 지적
이다[≪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靑木書店, 1997)]. 현재 일본･신라, 일본･발해 관계도 적
극적으로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학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하면, 연민수 논
문에서 지적된 고대 일본의 대외관계사에서 일본·신라 관계 경시의 서술은 재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민수 논문의 지적에 대해 의문점도 없지는 않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의 비
판적 지적이 실제 중학 교과서 서술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구체적 실현성을 지니는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민수씨는 이와이의 난을 중시하여 그것이 중학교 교과서에 기재되
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확실히 이와이의 난이 일본 고대사에서 중
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 때문에 연민수 논문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의 교과
서에는 언급되는 데에 이르렀다. 다만, 그것이 중학교 교과서에 게재될지 여부는 고대사
에서의 중요성도 관련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상의 문제, 교과서 분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나이 일변도적인 설명에 대해 지방 정권의 동향도 경시할 수 없다는 연민수
논문의 지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면 이와이의 난만이 아니라 기비(吉
備), 게노(毛野) 등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등의 문제도 부상하게 되어, 본래 이야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나이에 대한 설명이 필연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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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닐까. 거듭 말하자면, 전체적인 페이지 수의 증가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의해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 기술이 과도하게 상세해지게 된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연
구자가 인식하는 일본 고대사의 중요 사건은 꽤 많은 수에 이르고, 그들 대다수를 중학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논급되
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일텐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중학교 교과서
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중학교 교과서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과연 어디까지 설득
력 있는 비판인가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으로 지적된 것 중에는 중학 역사 교과서의 개별 구체적 기술이
상정하기 곤란한 점이다. 예를 들어 倭王武의 외교에 대해서 ‘주관적인 외교적 수사를
근거로 大和정권의 대외관계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며, 그에 대해 ‘일본역사교과서
는 이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확실히 그 사료적 근거가 되는
≪宋書≫ 倭國傳의 倭王武의 上表文에는 文飾과 과장이 인정된다. 그러나 왜 왕권이 한
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宋에 구한 것은 사료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는 각 교과서의 기술도 거기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해 연민수 논문에서는 위의 서술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연민수씨는 東
京書籍･日本書籍･日本文敎出版의 倭 五王의 대외 관계 기사에서 ‘가야지역에 대한 야마

토정권의 정치, 군사적 세력권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비판
하였는데(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韓國史硏究≫
129), 이러한 지적은 그와 같은 이해와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동 교과
서의 서술로 보아서는 연민수씨와 같은 이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어느 기술, 어느 곳에서 그처럼 생각하게 되었는지 해당 부분의 교과서 기술의 구체안을
함께 보여 준다면 이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 여기까지 연민수 논문에 대해 비평하였는데, 여기에 논급된 것은 기본적으로 일
본 고대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어 일본 고대
사의 연구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평자의 비평은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
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차 말하였듯이 연민수 논문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생각할 때
에도 경시할 수 없는 지적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후에도 참고하여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본 비평문은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연구협력자의 원안 기초에 의거하여 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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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기무라가 작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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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

기무라(木村) 위원의 비평문에서 “이들 지적 속에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온 사람에
게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연구하
는 데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인정된다”, “연민수 논문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생각할 때
에도 경시할 수 없는 지적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후에도 참고하여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대체로 필자의 논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일
본고대의 대외관계사에서 중국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신라와의 관계도 중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한국학계의 연구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향후 일본 교과서 집필자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의 접근을 기대하고 싶다.
몇 가지 지적도 나왔다. 일본 고대의 국토통일과정에서 나온 이와이(磐井)의 난에 대
한 중학교교과서에서의 서술의 누락을 지적한 것에 대해, “그것이 중학 교과서에 게재될
지 여부는 고대사에서의 중요성도 관련되지만 중학 교육과정상의 문제, 교과서 분량과
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학 교과서의 역사 기술이 과도하게 상세해지게 된다는 위험
성도 존재한다“, ”애당초 연구자가 인식하는 일본 고대사의 중요 사건은 꽤 많은 수에
이르고, 그들 대다수를 중학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라
고 하였다. 磐井의 난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기술이 없다. 물
론 교과서의 분량, 기술적인 문제, 과도하게 상세해지는 위험성도 있지만, 이 사건이 기
나이(畿內) 정권의 전국통일의 제1보라는 점에서 서술해야 옳다. 이것이 고등학교에 앞
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도하게 상세’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중학교에서 안 가르칠 이유도 없고, 복잡해 질 것도 없다. 내용이 상세할 필요도 없고
야마토정권의 통일과정 속에서 몇 줄 정도 간단히 언급되면 족하다. 교과서 집필자의 선
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고대사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 검토해 봐야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宋書≫ 倭國傳의 倭王武의 上表文에서 왜왕들이 송 황제에 요청한 한반도 諸國名이
冠稱된 작호에 대해 “왜 왕권이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宋에 구한 것은 사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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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각 교과서의 기술도 거기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송서 왜국전은 당대의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문
의 특성상 과장이나 허위정보의 유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왕의 일방적
주장과 현실성 없는 기대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표문은 중국과 통교
하고 있던 동아시아제국에서 종종 발견된다. 또한 작호가 갖는 현실적 효용성은 전혀 없
다. 왜왕이 요청한 작호에 보이는 한반도 제국명은 송과는 통교가 없는 지역이고, 백제
는 송의 책봉체제하에 들어있어 불허하였다. 게다가 백제가 송으로부터 받고있던 鎭東
大將軍은 왜왕이 宋에 요청한 安東大將軍보다 상위의 장군호로서 왜왕이 군사권을 요청

한 내용과 모순된다. 한편 백제 동성왕대에 중국의 남제에 대해 北魏의 관할권내에 있던
지역의 장군과 태수직을 요청하여 수락받은 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지역이 백제의
관할 지역 내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며 백제의 통치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당시 왜왕이
기재했던 것은 군사적 지배권이 아니며 고구려의 세력권내에 있던, 고구려의 군사적 공
격에 의해 피해를 본 지역과의 정상적인 통교였다. 특히 왜왕들은 백제를 강하게 의식하
고 있었고 고구려의 백제공격에 얼마나 증오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상표문에도 잘 나타
나 있다. 표면적 사료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한 사료해석이다. 4-5세기
단계에서 왜왕권이 한반도를 지배할 군사적인 힘이나 계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참
고로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신묘년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의 연구 성과는 어떠
한지 참고하기 바란다. 사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고
대 사료를 읽어 본 사람이면 느낄 것이다. 이 시기에 과연 왜왕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
는지 당시 왜왕권이 처해있던 국내적 상황, 국제환경 등 커다란 시야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연민수, 1998 <왜의 오왕시대의 대외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참조]
끝으로 일본 고대국가 통일의 시기론에 대한 필자의 지적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일본고대사 연구자 쪽에서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4세기대 통일론, 5세기대 통
일론의 서술과 변화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
에도 이점이 분명하지 않아 교과서 집필시 참고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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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문제점과 그 변천-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시작하며
Ⅰ.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관계 기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Ⅱ. 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조선･한사군 기술의 변용
Ⅲ.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맺음말

시작하며
근래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2001년에 ‘새로
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의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 ≪새
로운 역사 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가 검정에 합격한 것과 관계가 있으
며, 한일의 역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논의에 몰두하여 근래에는 점점 學際的으로도 넓혀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한국 역사 교과서의 기술과 편찬 제도에 관한 여러 문제
등도 아울러 토의되고 있다.1) 이러한 것들은 이후 교과서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하여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후에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필자의 주요 연구 과제인 한국 고대사
에 관한 한국 역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1) 조금 오래 전이지만 2001년 12월 22일에는 <일한합동역사연구 심포지움>이, 2003년 6월 21일에
는 <한일 역사 관련 학회 합동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성과는 歴史學研究會 編,≪歴史敎科書をめ
ぐる日韓對話≫(大月書店, 2004)로 간행되었다. 또 그 후에도 교과서의 기술을 둘러싸고, ひらかれた
歴史敎育の會 編, 2007 ≪『新しい歴史敎科書』の<正しい>讀み方≫ (靑木書店) 등 도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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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대 ≪국사≫교과서의 고조선･漢四郡 기술 내용
을 비교 검토하여 그 변천 과정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일본 고대
사･한국 고대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2)

Ⅰ.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관계 기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한국 고대사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역사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대상으로 하
는 왕조 그 자체와 여러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사료적 한계, 역사 연구의 전제가 되는
제반 역사 자료에 대한 평가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특정 역사
적 대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개개 역사가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는 ≪사회≫, ≪국
사≫ 교과서에서도 자주 눈에 띄는 바이다. 이를 세세한 점까지 헤아리면 꽤 많은 수에
이른다. 이들 하나하나를 들어 깊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것은 이후의 과
제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한국의 역사 교과서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교과
서의 기술에 공통된다고 인정되는 점들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1. 사료의 史實性에 대하여
우선 지적할 것은 사료의 史實性에 대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선 단군조선의 史實性의 문제이다.
≪사회≫ 4-2의 <국사연표>에서는 단군의 초상화와 함께 ‘단군 왕검이 기원 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사회≫ 6-1에서도 그림 1과 같이, 단군의 초
상화를 게재하고 아울러 카드와 같은 형식으로 ‘고조선의 건국’을 정리하여 ‘단군 왕검’
2) 이 글에서 언급하는 한국 역사 교과서는 ≪사회≫ 4-2 (2007년, 초판 2001), ≪사회≫ 6-1 (2007
년, 초판 2002),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중학교용)국사≫ (2007년, 초판 2002),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고등학교용)국사≫ (2007년, 초판 2002)이다. 이하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 4-2, ≪사회≫ 6-1,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로 지
칭한다.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판사명･검정년도를 적을 것인데 市販版
에 대해서는 출판년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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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하였다고 쓰고 있다.
≪(중학교용)국사≫에서는 ‘단군은 이러한 부족
들을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고조
선의 구체적인 건국 연대는 본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권말의 <국사 연표>에는 ‘기원전 2333년
단군,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다(≪삼국유사≫)’라고
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거하여 그 건국 연
대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
≪(고등학교용)국사≫는 ‘≪삼국유사≫와 ≪동국
통감≫의 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역
시 그 건국 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기재하고 있
다. 단군의 건국 기사는 ≪(고등학교용)국사≫에 기
재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삼국유사≫의 기
록에 의하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일 뿐 그것이 史實
인지 어떠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삼
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료 비판･사료 고증이
필요하다. 물론 교과서에 그 같은 사료 비판 과정을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앞의 기술처럼 단군 조선의 건
국 연대를 ≪삼국유사≫에 보이는 단군 신화에서 구
하여 그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기술 방식은, ≪삼국

<그림 1> ≪사회≫ 4-2 연표
(일부 생략)

유사≫에 대한 엄밀한 사료 고증에 근거한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 도출된 결론인지 여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琵琶型 銅劍과 지석묘의 분포 범위를 통하여 고조선에 대
한 정력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3) 이러한 성과에 근거하더라도 ≪삼국유사≫와 ≪제
왕운기≫에 보이는 단군의 건국 기사를 갑작스레 수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
서는, 단군 신화는 평양 지방에 전해진 고유 신앙에 불교･도교적 요소가 가미되어 형성
3) 고조선에 관한 근래의 연구에 대해서는, 노태돈 편, 2000 ≪단군과 고조선≫ (사계절) ; 송호정,
2000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 (푸른역사) 등을 참조. 또 근래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서는 송호정, 2007 <국가별의 연구의 흐름 고조선･부여･삼한>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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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그것을 기록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삼국사기≫(1145년)에 선
행하는 ≪舊三國史≫의 단군 관계 기사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성
립은 문헌상 적어도 11세기 이전으로4), 10~11세기 무렵 거란의 고려 침공 시기에 형성
되어 몽골군의 침입 등 한민족이 큰 수난을 받을 때에 민족 통합의 에너지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그 기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주류이다.5)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한국 고대사 연구자에게 지지 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서로 간에 논의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중학교용)국사≫에
고조선 이해를 위해서 고고학의 성과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적
어도 비파형 동검과 지석묘에 근거한 연구 성과를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
구 성과를 통해 보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기재된 연대를 고조선의 건국 연
대로 설정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와도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것
이다.
≪(중학교용)국사≫는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 37년으로 하고 ≪(고등학교용)국사≫
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이라고 한 다음 그 시기를 기원전 37년으로 하고 있
다. 백제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 모두 기원
전 18년으로 하고, 신라의 경우도 ≪(중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 모두 기원
전 57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에 근거한 것이지만 ≪삼국사기≫가 해당 시
기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신라 중심으로 편찬되어 신라의 건국 시기를 의도적으로 고구
려 이전으로 설정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다는 것6)을 전제로 한다면, 그 내용을 史實인 것
처럼 교과서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중국 사료에서 고구려가 처음 등장하는 기사는 ≪漢書≫ 卷28, 地理志의 ‘玄菟郡【武
帝元封四(前107)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
五.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 …’이며 기원전 2세기 말인 것이다. 백제는 ≪三國
志≫ 東夷傳의 마한의 하나로 伯濟國을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중국 사료에서 확인되는

4)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33
5) 예를 들면 礪波護･武田幸男, 1997 ≪世界の歴史 隋唐帝國と古代朝鮮≫ (中央公論社) ; 吉田光男
編, 2004 ≪放送大學教材 韓國朝鮮の歷史と社會≫(放送大學教育振興會) 田中俊明 編, 2008 ≪朝
鮮の歴史≫ (昭和堂) 등.
6) 末松保和, 1996 <旧三國國と三國史記> ≪朝鮮學報≫ 39･40,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撰
進と≪旧三國史≫> ≪朝鮮學報≫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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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기사는 ≪資治通鑑≫卷 97, 永和 2년(345년)조로 그 후 372년에 처음으로 東晋에
조공하며 동아시아의 국제무대에 등장한다.7) 신라는 ≪三國志≫ 東夷傳의 변진 12개국
의 斯盧國에서 발전한 것으로 ≪自治通鑑≫ 卷104, 太元 2년(377)조에 고구려와 함께 前
秦에 조공한 기사가 전해지고 있어 역시 백제와 마찬가지로 4세기에 성장을 이루어 국

제무대에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중국 사료에서 확인된다는 것일 뿐이며 그 이전에 이
미 흥기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漢 武帝가 현토군을 설치한 배후는 고
구려족을 통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생각되므로8) 건국 시기는 기원전 37년이라고 한
≪삼국사기≫의 기사보다 앞선다.
이러한 문헌 사료에 보이는 고구려･백제･신라의 활동 내용과 ≪삼국사기≫ 건국 기
사의 불일치는 ≪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등학교용)국사≫에서는 보충 설명으로 ‘삼국의 건국 순서’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차례로 건국되었다고 하였으나 중앙집권국
가의 형성은 일찍부터 중국 문화와 접촉한 고구려가 가장 이르다’고 註記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시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접촉이 늦어
져서 중앙집권국가의 형성이 뒤쳐져 버린 것으로 되어 버려 중앙집권국가의 형성에는
외적 요인이 크고 내적 요인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외적 요인
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왜 가장 먼저 건국한
신라가 가장 늦게 중앙 집권화된 것인가라는 소박한 의문이 따라붙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삼국사기≫의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 연대를 소개하면서, 이를 墨守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료 등을 제시하여 그 정합성을 가지고 건국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사료의 史實性의 세 번째 문제점도 또한 ≪삼국사기≫에 보이는 여러 나라, 여
러 왕의 활동 기록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소 세부적인 사례에 속하지만, ≪(중
학교용)국사≫, ≪(고등학교용)국사≫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에서, 고구려가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을 太祖王代(53~146)로 보고 있고 부족적 5部에서
행정적 5部로 변한 것은 故國川王代(179~197)로 보고 있다. 또한 백제에 대해서도 ≪(중
학교용)국사≫와 ≪(고등학교용)국사≫ 모두 古爾王代(234~286)에 한강 유역을 지배하
고 官位 제도 등의 제반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하고 있다.
7) ≪晋書≫ 巻9, 咸安2年 春正月條
8)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2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이들은 모두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 百濟本紀에 의거한 내용으로서 ≪삼국사기≫
의 내용을 되도록 史實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에서의 고대사 연구 성과
를 전제로 편찬된 것일 터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중시하면
서도 중국 사료와 대응되는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 3세기 무렵까지의 기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주류이다. 여기에 ≪삼국사기≫의 사료성에 대한 차이
가 존재한다. 이도 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데, 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太祖大王紀 등
에 대해서는 高句麗 王系 정비 과정에서 후세에 조작된 것이라는 견해도 한일 학자들에
게서 지적되어 있으니,9) 그만큼 이들 王紀에 기록된 기사를 언급할 경우에는 엄밀한 사
료 비판 등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 또 古爾王代의 관위 기사에 대해서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7년(260)조에 보이는 백제 관위 사료가 백제의 관위제의 성립을 전해
주는 확실한 기사라는 보장이 없는 이상, 해당 기사가 ≪周書≫, ≪北史≫, ≪舊唐書≫,
≪通典≫ 百濟傳에 의거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후대에 정비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10)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3세기대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은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삼국사기≫의 기술을 그대로 史實로서 인식하는 것은 주저하
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삼국사기≫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좀 더 신중하여도 좋지 않
을까.

2. 한국 고대사에서의 중국 세력
다음에 다루려는 것은 ‘한국사’에서의 중국 세력에 대해서이다. ≪사회≫, ≪국사≫
어느 것이나 고조선부터 부여･고구려･백제･신라로 이어지는 계보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는 앞의 ≪사회≫ 4-2의 <국사 연표> 등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통상 “고조선은 14세기 이후 이씨의 조선 왕조에
대응하여 부르는 것으로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을 합친 호칭이다. 다만 단군조
선･기자조선은 신화전설의 시대이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면
9) 武田幸男, 1989 <高句麗王系成立の初段階>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노태돈, 2000
<초기 왕계의 구성> ≪고구려사연구≫사계절.
10)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体制> 井上光貞･西嶋定生･甘粕健･武田幸男 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 (學生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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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자면, 위만조선에서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해 방식이 일반적
이다.11) 여기에서 보이듯이 단군과 기자는 실재의 인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단군
에 대한 기술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초등학교의 ≪사회≫에 보이는 데 반해 기자에 대
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중학교용)국사≫의 <도움글>에는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정치적 변화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 문헌에는 그러한 이해가 있었다고 기
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같은 교과서에 ‘문헌 사료가 부족하므로, 고조선의 영토를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사료
도 적고 箕子東來에 대해서도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여 그 史實性에 대해 문제가 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補足’으로 설명하고 말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 똑같이 전설적 요소가 강한 단군조선에 대한 기술이 ≪삼국유사≫
의 기사를 인용하는 등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기자조선에 대한 기사
가 거의 없는 것은 다소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史實性, 사료의 제약, 기자조
선에 관한 기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단군조선의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간결하여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불균형은 이것만은 아닌 듯하다. 왜냐 하면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그러한 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사회≫에는 보이지 않고 ≪(중학
교용)국사≫ 이후에 언급되고 있다. 단군조선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언급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위만조선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고조선이라도 단군조선
이 위만조선보다 학습 상 중요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학교용)국사≫에서는 위만을 ‘燕 지역에서 무리를 이
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왔다’고 하고, ≪(고등학교용)국사≫에서도 그를 중국에서 고조선
으로 온 인물로 하면서도, <도움글>로 ‘위만조선의 의미’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위만이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국호를 조선으로 한 것, 토착민 출신자가 정권의 중추에
다수 존재한 점에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구태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위만조선은 위만을 중심으로 토착의 재지 수장층을 묶은 연합왕국적인 것이었다
고 일찍부터 지적되었는데,12) 그러한 지적에는 수긍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복장, 국
11) 田中俊明 編, 2008 ≪앞 책≫
12) 三上次男, 1966 <朝鮮半島における初期古代國家形成過程の研究>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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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토착민의 존재 등에서 ‘한국계’ 요소를 강조
하는 듯한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위만 자신이 중
국(燕)을 출자로 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
이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단군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만 위만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은 이러한
점과 관련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앞서 말한 기자
도 또 전설상의 인물이라고는 해도 그 출자를 중
국(殷)으로 하여 중국계에 속한다. 그에 비해 단군
은 그와는 달리 이른바 ‘한국계’에 속한다. 개략적
으로 말하자면 중국계보다 한국계가 중시된 것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의 역사적 무대인 현재의 중국
<그림 2> ≪(중학교용)국사≫

동북지방 및 한반도가 중국 대륙에 접해 있는 이
상 한국사는 누차 중국 대륙 정세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중국계 인사의 한반도 유입, 혹은 중국 왕조의 한반도 직접 지배 등 ‘한
국사’에 대한 중국의 관여를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사회≫, ≪국사≫ 속에서 논할 것
인가는, 역사 교과서 편찬상 커다란 문였음에 틀림없다. 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漢 武帝에 의해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및 기원전 107년에 설치된 현토군 등 이른바 漢四郡에 대한 기술이다.
≪사회≫ 4-2의 앞의 연표와 본문에는 한사군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는 ≪사회≫
6-1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용)국사≫에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교과서의
<고조선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 그림 2에도 고구려, 옥저, 동예 등 東
夷 여러 민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본래 거기에 그려져야 할 낙랑군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고등학교용)국사≫에서는 한사군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전부 스물
네 줄로 이루어진 <위만의 집권>이라는 항목 중에 겨우 세 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
나 거기에는 낙랑군과 현토군 등 개별 郡名은 보이지 않은 채, 설치된 군현이 토착민의
저항에 의해 차례로 폐지･철수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 <고조선의 사회>라는 항목 중에는 漢의 군현 설치 이후의 상황으로서 “한의 군현
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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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의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려 하였다’고 기술하여 한의 군현 지배에 의한 악폐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한사군에 대한 기술은 특히 간략하며 적대해야 할 것으로서 묘사되고 서술 항
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학교용)국사≫도 마찬가지로 2~3세기 동이
여러 나라의 상황을 기술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한사군이 일절 확인되지 않는 것
을 보아도 분명하다. 앞서 ‘중국계’의 활동보다도 ‘한국계’가 중시되었음을 지적하였지
만, 그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기술이 일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의 군현에 대한 토착 세력의 저항은 한의 군현이 서서히 폐지되었거나 郡治를 서쪽
으로 철수했던 것을 보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원전 107년부터 고구려의 공격으
로 낙랑 군치가 요동으로 철수한 313년까지 약 400년간 평양에 존재한 낙랑군과 그를
통하여 중국 문명의 일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구려의 흥기에는 현토군에 대한 복속･저항 과정이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도 있
고,13) 낙랑, 대방군의 漢人 세력이 고구려 왕권과 백제 왕권에 받아들여져 이들 여러 나
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므로,14) 그런 점에서 보아도 그들의 동향
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사군이 ‘중국사’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이상 그것을 ≪사
회≫와 ≪국사≫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미 기술한 한
사군의 한국사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고대사 연구자인 강종훈씨도 지적한 것
처럼,15) 그들이 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처럼 ≪사회≫, ≪국사≫에 보이는 ‘중국계’의 기술은 ‘한국계’에 비해 적거나 혹은
거의 무시되는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기술이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사
회≫, ≪국사≫가, 현재의 한국인에 계보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한국계’ 여러 종
족의 동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그것은 ≪국사≫라고 하는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한반도에서 활동하여 ‘한국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
다고 생각되는 여러 민족의 동향이 捨象되고 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사회≫, ≪국
사≫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 ≪국사≫에서는 언제부터 이 같은 기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13) 田中俊明,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앞 책≫
14) 李成市, 1998 <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5) 姜鍾薰,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선사 고대 부
분을 중심으로－> ≪歷史敎育≫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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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역대 중학교･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에서의 고조선･한사군의 기사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조선･한사군 기술의 변용
한국의 역대 중학교용･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한사군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별표 1. ≪국사≫ 교과서에서의 고조선･한사군>이다. 이하 이를 기준으
로 고조선･한사군의 ≪국사≫ 교과서에서의 기술 내용의 변천을 살펴보겠다.16)

1. 단군조선에 대한 기술의 변화
단군조선은 표에 나타나듯이,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 별표 1의 문헌 번호, 이
하 같음)이나 최남선 ≪중등국사≫(문헌 2) 등에 보이는 것처럼 이른 단계에서부터 기원
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되어 있다.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은 단
군이 건국한 조선을 ‘前朝鮮’으로 하여 뒤의 ‘後朝鮮’과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新增東
國輿地勝覽≫ 卷 51･平壤條 등에 보이는, 단군이 건국한 조선을 ‘전조선’, 기자가 건국

한 조선을 ‘후조선’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일 것이다.17)
그런데 50년대가 되면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4)처럼 단군조선의 건국을 단군에
의한 것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채 단군신화에는 해당 시기 사회의 일단이 반영되어 있다
는 기술도 보인다.
60년대에도 역사교육연구회 ≪중등국사≫(문헌 7)와 최남선 ≪국사≫(문헌 8)처럼 단
군에 의해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고 기술한 것도 있지만 위의 책과 같이 단군에 의한
단군조선 건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16)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의 입수에는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선생(佐賀大)의 도움을 받
았다. 여기에 감사의 뜻을 표하여 둔다.
17) 역대의 교과서에는 고조선을 전조선･후조선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하 그를 단군조선･기자
조선･위만조선이라고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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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이것이 단군신화의 줄거리거니와 이를 통하여 보
면 겨레의 조상 또는 국가의 시조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는 우리 先民들의
사상이 여실히 나타나 있으며, 단군이 왕검성에서 나라를 이룩하였다는 것은 사냥과 목
축 생활의 무대인 산악 지대를 벗어나 농사에 알맞은 강가로 내려온 것을 말함이니 이
는 농경 시기에 이르러 정착적인 부족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는 신석호 ≪국사≫(문헌 14)에서도 확인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의
신화(=단군신화)는 역사 사실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여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11)처럼 단군신화
에서 사람들이 수렵 생활에서 農牧생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읽어 내어 단군조선 사회
의 한 측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단군신화를 곧바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거기에 단군조선의 시대 상황
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기술은, 한우근 ≪국사≫(문헌 15)와 민영규･정형우 ≪국사≫
(문헌 16)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70년대에 편찬된 ≪국사≫ 교과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욱･차문섭 ≪국사≫ 문헌 17). 그리고 단군 왕검의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이라고 하는 이해가 이루어져 단군조선은 제정일치 사회였다고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배후에는 앞서 본 것처럼 단군신화를 곧바로 史實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는 인식이 존재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교과서의 기술을 보자면 80년대 이후에
변해 가게 된다. 즉 82년에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문헌 26)에서는 ≪삼국
유사≫의 단군조선 건국 기사를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여 단군에 의한 조
선 건국을 史實로 간주하여 그 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 후
의 ≪국사≫에도 계승된다.
이렇게 본다면 단군에 대한 기술은 80년대에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다. 다만 단군에 의한 조선 건국을 史實로서 간주하려는 인식은 그 이전인 50･60년대에
도 확인되는 것이어서 80년대 이후 단군신화･단군조선에 대한 이해는 50･60년대의 단
군에 대한 이해의 계보에 정립시킬 수 있다.

2. 기자조선에 대한 기술의 변화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에는 ‘後朝鮮’에 대한 기술은 확인되지만 건국자로서
기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箕子東來說에 대한 불신감, 기자의 출자가 殷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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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계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국사≫에서는 기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고 하는 선택지도 존재하였겠지만, 40~50년대에 걸쳐 ≪국사≫는 기자의 동래 전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석호 ≪중등국사≫(문헌 3)에서는 기자가 실제로 동래하였다고 보는 것
은 곤란하다고 하며 ‘한족은 위만의 침입으로부터 낙랑의 멸망까지 500여 년 동안 반도
일각에 뿌리를 박고 우리 민족과 서로 싸운 까닭에, 낙랑의 한인들은 평양 일대의 점령
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기자가 이 땅을 개척하였다는 말을 지어낸 듯하다.’고 하여 기
자동래설이 후세에 漢人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상기 ≪국사≫(문
헌 4), 조좌호 ≪중등국사≫(문헌 6), 역사교육연구회 ≪중등국사≫(문헌 7) 등에도 보이
는 이해 방식이다.
이처럼 40~50년대에는 기자동래설이 후세에 漢人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되어
그 史實性이 적극적으로 부정된다. 이는 자료 비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테지만 ≪史
記≫ 卷38 宋微子世家에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 …’ 등에 있는

것처럼 기자가 조선의 왕으로 책봉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이상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국사≫ 집필자들의 문제 관심과도 크게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그만큼 40~50년대의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기자 동래 전설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60년대 중반부터 기자 동래는 처음부터 전설로서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은 해
석 때문인지 거의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 겨우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문헌
27)의 주에 ≪史記≫, ≪漢書≫地理志, ≪삼국유사≫ 등에 기자의 동래 전설이 보이지
만 史實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당연히 그 때까지 기자 동래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기자 동래 전설의 조작 과정에 대한 기사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처럼 기자는 6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에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3. 위만조선에 대한 기술의 변화
위만조선의 건국자인 위만에 대해서는 ≪史記≫ 朝鮮傳에 ‘朝鮮王滿者, 故燕人也’라
고 되어 있어 위만에 대해서도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를 어떻게 ≪국사≫에 정립시킬 것
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남선 ≪중등
국사≫(문헌 2)일 것이다. 여기서는 ‘시방부터 2,100년 쯤 전에 오래 지나에 들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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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나인의 성질을 잘 아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거늘 나라에서 지나인에 관한 문제를
그에게 휩쓸어 맡기었다’라고 하여 위만은 본래 고조선 출신이었는데 燕에 거주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똑같이 최남선이 집필한 ≪고등국사≫(문헌
5)에서는 위만을 ‘燕에 가서 관리가 되었다’고 하며 ≪국사≫(문헌 8)에서도 위만을 ‘오
래 연에 있어서 중국인의 성질을 잘 아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위만을 고조선 출신이
라고 함으로써 위만조선을 ≪국사≫에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60년대가 되면 그가 중국을 출자로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홍이
섭 ≪우리나라의 문화사≫(문헌 10)와 같이 위만의 출자를 구체적으로 ‘燕人’이라고 쓰
지 않는 기술이 보이게 된다. 이는 ≪국사≫에 燕을 출자로 하는 위만의 활동을 쓰는
것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리라.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문헌 29)의 주에서는 위만이 고
조선에 입국할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 그를 ‘연 나라에서
살던 조선인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40~60년대 최남선의 주장
과 흡사하다. 이러한 위만에 대한 해석은 동시에 위만의 자리매김이 ≪국사≫ 집필자들
에게 문제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것이지만 위만과 위만조선의 기술
은 단군 관련 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적다고 생각된다.

4. 한사군에 대한 기술의 변화
마지막으로 한사군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漢의 군현이었기 때문에 기자나 위
만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국사≫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 ≪국사≫ 편찬자에
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진단학회 ≪국사교본≫(문헌 1)에서는 본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附】’를 설정하여 거기에서 낙랑을 중심으로 재래문화와
漢文化가 혼합되어 ‘낙랑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준 영향은

적지 않다고 논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사군은 본문에서 논술되게 되는데, 한사
군의 설치 지역이 그림으로 제시되고 그 변천, ‘낙랑문화’의 설명, 그것이 동이 여러 종
족에게 준 영향 등이 서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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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헌 4의 한사군 그림

<그림 4> 문헌 4의 낙랑군･대방군 그림

예를 들어 김상기 ≪고등국사≫(문헌 4)에서는 한사군과 대방군이 그림으로 제시되며
거기에서 출토된 銘文塼과 유물 등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와 함께 ‘낙랑은 뒤의 대방과
함께 동방 세계에서 문화교류의 커다란 중심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여 그와의 교류를 통
하여 한반도의 여러 종족은 수준 높은 漢의 문화를 받아들여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였
다고 한다. 또 역사교육연구회 ≪고등국사≫(문헌 12)에서는 한사군이, 첫째로 정치적으
로 토착종족의 자각을 촉진하고 부족국가로 발전시켜 고대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된 것,
둘째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로 발달된 중국의 사회 제도가 재지 사회를 자극하여 발달을
초래한 것, 셋째로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 등으로부터 한사군이 ‘우리 민족에 영향을 주
어 우리나라의 문화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적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첫째, 한사군의 설치로 민족의 자
각이 촉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최남선 ≪중등국사≫(문헌 2)에도 있듯
이 일찍부터 명시된 것이었다. 이는 한사군의 설치가, 이미 서술한 것처럼 한반도의 여
러 종족의 부족국가 형성, 고대국가 형성의 원동력으로서 이해된 바도 있지만 漢에 의한
조선 지배라는, 이민족의 자국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랑문화’ 등 한문화의 영향으로 조선 민족 고유의 순박한 풍속을 잃어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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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좌호 ≪중등국사≫(문헌 6), 최남선 ≪국사≫(문헌 8) 등에서
확인되는데 한사군 설치와 그에 따른 한문화의 유입에 대한 비판이다. 한사군이 재지 사
회에 미친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낙랑문화’를 소개하면서도 그를 ‘한의 문화’라고 하여 한국 고대 여러 종족의 문
화와 구별하는 점이다. 한우근 ≪국사≫(문헌 15)는 그와 같이 해석한 다음 그로 인해 한국
민족의 문화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이상욱･차문섭 ≪국사≫(문
헌 17)와 변태섭 ≪국사≫(문헌 18) 등에도 확인되며 70년 전후부터 등장한다.
이처럼 70년대 이래 차츰 한사군과 낙랑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한사군과 거기서 개화한 ‘낙랑문화’를 한국 민족의 역사･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계없지는 않다.
그리고 문교부 ≪국사≫(문헌 23) 이래 그때까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언급되어 온 한
사군･‘낙랑문화’에 대한 기술은 점차로 적어진다. 문교부 ≪국사≫(문헌 23)에서는 한사
군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되고 기술 분량도 한 쪽의 절반 정도가 된다.
더욱이 문교부 ≪국사≫(문헌 24)에는 ‘한군현의 변천’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기재되어 있던, 한사군이 동이 여러 종족에게 준 영향과 한국사에서의 의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80년대에 간행된 문교부 ≪국사≫(문헌 26)에서는 한사군에 대해 ‘그 후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세력을 뻗쳤으나 우리 민족은 계속 항쟁하여 그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는 기술만 있게 된다. 이는 본문에서 겨우 세줄이다. 당연히 종래 교과서 본
문과 그림에 열거되어 있던 낙랑군･현토군･진번군･임둔군이라고 하는 개별의 군명과
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낙랑군 등 한사군 경시는, 낙랑
군이 설치되어 있던 시기의 동이 여러 종족의 분포도에 낙랑군 등 한사군이 보이지 않
는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가 되어 한사군의 위치는 극히 작아진 것
이다.
이는 9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확인된다. 1996년에 간행된 문교부 ≪국사≫(문헌 28),
문교부 ≪국사≫(문헌 29)도 한사군에 대한 기술이 어느 것이나 겨우 세줄에 지나지 않
는다. 그리고 이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현재에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 역대 ≪국사≫ 교과서의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 기술의 변천에 대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략,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는 데 비
해 기자조선은 당초부터 거의 일관되게 교과서에 보이지 않는다. 또 기자의 동래 전설에

26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대해서는 40~50년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기술이 보이지만 머지않아 보이
지 않게 된다. 한편 위만조선의 건국자 위만에 대해서는 조선인이면서도 燕에 거주하다
가 다시 귀국하였다고 하는 지적이 40~50년대에 이루어지고, 근래 다시 한 번 확인되게
된다. 이처럼 교과서의 기술이 변화하여 왔지만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한사군에 대한 기
술이다. 종래 그에 대해서는 ‘낙랑문화’와 함께 기술되었지만 70년대 중반 이래 거의 보이
지 않게 되고 또 군명과 위치를 기록한 그림도 사라져버린다. 이처럼 큰 틀에서 ≪국사≫
교과서에서 ‘중국계’의 기술은 서서히 감소하여 간다. 이러한 변화가 해당 시기 한국에
서의 한국고대사 연구의 동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점은 이후의 과제이지만
이러한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국사≫ 교과서가 작성된 것이다.

Ⅲ.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1. 신화 기술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하여, 근년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논급하였는데 이어서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검증하고자 한다. 원
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도 있고, 필자의 전문 분야도 아니라서 여기서는 한국
의 역사 교과서에서 지적한 신화의 문제와 한국고대사에 관련되는 부분의 기술에 한정
하여 논의할 것임을 밝혀 둔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교과서 각각의 한국 고대사에 관한 기술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한국 고대사의 기술 경향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세계사B･일본사B의 한국 고대사 기술을 살펴보면 대개 세계사B에서의 기술
이 매우 적은 것을 엿볼 수 있다. 세계사B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의 역사를 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한국 고대사에 관한 부분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별표 2는 한국 고대사에서 일찍부터 유명한 ‘광개토왕비’에 관한 중학･고등학교의 역
사 교과서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년의 고교 교과서 중 일본사B에서는
2003년 검정의 三省堂 ≪日本史改訂版≫･東京書籍 ≪日本史B≫를 제외하면 모두 ‘광개
토왕비’에 대한 기술과 사진이 확인되는 데 반해, 세계사B에서는 일부 교과서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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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부분은 ‘광개토왕비’에 대한 기술이 없고 사진을 게재한 것은 전무하다. 이는 ‘광개
토왕비’에 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 고대사에서 중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래 ‘세계사’의 일부를 구성해야 할 고구려의 자료 ‘광개토왕비’가 세계사보다 일본사에
서 중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향은 ‘광개토왕비’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 전
반에 걸쳐 확인되며 이는 중학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고
대사가 세계사 속에서 상세히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는 데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 고대사 기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점검하여 보면, 한국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검
토가 필요한 표기가 확인된다.
첫째로, 단군 신화와 관련하여 언급한 신화의 문제이다. 별표 3과 같이 현재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 중에는 ≪新編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05년 검정), ≪中學生の社會科
歴史≫(日本文教出版, 2005년 검정), ≪中學社會 歴史≫(教育出版, 2005년 검정)처럼 신

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 한편,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
년 검정), ≪中學生の歴史≫(帝國書院, 2005년 검정), ≪中學社會歴史的分野≫(日本文教
出版, 2005년 검정), ≪中學社會歴史的分野≫(大阪書籍, 2005년 검정), ≪わたしたちの中學
社會 歴史≫(日本書籍, 2005년 검정), ≪新中學歴史≫(清水書院, 2005년 검정) 등과 같이

신화를 다루는 것도 있다. 이 중 ≪中學生の歴史≫(帝國書院, 2005년 검정)는 ‘天孫 강림
의 신화’로서 일본의 니니기(ニニギ)의 강림과 고구려의 해모수의 강림을 소개하고 그 유
사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모수는 고구려 신화가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출자인
부여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고구려의 신화로 소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
년 검정)를 제외하고는 위의 신화를 다룬 교과서에서, 신화에 관한 기술은 간단하게 신
화 내용의 抄譯이 소개된 칼럼적인 것으로 분량도 결코 많지 않다. 이는 신화의 史實性
이 문제시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합계 3쪽에
걸쳐 신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한 군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의 것은 <선조님의 선물 神武天皇과 東征 전승>이며 두 번째 것
은 <선조님의 선물 일본의 신화>이다. 전자는 제목 그대로 진무천황의 동정을 설명한
것이며 후자는 <이자나기노미코토(イザナギの命)와 이자나미노미코토(イザナミの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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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와 스사노노미코토(スサノウの命)>,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
主命)와 니니기노미코토(ニニギの命)>의 3부로 구성되어 각각 신화의 내용을 소개한다.

또 <선조님의 선물 神武天皇과 東征 전승>은 <야마토(大和) 조정과 고분 시대>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야마토 조정> 사이에 배치되어 야마토 조정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 과정과 연결하여 소개되어 있으며, <선조님의 선물 일본의 신화>는 <平城京의 조
영과 奈良 시대>와 <율령 국가와 大佛 건립> 사이에 있어 ≪古事記≫, ≪日本書紀≫의
편찬과 관련지어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등이 이에 앞서 집필한 ≪市販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
版≫(扶桑社, 2005)에도 <읽을거리 칼럼 神武天皇의 東征 전승>과 <읽을거리 칼럼 일

본의 신화>가 확인되는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와 비교하여
보면 기술 내용이 몇 군데 자구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배치 장소도, <神武天皇
과 東征 전승>이 <야마토 조정과 고분의 확대>와 <야마토 조정과 동아시아> 사이에,
<일본의 신화>가 <奈良 시대의 율령 국가>와 <飛鳥･天平의 문화> 사이에 있어서,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가 야마토
조정에 의한 통일과 국가 형성 과정에, 후자가 ≪古事記≫, ≪日本書紀≫의 편찬과 관련
지어서 논의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의 신화 기사는
≪市販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扶桑社, 2005)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후
지오카씨도 관여한 것으로 이보다 앞선,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외, ≪中學社會 新しい歴
史教科書≫(扶桑社, 2001년 검정)판에서도 신화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신화의 게재에 대

해서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변화된 부분도 확인된다. 신화의 내용을 전하는 곳이 ≪市販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扶桑社, 2005)에서는 <읽을거리 칼럼>이었는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
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선조님의 선물>로 바뀌어 있다. 같은 책의 설명에 따르면

<선조님의 선물>은 ‘일본의 풍토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정보도
능숙하게 이용하여 만들어 낸 지혜와 문화, 전통의 이야기’라고 한다. 신화가, 여기에 소
개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선조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여도 좋은지 의문이며, 이에
서 보자면 신화의 취급이 보다 중시된 듯한 인상을 준다.
어쨌든 신화에 관한 교과서의 분량으로 보아, 또 이 책만이 다른 역사 교과서에는 보
이지 않는 神武東征傳承과 이자나기노미코토, 이자나미노미코토 등의 신화를 비교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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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가 신화
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다른 교과서에
서는 신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든가 언급하여도 극히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이기 때문
에, 이는 오히려 예외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한, 이것이 이 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고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신화의 기술은 어떠할까. 중학의 역사 교과서의 경우,
≪古事記≫･≪日本書紀≫와 관련하여 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확인되지만 고교의
역사 교과서의 경우, 필자가 아는 한, 아래에 지적하는 교과서 이외에는 모두 신화의 내
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最新日本史≫(明成
社, 2002년 검정)이다. 신화는 <제 1장 고대 국가의 형성>, <통일 국가의 성립>의

<일본의 건국 전승> 중에서 <일본의 통일 국가로의 움직임>의 <중요한 단서>로 자
리매김 되어, 神武東征傳承, 崇神天皇代의 오비코노미코토(大彦命) 등 4 장군의 파견, 야
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의 구마소(熊襲)･에미시(蝦夷) 토벌이 본문에 적혀 있고
<일본의 국토 창세 신화[國生み神話]>가 칼럼으로 소개되어 있다.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가 칼럼으로 신화를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여기에서는 신화의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또 神武東征傳承만이 아니라 崇
神天皇代의 4 장군 파견 등도 소개되어 있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와 비교하여 꽤 상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책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화의 내용을 본문에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이 교과서뿐으로 다른 교과서는 전혀 신화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에서 보자면 이것도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화를 중시하는 역사 교과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
여도 이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 이들 교과서는 史實이 아니라고 단정한 다
음 신화를 일부러 게재하고 있는 것인데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
정)에서는 신화를 소개한 다음,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스사노노미
코토(スサノウの命)･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의 ‘성장 모습을 조사하여 보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모시고 있는 현지의 神社에 대해 조사하여 보자 등을 적어 보다 깊이
신화에 대해 검토할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신화를 소개한다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
으로 이해･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最新日本史≫(明成社, 2002년 검정)에는 본문
에서 神武東征만이 아니라 崇神天皇代의 4 장군 파견 등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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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말한 것처럼 다른 교과서에서는 신화는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간
단한 설명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학･고교의 역사 수업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史
實로 인정하기 어려운 신화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이에 대한 역사학회의 지적･비난을 받아들
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로 교과서의 신화 기재에 대해서는, 2001년 간행된 ≪新し
い歴史教科書≫(扶桑社) 이후 역사학자들이 문제시하여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다.18) 즉,

신화･전승의 게재는 일본 역사의 기원이 천황 통치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
데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신화･전승은 萬世一系를 강조하여 근대 국가의 군주
로서의 정통성을 확인하려 한, 근대 일본의 현실적 과제를 배경으로 국민의 신화로서 새
로운 의미를 가지고 소생한 것이다. 또 ≪古事記≫, ≪日本書紀≫의 신화는, 7~8세기
초 고대 율령 국가를 성립시킨 지배자가 스스로의 정통성의 근원을 신의 시대에서 구하
려한 것이므로 ≪古事記≫, ≪日本書紀≫에서 ‘민족’의 역사를 찾을 수는 없다는 비판이
다. 이러한 지적은 기본적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神武東征 전승에 대해 ‘고대 일본인의 이상을 담아서 표현’
된 것으로 ‘고대 사람들이 국가와 천황에 대해 지니고 있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굳이 알려 두고 있다. 일본의 신화도 ≪古事記≫･≪日本書紀≫ 편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神武東征 전승은 야마토
조정의 국내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고, 앞서 주장처럼 일본의 역사가 천황 통치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듯한 표기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역사학자의 비판을 받아들여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지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여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最新日本史≫(明成社, 2002년 검정)도 또한 ≪新しい歴史教科書≫(扶
桑社, 2001) 간행 후 역사학자의 신화 게재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이 있은 다음에 간행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교과서에서는 신화를 다루지 않거나 다루어도 극히 간단히 표기하는 데 머무
르고 있음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신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며 또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화의 게재를 포함하여 이

18) 李成市, 2001 <古代史の問題点は何か> 小森陽一他 編, ≪歴史教科書 何が問題か—徹底検証Q&A
—≫ (岩波書店) ; 同, 2004 <日韓歴史教科書の古代史叙述をめぐって—新しい歴史教科書と國定
國史教科書を中心に> 歴史學研究會 編, ≪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對話≫ (大月書店)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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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2. 고대 한일 관계사 기술에 대하여
두 번째 문제점은 고대 한일 관계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이다. 전후 일본의 한국 고
대사･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에서는 戰前에 주장되던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 남부 지배에
대해서 정력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이러한 이해가 부정되어 있다. 교과서의 기
술도 이러한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 남부 지배의 상징인 임나일
본부는,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要說日本史≫1971년 검
정판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후 같은 출판사의 ≪詳說日本史≫에서는 1981년
검정판, 같은 출판사 ≪要說日本史≫에서는 1988년 검정판까지,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의 ‘가라(임나)’를 ‘세력 하에 넣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표기
는 보이지 않고 ‘그곳(가라(임나) : 이노우에)을 거점으로 하여 고구려 세력과 대항하였
다’(≪詳說日本史≫1983년 검정)고 표기가 바뀌게 되었으며, 같은 책 2006년 검정판에서
는 ‘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하책을 추진하자 한반도 남부의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가야(가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왜국(야마토 정권)도 고구려와 다투
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다른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교과서 중에는 여전히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에 거점을 구축
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듯한 인상을 주는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확인된다.
그런 것으로, 우선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를 들 수 있다. 같
은 책에서는,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이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라는 곳에 거점을 구
축했다고 생각된다’고 하고 또 ‘562년 마침내 임나는 신라에 멸망하여 야마토 조정은 조
선에서의 발판을 잃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2005년 검정의 다른 중학교 역사 교과
서에서는 왜가 ‘가라(임나) 지방의 나라들과 연결’하여 고구려와 대항하였다[≪新編新し
い歴史教科書≫ (東京書籍)], ‘가라(가야)와의 연결을 강화하여’고구려에 대항하였다[≪中
學生の歴史≫ (帝國書院)], ‘한반도 남부와의 관계를 심화하였다’[≪中學社會歴史≫ (教
育出版)],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쳤다’[≪中學生の社會科歴史≫ (日本文教出版)]라는

표기로 비교적 간결한 데 반해,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09년 검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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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과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임나’ 멸망까지 적혀 있어서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이 책이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 진출 과정을 중시하
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광개토왕비’ 등에서 분명하듯이, 왜국의 군대가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야마토 조정이 4세기 후반에 ‘임나(가라)’에 거점을 구축하
였다고는, 오늘날 한일 고대사･가야사 연구 수준에서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러한 이해의 전제가 되는 사료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문제이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
는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이 이 책에 앞서 나온
≪中學社會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
년 검정)에도 확인되어 그에 대해 한국 고대사 연구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었음19)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일관되게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학의
연구 성과가 거의 무시되어 있는 것이어서 역사가는 이점을 경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교과서에서 역사학의 성과가 반드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
하였지만,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한일 역사학계의 공통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 여러 나라의 관계에 대한 표기에서 주의가 필요
한 교과서가 존재한다. ≪日本史B≫(實敎出版, 2007년 검정)는 신라에 의한 가야 여러
나라의 지배의 주에, ‘≪日本書紀≫에서는 562년에 신라가 임나일본부 또는 官家를 멸
망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부라는 말은 이 무렵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관가라고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관
가’는 실재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고대
사･고대 한일 관계사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반도 남부에 일본 천황의 직할
지인 ‘관가’가 존재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이러한 기술은 문제일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임나4현 할양’에 관한 표기이다.
별표 4는 이를 정리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實敎出版, ≪日本史B≫ (實敎出
版, 2007년 검정)는 오토모노 가나무라(大伴金村)의 실각에 관한 주에서, ‘야마토 정권은

512년에 백제의 가라(임나) 4현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하였는데 가나무라는 이와 관련하
19) 李成市, <古代史の問題点は何か> 小森陽一他 編, ≪歴史教科書 何が問題か—徹底検証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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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뇌물을 받았다고 비난을 받아 실각하였다고 한다’고 하여 야마토 정권이 ‘가라(임나)
4현’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같은 출판사 ≪高校日本史B≫(2007년
검정)도 ‘백제는 왜국으로부터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왜국
에 五經博士를 파견하였다’고 표기하여 역시 백제가 왜국에게서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승인 받았다고 한다. 또 같은 책 본문의 그림 설명에는 512년에 ‘백제가 양도
받은 가라의 4현’이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 ‘양도하여 준’ 주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가라’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라’가 백제에 대해 ‘가라 서부(임
나 4현)’를 ‘양도’하여 준 것이라면 왜 그러하였는지, 그렇게 되기까지의 경위가 필요하
다. 대체로, 왜국이 백제의 가라 4현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본문을 참조하자면
이는 ‘왜국이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이처럼 백제의 ‘임나 4현’에 대한 지배를 왜국이 승인하였다고 하는 표기는, 이
것 이외에도 2007년 검정본에서는 ≪日本史B≫(三省堂), ≪新日本史≫(山川出版社)에서
도 확인되며 그 이전의 것으로는 2002년 검정의 ≪最新日本史≫(明成社), 2003년 검정의
≪新日本史≫(桐原書店) 등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전적으로 왜국이 한반도 남부의 귀속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되
어 백제의 ‘가라’ 지방으로의 영토 확대에는 왜국의 승인이 필요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확실히 근래 ‘임나 4현 할양 기사’는 백제로부터 왜국에게 백제의 전남 지역의 일원적
지배를 승인하고 협력하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20) 그러
나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영산강 유역에 왜인과 그 자손인 倭系人이 일정 거주하여
백제-영산강 유역-왜국을 잇는 교역 활동을 행하고 있었으며 영산강 유역이 왜국과 밀접
한 관계가 있어 이 지역이 백제 지배 하에 들어가자 倭人系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야마토 조정에서 크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하는 전제
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설명 없이 왜국이 백제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고만 적는
것은, 앞에 말하였듯이 왜국이 당시 한반도의 지배 귀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듯한 오해를
주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이해의 한편에는 ‘임나 4현 할양’은 ≪日本書紀≫에 있는 것처럼 512
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제의 웅진 천도(475년) 이후 장시간에 걸쳐서 영유
하여 온 것을 ≪日本書紀≫적인 표현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서,21) 이에 대해
20)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譲｣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 歴史學･地理學≫ 39
21) 田中俊明, 2008 <いわゆる｢任那四縣割譲記事｣の新解釋> ≪第20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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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후 학계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 때문인지 ‘임나 4현 할양’을 직접 언명하
지 않은 ≪高校日本史改訂版≫(山川出版社, 2007년 검정)･≪日本史B改定版≫(淸水書院,
2007)과 백제의 해당 지역 지배권 확립은 보여주면서 왜국이 그 영유권을 인정하였는지
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하는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6년 검정)도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이상 여기까지 한국의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기술 내용의 변천에 대해 논술하고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신화･한국 고대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 언급하여 한일 양측의 교
과서에 현재의 역사학의 연구 성과에서 보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한국 고대사･일본 고대사에 대한 양국 학계 또는 연구자 개개인의 견해 차이
에 의한 것도 적지 않게 있다. 이 점은 역사학계의 문제로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계속
하여 논의해 갈 필요가 있으며, 그만큼 해당 부분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면서 보다 신중한 기술 태도가 요구된다. 또 그와 함께 연구 성과의
피드백을 비롯하여 역사학계와 교과서 작성자 사이의 한층 더 긴밀한 연계가 중요할 것
이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역사학계
의 성과와 지적이 몇 번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
은 것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역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의견이 제출되
어 통일적인 견해를 보지 못한 것도 수많이 존재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교과서가 집필되
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인 이상, 역사
교과서는 신념 등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료 비판과 철저한 문헌 고증에서 도출된 논의
를 기초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그것을 필수 작업으로 하여 연구를 진전시
켜 온 역사학의 성과가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 연구자는 역사학 연구의 심화뿐만이
아니라 역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의 작성을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을 결코 소홀

交流會子稿集≫ (朝鮮古代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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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새삼스레 이를 필자 스스로의 경계로 삼고 또 이를 항상 의
식하면서 이후의 연구를 진행해 갈 것을 약속하며 이 졸고를 마치고자 한다.

간행
연도

≪高等國史≫ 1957

≪高等國史≫ 1957

4

5

思潮社

章旺社

東方
文化社

≪中等國史≫
1948
（中學校用)

3

2

집필자

崔南善

金痒基

申奭鎬

崔南善

箕子

衛満

後朝鮮 準王 때에 일찍이
기술 없음
歸化하여 西部 國境 땅에
＊'後朝鮮'도 인정되지 서 세력을 모두고 있던 燕
만 건국자의 이름 없 人 衛滿에게 나라를 잃고
말았다(國紀 2140, 西紀前
음
194)
衛満 '시방부터 二千百年
쯤 前에 오래 支那에 들어
가 있어서 支那人의 성질을
단군왕검이 평양에 건국＝4280年前
잘 아는 衛滿'이라 인물이
고국에서 지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
기자동래설에 대해서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설한 국 는, 낙랑 한인이 평양 기원2140(前194)에 燕人 衛
가. 옛 기록에 의하면 서기 전 일대의 점령을 합리화 滿이 침입, 衛満朝鮮이 성
2333년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 하기 위하여 기자가 립/衛満은 燕人, 조선에 망
한다.
조선을 개척하였다는 명
말을 지어낸 듯하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자조선은 先秦文獻
그것을 곧바로 史實로 보지 않고 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는 우리 漢人의 정략적 의도에
先民들의 사상이 여실히 나타나 서 지어진 말이 아니
있으며' 단군이 왕검성을 쌓았다 면 중국의 영향 밑에 위만은 연에서 망명
는 것은 사냥과 목축 생활을 무대 서 '후조선' 계통의 사
로 한 산악지대를 벗어나 농경 사 람이 기자를 그의 조
회가 되어 정주 생활을 한 것을 상이라 하여 받든 것
이 아닌가 한다.
보여주는 것이다.
단군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原史 기자…君長의 새로운 위만은 '연에 가서 관리가

檀君

檀君王儉께서 平壤(王儉城)을 中
心으로 맨 처음에 나라의 터를 닦
軍政廳
震檀學會
으셨다(國紀元年은 西紀 前 2333)
文敎部
＝前朝鮮

출판사

東明社

≪中等國史≫

≪國史敎本≫ 1946

서명

1947

1

번호

별표 1. ≪국사≫ 교과서의 古朝鮮･漢四郡

【漢 군현의 변천과 그 영향】漢四郡
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정치적으로
는 부족국가였는데 중앙집권제를 채용/
민족적 의식을 자각／낙랑은 뒤에 나타
나는 대방군과 함께 동방 세계의 문화
교류의 커다란 중심／漢의 문화를 받아
들여 자신들에게 맞게 발전시켰다／중
국의 철기문화의 영향은 커서 철기 시대
로의 돌입을 촉진
군현의 이름, 설치 장소 등의 그림 있음

낙랑문화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
하였는가?'라는 항목에서 낙랑이 약 400
년 존속하였고 중국의 문화가 유입, 낙
랑문화가 우리의 고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토의 자각을 촉진하였다

楽浪 支那本国의 進步한 文物과 朝鮮
本土의 豊富한 物資가 合하여 찬란한
文化를 만들어내었다→조선인의 민족과

≪漢의 四郡≫은【附】로 기재.
"이 樂浪(平壤 一對)을 中心으로 在來
文化와 漢文化가 交流하여 이른바 樂
浪文化가(樂浪遺跡) 發達하였으며 이
文化가 우리 南北 여러 나라에 끼친바
影響도 적지 아니하였다."

漢四郡

※【 】는 교과서의 항목

9

歷史敎育
硏究會

曺佐鎬

東國
文化社

申奭鎬

1962 民衆書館 崔南善

≪國史≫(中學
1965
校用)

≪國史≫

正音社

≪中等國史≫
1960
（中學校用)

7

8

英知
文化社

≪中等國史≫
1959
（中學校用)

6

(高等學校)

옛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은 단군
기술 없음
이 세운 나라로 서기 전 2333년

서기 전 194년 燕人 위만 四郡에 대한 기술은, 위만조선을 멸망시
이 고조선과 예맥·진번·임 켜 사군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부분뿐이

→다만 이로 인해 '本住民의 민족적 자
칭호/기자조선은 단군
각'에 의해 반항이 치열해졌다／'찬란한
조선의 후신으로 등장 되었'는데 조선에 돌아왔다 낙랑문화'가 韓民族에 큰 영향을 주어 '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
한 새로운 정치적 사 →건국
켰다'／'사회제도가 우리 사회를 눈뜨게
회
한 부분은 많다
【한사군의 설치와 우리 동포의 반항】
※四郡의 이름 설명
【낙랑문화와 그 영향】중국의 진보된
전설에 따르면 殷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낙랑문화가 형
기자가 조선으로 동래
天帝의 손, 단군왕검이 기원전
위만 : 漢에서 망명하여 귀 성되었다→'찬란한 낙랑문화는 우리 나
→믿기 어렵다. 漢族
2333년 10월에 건국
화
라만이 아니라 왜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
의 조선 지배를 위해
었다' ※한자문화와 정치제도, 선진문화
조작된 것
가 국가 형성 단계 돌입에 기여, 다만
순박한 풍속을 잃게 되고 사대사상이 싹
을 틔우게 되었다.
기자조선이라는 사회
四郡설치 →漢族의 지배에 의해 맹렬
가 등장→기자조선은
단군이 약 4300년 전에 건국 '단
燕人인 위만'이 기자조선에 한 민족 저항이 일어났다 →단, 이는 '
후대에 조작, 실제는
우리 나라 민족문화와 사회의 발달에 크
군은 고조선의 시조'
망명
기자조선은 고조선이
게 공헌하였다'
발달한 이후의 것
한의 군현과 민족의 자각'【사군설치】
→군현에 대항하는 조선인. 중국의 문
기자조선의 항목 있음. 오랫동안 연나라에 살아
화가 도입되고 조선본토의 풍부한 물자
다만 기자는 단군이 중국인의 성질을 잘 아는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4289년
와 융합하여 찬란한 문화가 형성/이 시
고쳐진 '개아지'라는 위만이 조선으로 돌아왔다.
전＝前2333年
기 우리나라의 문화는 중국인의 문화를
이름으로 태양의 아들 위만＝조선인으로 연나라
받아들여 우리 나라 문화를 형성하였는
에 거주한 인물
을 의미한다.
데 그 반면 그에 따라 고유의 아름다운
풍속을 잃게 되었다.
를 전설적으로 묘사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사천수백년 전에 단
군조선이 다스리는 고조선이 존
재/단군은 왕의 고유명이 아니라
司祭

章旺社

≪國史≫(中
1967
또는 高?)

≪高等國史≫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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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신화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
니는 여러 종족들이 일찍부터 널
홍이섭 리 동북아시아 일대에 분포/제정 기술 없음
일치를 행한 것이 단군, 그가 이
룩한 나라가 고조선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는
우리 先民들의 사상이 여실히 드
金痒基 러나 있으며, 단군이 왕검성에서 기술 없음
나라를 이룩하였다는 것은 사냥
과 목축 생활의 무대인 산악 지대
를 벗어나 농경사회가 되어 정주
생활을 한 것을 표시
위만이 중국에서 망명하여
온 사람들을 이끌고 고조
선을 멸망시켰다고 한다.
※위만이 燕人이라는 기술
없음.

위만이 도망하여 조선에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위만인 燕人이라는 기술
없음.

둔·을 멸망시키고 '위만조
선'을 건국

四郡설치→【한군현의 영향】漢族의
침략에 의해 민족의식 고양/낙랑은 나중
에 나타나는 대방군과 함께 동방세계 문
화교류의 커다란 중심

【한군현의 문화와 그 영향】漢四郡은
제정일치의 사회에서
'우리 민족으로서 이민족지배를 강요 받
제정이 분리된 사회로
되었는데 이를 韓氏朝
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歷史敎育 단군신화는 제정일치를 표시하는
위만조선 중국에서 망명해
鮮이라고 한다'(옛 기
敎友社
반면 거기서 얻은 영향도 적지 않다. 그
硏究會 고조선 부족국가의 건국 신화
온 인물
록에서는 기자조선이
영향의 첫번째는 정치적으로 토착 종족
라고 쓰고 있다)', '단
의 대두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민족의
군조선과 한씨조선은
지배는 토착민을 자각하게 하여 그 통치

正音社

1965

≪우리나라
문화사≫
(高等國史)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 '중국의 전국
시대에 이미 북방지방에 있던 연
과 교통'

어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漢의 四
郡에 의해 민족의 단결을 의식, 단, 중국
인으로부터 한문 기타 문화를 배워 스스
로의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기술/【낙랑
문화와 그 영향】낙랑군이 400년 존재,
漢의 문화가 들어와 찬란한 문화가 성
립 →그 영향이 부족국가에 들어와 조
선의 생활 형성에 기여, 우리 나라의 고
유문화와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찬
란한 세 민족문화를 형성시켰다
四郡이 요동에 존재하였다는 설도 기술
하여 어느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
명/漢文化가 조선의 문화에 준 영향이
크고 우리 부족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자
극에 따라 발전하였다.

實學社

光明
出版社

乙酉
文化社

≪最新國史≫
1968
(人文系高校)

≪國史≫
1969
(人文系高校)

≪國史≫
1969
(人文系高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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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를 그 자체 역사적 사실로 간
한우근 주할 수는 없지만 신화에서 고대 기술 없음
인의 사상과 관념을 엿볼 수 있

활로 변화한 것을 보여 준다.

申奭鎬 는 않지만 수렵생활에서 농경생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

단군신화의 내용을 후세의 조작
이라고 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되
지 않으며 민속학적, 설화학적으
李炫熙 로 연구하여 귀중한 고전으로 인
식하여야 한다.／대동강을 중심
으로 한국의 문화발생의 최초로
간주

위만이 건국(기원전 194년) 4郡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한군현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 의 문화와 그 영향】낙랑문화＝漢文化
→이에 의해 문화 발전은 저해되었다／
술하지 않음.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족국가로 발전
시켰으며 더욱이 고대국가 형성의 원동
력이 되었다. 또 발달한 漢의 정치 체제
는 아직 미개한 상태에 있던 우리 나라
제민족의 정치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
대동강 유역의 부족국
다. 두번째는 사회적으로도 개발된 점이
가'
다. … 세번째는 문화상 큰 영향을 준
점이다. … 이처럼 찬란한 낙랑문화는
漢人에 의한 漢文化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당연히 우리 민족에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
다.
한사군에 대한 설명은, 한사군의 이름은
있지만 극히 간결.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부족국가로서
등장하는 토착사회의 반항에 의해 축소,
위만이 기원 전 2세기에 철퇴되었다라고 한다／【한문화의 섭취
정권 탈취
와 그 영향】'낙랑문화'는 漢이 자국 문
기술 없음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 화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의식
술하지 않음.
적으로 이식한 것이지만 이에 따라 '우
리 민족에 큰 영향을 주어 민족문화 발
전의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漢에
대한 저항은 자주 정신을 함양→자주정
신과 단결력에 의해 정치적 활동을 전개
【한의 군현과 그 문화의 영향】漢의
문화가 고유의 문화와 융합하여 후에 삼
기술 없음
위만이 조선에 귀화
국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원동
력이 되었다.

≪國史≫
1969
(人文系高校)

≪國史≫
1970
(人文系高校)

≪國史≫
1972
(人文系高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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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音社

≪삼국유사≫에 보이는 단군의

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여 주는 건

歷史敎育
기록은, 건국신화로서 민족의 유 기술 없음
硏究會

대륙에서 다수의 한인이 【한문화의 섭취와 영향】한문화의 섭
한반도에 유입, 위만도 그 취는 우리 나라 사회에 거대한 변혁을
중 하나. ※위만이 燕人이 초래하였다→금속문화 전파는 족장권의

위만이 기원전 194년에 새
로운 왕조를 건설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
술하지 않음.

신화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단
군신화가 평양을 중심으로 성립
한 것은 최초의 왕조가 평양을 중
심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
이상욱・
文號社
미한다／곰과 호랑이는 토템신앙 기술 없음
차문섭
과 관계, '단군신화는 몽고의 지배
하에 고생하던 고려 시대에 이르
러 민족신화로서 발전하였다. 그
후 단군은 민족독립정신과 통일
의식을 상징하였다'

일치

위만이 건국(기원전 194년)
※위만이 燕人인 것을 기
술하지 않음.

閔泳珪・ 의 세습화/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기술 없음
陽文社
鄭亨愚 정치적인 군장을 의미한다, 제정

곰숭배/농업사회를 보여준다/왕권

다.→토템 숭배 등／단군왕검은
새로운 부족국가의 정점에 군림
한 고조선의 군장

【한문화의 영향】군현의 설치는 사회
에 큰 영향을 끼쳤다→군현제도의 이식
／漢의 침투로 우수한 철기문화가 유입
/경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곤궁 생활
을 강화했다 ＊사군 설치에 대한 비판
적 견해
【한군현의 영향】＊한사군에 관한 기
술이 적다(1쪽 이하)【한문화의 영향】
경제적인 착취를 감행／군현은 변진의
철, 낙랑의 소금을 비롯해 토산물의 중
계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어→낙랑문화
는 이같은 행위를 바탕으로 꽃피웠다／
토착세력은 우수한 한의 문화를 섭취하
려고 노력하여 그를 역이용하여 부족 단
결, 산업을 발전시켜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 강인한 진취성을 보인다
【한문화의 섭취와 그 영향】한사군을
설치→'낙랑문화'(*'이는 우리 토착민과
관계없는 중국인의 문화이다', '한군현의
설치는 한반도의 부족사회에 정치·경제·
사회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한사군을
통하여 고도로 발달한 철기문화가 전파
되어 농구 등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
되어 안정된 철기문화로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의 정치제도가 수입되어 토
착민 사이에 자극을 주어 종전의 사회
조직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였다/한족의
지배에 의해 민족 의식 고양

一潮閣

東亞
出版社

法文社

≪國史≫
1972
(高校 全学年)

≪國史≫
1973
(人文系高校)

19

20

≪國史≫
1973
21
(高校 全学年)

요동에서 온 위만이 정권
을 탈취(간결)
※위만이 燕人이라는 표기
없음

요동에서 온 위만이 정권
을 탈취(간결)
※위만이 燕人이라는 표기
없음

단군신화 중에 역사적 사실이 존
재한다→하늘에 의해 왕의 권위
를 나타낸다. 토템신앙, 제정일치
／단군신화는 처음에는 대동강
邊太燮 유역에 성립한 고조선의 지역적 기술 없음
인 건국전설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이며 이른
단계에서 넓어졌기 때문에 이후
에 전민족의 시조 신화가 되었다.

에 들어오다→위만도 그
중 하나라고 한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위만을 燕人이라고 한다

齊・燕에서 망명인이 조선

라는 표기 없음.

신화 속에서 역사적 진실을 추구
李弘稙 →태양숭배, 제정일치, 곰을 정점 기술 없음
으로 하는 토템숭배가 존재

＊단군관련 기사로 생각되는 부
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불명/ 다만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아, 단군신
화를 부족세력의 교대를 보여 주
李丙燾
기술 없음
는 것이며 평양 지역에 일찍부터
부족국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
고 있는 듯하다.

국이념의 하나/곰숭배, 제정일치,
원시적 농경, 부족국가

증가와 농업기구의 발전, 대륙적 제도의
수입과 영향에 의해 정치적, 민족적 각
성을 촉진 → 고대국가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군현의 변천】【낙랑・대방의 문
화와 그 영향】 낙랑문화가 토착사회
에 금속문화를 보급하여 거대한 변동기
를 초래/조선인의 순박한 풍속이 상실/
철기시대에 돌입→족장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알려 주어 군현지배
를 받지 않는 지방에서는 많은 부족국가
가 성립
【한문화의 섭취와 그 영향】한문화로
인해 발전에 커다란 제약/고도한 철문화
가 급속히 확대/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족장들이 군현을 통해 배워, 부족국가를
통합하여 고대통일국가를 형성하고 군
현을 추방
한군현의 지도/'낙랑문화'…漢文化에 지
나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는 아니다/타
민족에 의한 지배는 유감이지만 한군현
지배가 준 영향은 적지 않다/한의 문화
는 고도의 문화였기 때문에 한인의 통치
가 조선의 토착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
었다. 1.문화상의 의의 2. 사회생활의
발전 3. 정치상의 변화→토착민의 자
각을 촉진,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민
족운동을 유발→독자적인 정치 권력의
성장, 철기문화에 의해 부족국가가 대두
／'이처럼 한의 군현지배는 문화·사회·
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비상히 큰 영향

25

24

23

22

1979

文敎部

文敎部

≪國史≫
1977
(人文系高校)

≪國史≫
(中學校)

文敎部

敎学社

1975

≪國史≫
(中學校)

≪國史≫
1973
(人文系高校)

북중국 방면에 있던 유이
민 세력의 대표인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

【단군신화】우세한 부족 중에는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하
다→'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
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 출생한 단
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술 없음
는 단군신화를 가지게 되었다'/단
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
을 의미하며 단군왕검은 제정일
치의 족장'／천신신앙이 성립

토착세력을 견디지 못하여 임둔군과 진
번군은 폐지, 현토군은 요동방면으로 후
퇴/다만 낙랑군과 대방군은 오래 존속하
였다
＊漢四郡의 조선에서의 의미 등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음

【한군현의 변천】(반 쪽, 13줄뿐)／四
郡은 교통로에 설치／군현에 대항하는

기원 전 2세기에 중국에서 【고조선의 변천과 한의 군현】사군 설
이동하여 온 위만이 준왕 치(사군의 이름 없음)／한민족의 끈질긴

기원전 2세기에 중국에서
이동하여 온 위만이 준왕
을 쫓아내고 건국

단군신화를 소개한 다음,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건국 신화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여러 형편을 신비스러
운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며 , 따 기술 없음
라서 이 신화가 지닌 역사적 의의
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 민
족은 이 건국 신화를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國史編纂 【단군신화와 그 의의】단군 신
기술 없음
委員會 화에는 한국 민족의 사상과 역사

고조선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포섭, 위만은 그
러한 인물의 하나, 기원전
194년에 건국

단군신화는, 고조선 사회가 수호
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중심으로
이원순 한 제정일치의 사회로 두 가지의 기술 없음
권리를 가진 지도자의 통솔을 받
고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을 주어 우리 사회를 크게 발전시킨 것
이다'
【한문화의 섭취】한사군의 지도 설명
있음【낙랑의 문화】【한문화의 섭취
와 그 영향】한문화의 조선 유입을 초
래/철기문명은 군현 하의 조선인에 영향
을 주었다/군현과의 접촉에 의해 동포의
식을 가지고 단결, 부족국가로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순박한 풍
속이 악화
漢의 군현이 설치되었지만 '민족의 끈질
긴 저항으로 한사군은 '만주'로 쫓겨났다
'／낙랑군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경제
적으로 착취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부족
간의 통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지 못하였다/ 낙랑의 세력
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만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부족국가가 등장
＊四郡의 그림 없음. 분량도 전체적으
로 적다

文敎部

文敎部

文敎部

≪國史≫(上)
1982
(中學校)

≪國史≫(上)
1982
(高等學校)

≪國史≫(上)
1996
(中學校)

26

27

28

【단군의 고조선 건국】요동성에

주에 '고조선의 발전과
관련하여 기자(箕子)
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중국의 ≪사기
≫, ≪한서≫ 지리지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중국의 기자가 조선
왕에 책봉되어 동래하
였다고 하였으나 기자
동래설은 인정되지 않
고 있다／'≪帝王韻記
≫에는 기자조선을 後
朝鮮으로 하고 準王
때 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기술 없음

다스리는 부족이 존재하였는데 '

國史編纂
서부터 한반도 서북에는 군장이 기술 없음
委員會

國史編纂
委員會

國史編纂
委員會

적 사실의 일면이 들어가 있다/'독
립국가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가
중국과 같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것
임을 보여주고 있다'
【단군의 건국】'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기원전 2333년)/'고조선의
군장을 단군왕검이라고 불러'/(≪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의 내용
은)단군이 건국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한민족이 '역사
적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단군의 건국과 고조선】단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를 의미→단군왕검은 제정일치
시대의 족장. 건국과정은 ≪삼국
유사≫에 보인다고 지적.주에 단
군신화는 한민족의 건국 과정의
역사 사실과 홍익인간의 건국이
념을 밝혀 주고 있다고 지적
＊주에 '(기자조선은) 고조선의 발
전과정에서 사회 내부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보아 이를
한씨(韓氏) 조선이라는 견해와 동
이족의 이동 과정에서 기자로 상
징되는 어떤 부족이 중심이 되어
정치세력을 잡은 것으로 보는 견
해가 있다'고 한다.
저항에 의해 철퇴 ※전체적으로 고조선
에 대한 기술은 간략

서측 지방에서 세력을 확 四郡에 대한 기술은 겨우 '한은 고조선
대한 위만이 준왕을 쫓아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우리
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다. 민족의 반격을 받아 물러갔다.'고 되어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
북방에 와서 이주민의 대
표가 된 위만은,고조선의
준왕을 쳐서 왕위를 빼앗
았다.
＊위만의 구체적인 출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임둔· 현토의 4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이들을 축출
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고 쓸 뿐./
＊【한의 군현】에 관한 항목과 그 의의
등에 대한 기사도 없다. 단, 주에 '한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
과 요동, 요서지방설이 있다'고 한다.
평양에 낙랑군이 설치된 것은 그 유물로
보아 분명한 것인데 이와 아울러 요동,
요서지방설을 기재한 것은 평양 등에 4
군이 설치된 것이 반드시 확고부동한 것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漢은 고조선의 일부지역에 낙랑·진번·

그 후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세력
을 뻗쳤으나 우리 민족은 계속 항쟁하여
기원 전 2세기에 중국에서
그를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동하여 온 위만이 준왕
＊한사군에 대한 기술은 겨우 3줄, 군명
을 쫓아내고 건국
은 보이지 않는다. 【한의 군현】이라는
항목조차 없어졌다

을 쫓아내고 건국

29

≪國史≫(上)
1996
(高等學校)

【단군과 고조선】'고조선은 단
군 왕검(檀君王儉)에 의해 건국되
었다(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
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고조
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단군 이
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신화로
國史編纂
文敎部
널리 알려져 있다. 단군 이야기는 기술 없음
委員會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다.'/단군의
초상화 있음/'단군의 기록은 청동
기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
하고 있다.'

단군은 이러한 부족들을 통합하
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단군왕
검의 고조선 건국(기원전 2333년)
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한국의 역사가 유구한 것
을 말하여 준다.／'단군에 의한
고조선 건국(기원전 2333년)에 관
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내용
이 실려 있다'
중국에서 온 유이민을 고
조선 서쪽에 안치시켰는데
그 중에서 위만은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 단,
주에 위만이 조선에 들어
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
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
에 '연 나라에서 살던 조선
인으로 생각된다'고 기술하
고 위만이 나라 이름을 그
대로 둔 것, 그 정권에는
토착세력이 많은 것에서 '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四郡에 대한 기술은 겨우 '고조선이 멸
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
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
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漢四郡에 대한 기술은 겨우 3줄.
＊郡名도 보이지 않으며 낙랑군의 이름
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 사군이 한민족의 역사에 미친 영향
도 기술하고 있지 않다.

있을 뿐.
＊위만의 출자를 중국인・
＊한사군에 대한 기술은 겨우 3줄, 군명
燕人이라고 명확히 기술하
은 보이지 않는다. 【한의 군현】이라는
지 않음
항목조차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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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고교 교과서의 '광개토왕비' 기술

검정
연도

교과서명

기술 사진

비고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三省堂
実教出版
実教出版
清水書院
山川出版社

○
○
○
○
○
○
×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

新詳世界史B

帝国書院

×

世界史Ｂ

三省堂

×

世界史Ｂ改訂版
詳説日本史
高校世界史 改訂版
新選世界史B

清水書院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東京書籍

○
○
×
×

世界史Ｂ

東京書籍

△

実教出版
第一学習社
三省堂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東京書籍
東京書籍
桐原書店
三省堂
清水書院
実教出版
実教出版
実教出版
清水書院

△
×
○
○
○
○
○
○
○
○
○
○
○
○

三省堂

×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明成社
実教出版

×
×
○
○
○

보주에 기술 있음.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또
×
본문에 광개토왕비의 설명 있음.
×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
보주에 기술 있음.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
적혀 있음. 본문에 광개토왕의 설명 있음.
× 보주에 기술 있음.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
○
○
○
×
○
○
○
○
○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또
×
분문에 광개토왕의 설명 있음.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
×
×

東京書籍

○

×

新日本史 改訂版
高校日本史 改訂版
日本史B 改訂版
日本史B 新訂版
高校日本史Ｂ
日本史Ｂ
2007 新世界史 改訂版

2006

출판사

世界史Ｂ 改訂版
改訂版世界史Ｂ
日本史B 改訂版
新日本史
高校日本史
新選日本史
日本史B
新日本史Ｂ
日本史Ｂ
日本史Ｂ
2003
日本史Ｂ
高校日本史Ｂ
高校世界史Ｂ
世界史Ｂ 100
世界史Ｂ
新世界史
高校世界史 世界史Ｂ
詳説日本史
最新日本史
2002 世界史Ｂ
世界史Ｂ

○
○
○
○
○
○
×
×

28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1997
1993
1992
1991
1989

高等世界史Ｂ
詳説日本史
詳説世界史
詳説日本史
詳説世界史
要説日本史
詳説世界史
詳説日本史
新日本の歴史
要説世界史

帝国書院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山川出版社

×
○
×
○
×
△
×
○
○
×

×
○
×
×
×
×
×
×
×
×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보주에 기술 있음.
단, 지도 중에 '광개토왕비' 적혀 있음.

○ 중학 교과서의 '광개토왕비' 기술

검정
교과서명
연도
2009 新しい歴史教科書
新編新しい社会 歴史
改訂版新しい歴史教科書
中学生の歴史

출판사
自由社
東京書籍
扶桑社
帝国書院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
教育出版
大阪書籍
清水書院

기술 사진
○
△
○
×
×
×
×
×
×

○
× 보주·지도에 기술 있음
○
×
×
×
×
×
×

中学社会歴史的分野
中学生の社会科 歴史
2005
中学社会 歴史
中学社会歴史的分野
新中学校歴史
わたしたちの中学社会歴
△ ×
日本書籍
史的分野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
×
2001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
1996 新編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 ×
1992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 ×
東京書籍
△ ×
1989 新訂新しい社会 歴史
○；기재 △；보주(補注)･지도에만 기재, ×；기재 없음

지도에 광개토왕비 있음

보주에 기술 있음.
보주에 기술 있음.
보주에 기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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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학 교과서의 神話 기사의 기재

검정
교과서명
출판사
연도
2009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新編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改訂版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2005

神武 神話

○
×
○

中学生の歴史

帝国書院

×

中学社会歴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

×

中学生の社会科 歴史

日本文教出版

×

中学社会歴史的分野

大阪書籍

×

中学社会 歴史

教育出版

×

日本書籍

×

新中学校歴史

清水書院

×

新しい社会 歴史
新しい歴史教科書

東京書籍
扶桑社

わたしたちの中学社会歴
史歴史的分野

×
○
※'神武' 는 神武天皇의 동방 정벌(東征) 전승에 관한
2001

○
×
○

간단한 칼럼, 고구려의 신화로 해모수를
등장시킨 것은 문제, 해모수는 북부여의 왕
○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는 부여,
동부여의 이전의 舊都)
大阪書籍과 같은 내용, 저자는 같은데 발
○
행자는 다르다.
×
日本文教出版과 같은 내용.저자는 같은데
○
발행자는 다르다.
×
이즈모(出雲)의 땅 끌어 오기［国引き］
○
신화, 칼럼에서 간단히.
신화와 전승이라는 칼럼. '신화는 고대 일
○
본인의 자연관이 드러나 있는 것이 많다'
×
○
것을 가리키며 '神話'는 기타 신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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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일본고대사 관계 기술
출판
연도
교과서명
사

2002

明成 最新
社 日本史

2003

桐原
新
書店 日本史B

東京 新選
書籍 日本史

東京
日本史B
書籍

2006

山川 詳説
出版 日本史

기술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은, 게이타이 천황(継体天皇)을 옹립한 오
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의 의견에 따라 백제
가 임나(任那)의 4개 지역(縣)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후
임나는 점차 쇠퇴하여 562년 마침내 신라에 멸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거점을 잃게 되었는데 백제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대륙 문화와의 설정을 남겨두었다. 대외 정책의 실패로 인
해, 그를 담당하던 오모토씨는 실각하고(주 : 모노노베노 오코시(物
部尾輿)가, 백제의 임나 4현 지배 당시 오모토노 가나무라가 백제에
게서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하여, 540년 가나무라는 실각하였다.)…
…한반도에서는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세력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같
은 무렵 신라도 또한 강대해져서 백제와 가야(가라, 임나) 여러 나라
를 압박하였다. 게다가 6세기 초 오모토씨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에 실패하여(≪日本書紀≫의 기술에 따르면, 오모토노 가나무라가 이
른바 임나 4현을 백제의 지배에 맡겼기 때문에 반감을 사게 되어 오
모토씨는 실각하였다고 한다), 이윽고 한반도의 야마토 정권 세력은
크게 흔들렸고 마침내 562년 가야 여러 나라는 신라에게 멸망하였다.
…한반도에서는 5세기 후반 무렵부터,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
와, 국가의 조직을 정비한 신라가 남쪽의 가야 여러 나라에 세력을
뻗쳤다. 야마토 왕권(大和王權)은 한반도에 병사를 보내 가야 여러
나라와 결속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562년에 이르기까지 가야 여러
나라는 백제·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주 : 532년 임나(금관국)도 신
라에 병합되었다) 야마토 왕권의 한반도에서의 거점은 상실하게 되
었다. … 소가씨(蘇我氏)는 도래인과 손잡고서 조정의 재산권을 장
악하여 6세기 말에는, 오모토씨(大伴氏)를 대신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던 모노노베씨(物部氏)를 무너뜨렸다.
…6세기에 들어서자 한반도에서는 북방의 고구려의 압박을 받던 신
라와 백제가 국내의 체제를 정비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게 되고 나아
가 야마토왕권(大和王權)의 영향 하에 있던 남부의 가야 여러 나라
에 진출하였다.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유력 호족인 오모토노 가나
무라(大伴金村)와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輿)가 대립하는 등 불안
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로 인해 신라·백제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결국 562년에 이르기까지 가야 여러 나라는 신라와 백
제에 병합되었다(주 : 512년에는 가야 여러 나라의 서부 지역(≪日
本書紀≫에 따르면 ‘임나 4현’)이 백제의 지배 하에 들어갔고 나머
지 지역은 562년까지 신라에 병합되었다.)
… 6세기의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가 세
력을 남하하여 가야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에 가야 여러 나
라는 562년까지 차례로 백제·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가야 여러 나라와 연결되어 있던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에서의 세력
은 후퇴하였다. 6세기 초의 정치를 주도한 오모토씨(大伴氏)는 한반
도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세력을 잃어(주 : 6세기 초에 가야 서부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을 확립시킨 것이 실정이라고 하여 오모
토노 가나무라(大伴金村)는 실각하였다고 한다.)…

쪽
수

비고

21

36

26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32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29

4현 할양' 기사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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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에는 백제·신라가 국가로서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적 통일이
뒤쳐진 가라(임나) 지방에 세력을 뻗쳤다. 야마토 정권(大和政權)도
이전부터 이 지역의 일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신라는
562년에 가라 여러 나라의 주요부를 영유하였다(주 : ≪日本書紀≫
에서는 562년에 신라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또는 관가(官家)를
멸망시켰다고 전한다. 일본부라는 말은 이 무렵에는 아직 존재하지
実教
官家가 존재하
2007
54
日本史B
않았고 관가라고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 6세기 전반 오무라
였다는 주
出版
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가 대조선 정책(對朝鮮政
策)의 실패(주 : 야마토 정권은 512년에 백제의 가라(임나) 4현에 대
한 지배권을 용인하였는데 가나무라는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
고 비난을 받아 실각하였다고 한다)로 인해 실각한 후,
그림. 백제의 지배권을 용인한 가라의 4현
2003년 검정본
에서는, ‘그림.
…백제는 왜국으로부터 가라 서부(임나 4현)의 지배권을 인정받음과
512년, 백제의
実教 高校
동시에 왜국에 오경박사(五經博士)를 파견하였다.
28
영유를 인정한
出版 日本史B
그림. 512년, 백제가 양도 받은 가라의 4현
가라의 4현’으로
되어 있다.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오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가 백제에 대해
가야로 영토를 확대하는 것을 인정한 바도 있어서(주 :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거점을
三省
日本史B
잃었다고 하여 오모토노 가나무라는 책임을 추궁 당하여 실각하였다.), 신라와 백제의 가야
堂
에 대한 침입이 강화되어 562년, 가야는 신라에 멸망하였다.
… 백제･신라는 국내 지배 체제를 정비하자, 야마토 정권과 강하게
맺어져 있던 가야 여러 나라로 진출하게 되었다. … 또 오무라지노
오모토노 가나무라(大連の大伴金村)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 실패도
高校
있어서 물러나자, … 562년 신라는 마침내 가야 여러 나라를 지배 26- 4현 할양' 기사
山川
日本史
하에 넣었고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발판을 잃은 것이다… 27 보이지 않음
出版
改訂版
26쪽 그림. 6세기 전반의 한반도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의 서진을 받자
백제는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가야 서부를 지배 하에 넣었다. 이 무렵
야마토 정권의 당사자인 오모토씨(大伴氏)는 이후 권위를 잃었다.
한반도에서는 6세기에 들어서자 백제･신라도 세력이 강해졌는데, 백
제는 강국 고구려의 남하에 따라 남천(南遷)하였고 512년 야마토 정
권은 한반도 남부의 가야 여러 나라 중 서부의 네 개 나라(‘임나 4현’
山川
新
거점'은 2003년
33
도판에는 '창구'
出版 日本史 이라고도 칭한다)를 백제가 지배하도록 승인하였다. 신라도 강대화하
여 562년에 이르기까지 가야 여러 나라는 백제와 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 멸망하였고 야마토 정권도 한반도의 거점을 잃게 되었다.
‘4현 할양’ 기사
…고구려의 군사적인 압박으로 괴로워한 백제와 신라는 왜국과 우
보이지
않음.
清水 日本史B
호 관계에 있던 가야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560년대에 이들 여러 나 31
2003년판과 표
書院 改訂版
라를 병합하였다.
기 같음.
비고 2003년 검정본 중에서 2007년 검정본을 조사한 것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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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

이찬희
필자는 첫째, 한국의 역사 교과서 내용과 기술 내용의 변천에 대해 논술하고 둘째, 일
본 역사 교과서의 신화 및 한국 고대사, 한일관계사에 관한 기술에 대해 검토하여 한일
양측의 교과서에 현재의 역사학의 연구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가 검토한 내용 중 한국 교과서의 단군 및 고조선 관련 부분과 삼국의 건국연대,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신뢰성문제 등의 내용을 다룬 것은 이해되나, 비평자는 중국계 관
련 기술의 소략 문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고대 한일관계사와는 관
계없거나 거리가 먼 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교과서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은 필자의 의
견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이왕이면 한일 역사교과서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했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일단 한국교과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1. 단군신화 및 고조선의 건국 연대 고증문제
필자는 단군관련 기록이 11세기 고려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단군개국 연대
인 기원전 2333년이란 연대관도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로서 한국학계 내부에서
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한국 학계의 고고학적 성과를 활용한 움
직임을 소개하여 나름대로 한국학계의 연구동향을 이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진행한 기존의 연구성과로서 특
히, 단군의 고아시아족의 시조인식의 계승 가능성과 5세기 고구려 국내성지역 고분벽화
에서 단군신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한
일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군관련 인식과 기
록이 11세기 고려시대 이전 고구려시대로 상승하며 고구려 건국세력의 시조인식으로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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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확정하는 것은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아니라
고 본다. 단군의 건국 연대 문제는 건국시조에 대한 인식의 연대로서 한국학계에서는 청
동기시대를 연대 상승과 함께 고아시아족의 문화포용이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연대의
객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문제
한국의 국사교과서는 삼국의 건국연대를 삼국사기에 따라 그 紀年을 서술하였는데,
실제 삼국의 등장에 대한 서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기술하여 不整合을 나타
낸 점은 한국학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역사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면 다양한 방안으로 서술하게 되어 해소될 문제이다. 기존 교과서
에서도 삼국사기적 인식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역사기록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소개하
였고 현실적 상황은 유연하게 이해해야 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필자의 지적
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삼국사기≫에 보이는 여러 나라, 여러 왕의 활동 기록에 대한 문제제기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신뢰성문제는 삼국 초기 왕들의 행적에 대한 논란으로 연
결되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경우 최근 풍납토성 발굴을 통해 기원전 1세
기 축성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국사기 기록 내용과 시대적 정합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제 초기 왕들의 행적이 역사적으로 재확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구려의
경우도 최근 점증되는 고구려 관련 고고학적 자료의 증대에 의해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확인이 증가하고 있고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한국 고대사에서 중국 세력기술 문제
한국 고대사에서 중국 세력이 관여한 역사를 기술하는 문제는 역사기록을 현재적 입
장에서 해석하고 특히, 국정교과서 틀에서 내용체계를 세우는 입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필자가 지적한 “‘중국계’ 관련 기술이 ‘한국계’에 비해 적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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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무시되는 상황”은 국정교과서의 입장이란 점에서 지적될 부분이지 비판될 부분
은 아니다.
이 문제는 최근 한국고대사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기자동래설의 허구 가능성
및 한군현의 친중국세력에 의한 교역 중심 거점 등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파악되는 견
해도 나오고 있다. 낙랑군의 문제도 당시 동아시아제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교과서에 다양한 학설을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
고 여러 종류의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출판되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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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

졸고에 대한 이찬희씨의 지적은 존중할만한 것도 있지만 비평에는 꼭 설득력이 있다
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 지면 관계상 모든 비평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다.
이찬희씨는 단군신화의 사료 상의 상한을 11세기로 하고 고고학의 성과로 보아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를 기원 전 2333년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졸고에 대하
여, 5세기 고구려 벽화 중 단군신화와의 관련이 추정되는 그림에서 단군 관련 사료가
고구려 대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 한국 고대사 학회의 이제까지의 연구
동향에 근거하여 비평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 전 2333년으로 하는 한국 고대사 연구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송호정[2007 <국가별의 연구의 흐름 고조선･부여･삼한> 한국
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은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청
동기문화가 전개된 기원전 8~7세기로 하고 있다. 졸고에서는 교과서의 서술도 이러한
학회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편이 좋지 않은가라고 지적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를 이찬희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면 매우 감사하겠다.
이어서 고구려 대에 단군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점인데, 과연 集安의 각저총의 벽화에
서 곰, 호랑이를 발견하여서 단군신화와 관련시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회
전체의 공통된 이해가 된 것일까. 본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 가령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고구려에서의 단군 신화의 존재와 결부시
키기에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요청된다. 이찬희씨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어디까지
나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斯界의 통일적인 견해로 간주해서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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