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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近代 渡滿 日本人의 눈에 비친 中國人像

: 帝國意識의 投影

본고는 러일전쟁에서부터 본격화된 일본인의 만주 이주 과정을 통해 형

성된 중국인상을 밝히고자 하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의 제국의식

이 크게 작용하 음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것이 그들의 중국인상과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진전되어 갔는지를 분석하 다. 

19세기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제국화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제국의식을 

갖게 하 다. 제국의식이란 이족, 이역을 지배하는 제국체제를 형성, 유지, 

강화하려는 의식이다. 일본인들은 자국이 만, 조선으로 팽창하고 청과 

러시아라는 강 국을 격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제국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05년 ‘히비야 폭동’은 이러한 일본인의 제국의식이 집

단 행동으로 표출된 표적 사건이었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제국의식은 도

만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었다.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여순, 련을 비롯한 관동주, 그리고 

만철 부속지를 획득하 고,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 관동도독부, 만철 등을 

설립하 다. 일본의 만주 지배욕은 1915년 남만동몽조약, 1920년  후반

의 만몽 분리를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고, 결국 1931년 만주사변으로 현실

화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만주 지배는 도만 일본인으로 하여금 이

곳에 한 제국의식을 형성케 하 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이 이주한 만주라는 장소가 갖는 공간성은 그들의 제

국의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관동주는 일본인이 특권을 갖는 장소 고, 이

곳에서 자국의 제국 지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나머지 만주 지

역은 관동주에 비해 낙후된 곳이었다. 또한 만주로 이주한 일본인은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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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와 관련된 중간층 이상이 많았으나, 중국인들은 주로 산동성, 하북성

으로부터 이주해온 빈농이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만주에서 훨

씬 강렬해졌고, 이는 실제 여러 행동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그들끼리만 집거하려 하 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며, 만주 오

지로의 여행은 꺼렸고, 만주에서 하루빨리 떠나고자 하 다. 특히, 일본인

의 중국인에 한 오만한 태도는 그들의 제국의식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에 있어 만주 체험은 그들의 제국의

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도만 후 일본인의 중국인상은 다소 변화하 다. 먼저, ‘무지한 중국

인’상은 중국인의 신앙이나 교육 수준을 근거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또한 

‘단결할 줄 모르는 분산된 중국인’상도 만주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두가지 중국인상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만주 지배 논리를 강하게 드러냈다. 

중국인은 무지하고 단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 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

다는 것이었다. 비록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중국인상에 공감하

으나,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던 반면, 도만 일본인들은 

이를 근거로 중국, 중국인을 지배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

‘불결한 중국인’상은 만주의 쿠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된 인

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은 쿠리뿐만 아니라 중국인 전체로 확  적용

되었고, 때로는 이것이 일본인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

다. 그리고 ‘범죄자 중국인’상은 주로 마적으로 인해 생성된 것인데, 일본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통해 더욱 과장되었다. 이 두가지 중국인상은 주로 

일본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중국인을 통제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중국인은 불결하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일본인들이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은 전차,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이나 그 외 생활공간에서 각종 통제를 받았다. 

‘모리배 중국인’상은 본디 ‘상업적 재능이 뛰어난 중국인’상이 부정적으로 

변형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만주의 중국 상인들의 적극적인 이윤 추구 활

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주의 일본 상인들은 점차 중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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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제국의식에 걸맞

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중국인의 이윤 추구 활동을 부

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합리화하 다. 즉, 이

는 방어기제로서의 중국인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상은 제국의식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중국인상은 각각 제국의식의 지배논리, 통제논리, 

방어기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제국의식이 투 된 중국

인상은 일본 중에 널리 받아들여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지지하고 

합리화하 다. 따라서 이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

략은 단순히 정치인이나 군부뿐만 아니라, 이를 암묵적 또는 공개적으로 

지지한 전체 일본인에 의해 실행된 것이다.

1945년의 패전으로 일본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40여 년 간의 만주 지

배 동안 일본인의 심리 깊숙한 곳에 제국의식이 각인되었기에, 그에 의거

한 중국인상은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

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 차원의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제국의식      도만 일본인      중국인상 

        지배논리      통제논리         방어기제

학  번: 2012-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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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본고는 근  渡滿 日本人의 눈에 비친 중국인상을 제국의식의 투 이라

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의 교류는 그 淵源이 

깊다.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兩者간의 교류는 고  

이래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일본인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중국인을 인식하고 나름의 像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일본인의 중국인 인식은 주로 書籍이나 소수의 使臣, 商人, 漂流人으로

부터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전근 시기, 일본인은 중국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채 간접 정보를 통해 나름의 中國人像을 구축해갔던 

것이다.1) 

그러나 근  이후 문호가 개방되면서 일본인의 중국인 접촉은 점차 늘어

나기 시작했다. 이제 일본인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더 많은 간접 정보

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혹 遭遇, 화(주로 筆談), 관찰 등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도 중국인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  중국인의 

외모는 어떠한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어떠한지에 해 직접 보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직접 체험의 場을 열어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滿洲2) 이주라고 여겨진다. 1905년,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旅順, 大連의 租借權을 양도받았고, 방 한 길이의 남

1) 전근  일본(인)의 중국(인) 인식은 石曉軍, 中日兩國相互認識的變遷, 臺灣商務印書館, 

1999, 1~3장 ; 蔡佳恬, 日本的中華認識 : 以中華小廚師的敍事與想像爲例, 臺北 : 國

立台灣大學政治學系中國大陸曁兩岸關係敎學與硏究中心, 2010을 참고.

2) 滿洲지역은 흔히 東北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滿洲’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이글이 다루고 있는 시기에는 ‘滿洲’가 가장 널리 사용된 용어라는 역사성을 

고려하 다. 그리고 滿洲의 범위는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인 吉林省, 黑龍江省, 遼寧省으

로 삼되, 역사적 시기에 따른 개방적, 유동적인 경계선을 감안하 다.

    (임성모, ｢滿洲國協和會의 對民支配政策과 그 實態 - 東邊道治本工作과 관련하여 -｣, 
東洋史學硏究42, 동양사학회, 1993, 169~170쪽 ; 金毓黻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옮

김, 東北通史(上), 동북아역사재단, 2007, 59~70쪽 ; 성근제, ｢‘東北’인가, ‘滿洲’인가 

- 근  동북 지역연구과제 설정의 가능성｣, 中國現代文學56, 한국중국현 문학학회, 

2011, 12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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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철도 경 권을 확보하 다. 그 결과, 많은 일본인들이 식민통치기관

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가족으로서, 한몫을 챙기려는 상인으로서, 또는 여

행자로서 만주로 건너갔다. 그 이전에도 만주로 건너간 일본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시기 이주는 종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런

데 때마침 만주에는 청조의 移民實邊 정책으로 인해 많은 중국 농민이 이

주하고 있었다.3)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의 접촉은 비약적으

로 증가하기 시작하 고, 점차 일본인에게는 직접 체험에 바탕을 둔 중국

인상이 형성되어 갔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중국인상은 당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중매체를 통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도만 일본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상에는 소위 근 적 관

점, 제국주의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제

국주의 팽창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적 관점을 공유케 하 다. 또한 

만주는 일본이 제국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현실에서 증명해주는 지배의 공

간이었다. 즉, 만주는 근  일본의 제국화 과정에서 급격한 경계의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타자인식이 형성되고 변화해나간 핵심적 공간이라 할 수 있

다.4) 따라서 근  만주라는 연구 상은 일본인의 직접 체험을 통해 형성

된 중국인 인식,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인의 帝國民으로서의 인식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도만 일본인에 한 기존 연구 중 그들의 인식 문제를 집중적으

로 다룬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인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不在에 기인하 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도만 일본인 

사회의 외적 조건, 즉 外面에 주목해 왔다. 이주민의 수나 이주 과정을 밝

3) 近代 中國人의 滿洲 移住 樣相에 해서는 C. Walter Young, “Manchuria, a New 

Homeland of the Chinese”, Current History 28, The New York Times Company, 

1928. ; Thomas Gottschang&Diana Lary, Swallows and settlers : the great 
migration from North China to Manchuria,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0 ; James Reardon-Anderson, Reluctant pioneers : 
China's expansion northward, 1644-1937,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를 참고.

4) 임성모, ｢근  일본의 만주 인식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북방사논총12, 고

구려연구재단, 2006a,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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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移住史 연구,5) 그들의 거주환경, 소득, 직업 등 실제 생활 여건을 밝힌 

社會經濟史 연구,6) 일제의 지배 정책 연구7) 등이 주된 관심의 상이었다. 

반면, 도만 일본인의 內面을 밝히려는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시도

되기 시작했다.8) 이는 기존 外面 연구의 상당한 축적에도 힘입은 바 크고, 

1970년  이후 일본에서 만주와 관련된 移民手記, 戰爭體驗記, 殘留記錄, 

加害告白記 등의 새로운 자료가 많이 출판되어 인식 문제를 다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이 내면 문제에 한 

활발한 학문적 연구를 촉발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9) 여전히 일본인의 내

면 문제를 다룬 연구 성과의 축적은 상 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그나마도 

주로 소수의 지식인이나 정책 결정자의 인식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내면에 한 해명은 외면의 심층적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주로 ‘滿洲國’ 시기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그것

은 괴뢰국가로서의 ‘만주국’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5) 滿州移民史硏究會,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龍溪書舍, 1976 ; 岡部牧夫, 海を渡っ

た日本人, 東京 : 山川出版社, 2002 ; 임성모, ｢근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
양사학연구103, 동양사학회, 2008.

6) 윤휘탁, ｢1930年代(1934~1938) 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 東洋史學硏究35, 동양사

학회, 1991 ; 柳澤遊, 日本人の植民地經驗 : 大連日本人商工業者の歷史, 東京 : 青木

書店, 1999 ; 윤휘탁, ｢滿洲國 奉天市 각 民族의 居住環境 및 職業上의 位相｣, 中國史

硏究24, 중국사학회, 2003 ; 王胜今, 僞滿時期中國東北地區移民硏究 : 兼論日本帝國

主義實施的移民侵略,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윤휘탁, ｢만주국 상업사회의 

내적 구조와 민족적 특징｣, 東洋史學硏究106, 동양사학회, 2009 ; 蘭信三, ｢日本人満
洲移民の生きられた世界｣, 만주연구10, 만주학회, 2010.

7) 신규섭, ｢‘滿洲國’의 治外法權撤廢와 在滿 朝鮮人에 한 認識｣, 大東文化硏究43, 성

균관 학교 동문화연구원, 2003 ; Yoshihisa Tak Matsusaka, The Making of 
Japanese Manchuria, 1904-1932,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 김태국, 

｢‘만주국’에서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 한국근현 사연구35, 한국근현 사학회, 2005 

; 김지환, ｢中國 猶太移住民에 한 日本의 인식과 정책｣, 중국현 사연구46, 한국중

국근현 사학회, 2010.

8) 임성모, 앞의 글, 2006a ; 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 근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23, 일본사학회, 2006b ; 呂順長, ｢日本人から見た中

國人の國民性｣, 四天王寺大學紀要49, 四天王寺大学, 2010.

9) 尹健次 著, 鄭道永 譯, 現代日本의 歷史意識, 한길사, 199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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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주국’ 이전의 만주 역사는 누구의 ‘所有’라 하기 애매하고, ‘公有’

의 속성도 다분히 갖기 때문에 일국사적 관점만을 갖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일전쟁에서 ‘만주국’ 성립까지 25년 남짓

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만주국’ 연구는 그만큼의 한계를 갖기 

쉽다. ‘만주국’도 결국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일본의 만주 침략, 경 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주국’ 성립 이전의 문제를 규명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갖겠지만, 기존의 ‘만주국’ 연구 성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 서술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러일전쟁 이후에서부

터 ‘만주국’ 성립 이전까지 도만 일본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상을 살펴보려 

한다. 러일전쟁은 근  일본이 제국의 열에 합류하는 과정과 중국인에 

한 구체적인 인식이 생겨나는 과정이 맞물리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때부

터 만주사변까지는 일본이 만주 전체에 해 지속적으로 지배욕을 드러내

는 시기이며, 이때의 역사적 제조건이 바야흐로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의 

본격적 침략으로 폭발하 다. 따라서 이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전근  일본

인의 중국인 인식이 근 에 들어 제국성을 띠며 구체화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고, 일본의 침략 문제도 더욱 복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만 일본인’의 범위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정책 

결정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까지도 폭넓게 포함한다. 또한 일본인

의 여러 중국인상 중에서도, 일본인이 帝國民의 위치에서 갖게 된 제국의

식에서 유래한 중국인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도만 일본인

들은 각자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인식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중국인상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도만 일본인 다수는 최소한 제국민, 植民者의 위치에서 중국인을 인식했

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근 에 들어 제국민인 일본인이 異族과 異域을 위계적으로 지배

하는 제국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려는 의식을 제국의식이라 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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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그리고 이것에 의거해 형성된 근  일본의 중국인 인식은 메이지유

신-청일/러일전쟁-만주사변-패전 등을 거치면서 지속과 변화를 보 다. 이

러한 국가 차원의 중  사건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본 민간인의 자기인

식과 타자인식, 특히 중국인 인식에 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민간인의 

제국의식은 일본 국가권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군사·경제적 외팽창의 받

침 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국의식,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하위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요 분석 상인 민간인은 당시 일본 국가

의 지배엘리트가 갖고 있던 바와 같은 침략/지배 의식을 직접적으로, 체계

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들도 그러한 국

가행위와 상호 연관된 조건 속에서 만주로 이주하고 그 만주체험을 통해 

중국인상을 형성해갔을 터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일본 국가의 關東州와 滿鐵 설립을 비롯한 만주지역으

로의 세력 확  과정, 그리고 그에 이은 일본 민간인의 이주를 먼저 살펴

본 후 이러한 국가와 민간 차원의 만주체험 속에서 도만 일본인이 인식한 

중국인상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인상은 다양한 측면의 조합으로 구성되겠

지만 여기서는 특히 ‘無知’, ‘分散’, ‘不潔’, ‘犯罪’, ‘謀利’ 등 다섯 측면에 

집중하여 검토하되, 만주체험 전후에 달라지는 변화양상을 함께 주목할 것

이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상호 어떻게 관련을 맺으면서 제국의식에 의거한 

중국인상을 구성하고 결국 만주에 한 전면 침략과 지배로 이어지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상’과 ‘인식’이라는 용어에 해서도 미리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내면 문제에 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과 ‘인식’이란 

용어의 차이를 피상적인가 체계적인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지만,11) 이글

10) 제국의식이란 제국을 형성⋅유지⋅강화하려는 의식적 활동을 말한다. 帝國이란 異域과 

異族을 위계적으로 포함하는 광역적 통치체제라는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해서

는 山本有造, 帝國の硏究,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 1~2장을 참고.  

11) 白永瑞는 ‘中國像’과 ‘中國認識’을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상’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

로 무의식적인 면도 포괄하여 실제와의 비가 전제되는 것으로, ‘인식’은 체계적인 것

이며 개념화하려는 주체의 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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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상’을 인식주체에 의해 파악된 결과물

인 형상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상’이든 ‘인식’이든 기본적으

로는 인식주체의 머리 속에 형성되어 남아있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전자는 그 안에서 가령 스쳐지나가듯 보이는 모습에서 

형성된 ‘상’, 후자는 적극적으로 이모저모 살펴서 체계적으로 종합해낸 구

성물로서의 ‘상’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주로 활용된 자료는 朝鮮及滿洲(月刊紙),  滿洲日日

新聞(日刊紙) 등의 중매체이다. 근 에 들어 일본의 잡지, 신문은 주변

국의 언론 매체에 비해 급속히 중화, 상업화되었는데, 위에 언급한 잡지

와 신문이 특히 그러하 으며 발행부수도 만주지역의 일본어 매체 중 가장 

많았다.12) 그리고 여기서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중의 목소리나 행동

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13) 

따라서 이들 언론 매체 곳곳에서 일본인의 제국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이글에서는 각종 기행문이나 여행기 등의 자료도 부분적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기행문과 여행기는 직접 경험한 바를 다소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도만 일본인의 인식이 은폐, 변형, 왜곡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유용하다.

    (백 서, ｢ 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2, 166쪽.)

12) 박용규, ｢중국과 일본의 근 신문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1, 

1992, 282쪽 ; 貴志俊彦, 松重充浩, 松村史紀 編, 二十世紀滿洲歷史事典, 吉川弘文館, 

2012, 198쪽.

13) 滿史會 編, 滿州開發四十年史, 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會, 1965, 115~120쪽 ; 최혜

주,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만주 인식－1910년  기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谷胜軍. ｢日俄戰爭與《滿洲

日日新聞》的創刊｣, 日本問題硏究 vol.27 no.3, 河北大學, 2013 ; 나카미 타츠오 外 

編, 박선  譯,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2013, 12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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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人의 帝國意識과 滿洲體驗

1) 국가의 滿洲 經營과 帝國意識

18세기말부터 일본에서는 해외 팽창론이 두하 다. 이러한 흐름은 19

세기 중엽에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 1769~1850),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적극적인 제국주의 팽창론으로 이어졌다.14) 사토 노부히로

의 于內混同秘策(1823)이나 요시다 쇼인의 幽囚錄(1854)에는 조선, 

만주, 타이완 등을 침략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당시 지식인들

에게도 큰 향을 주었다. 특히, 요시다 쇼인은 쇼카손주쿠(松下村塾)란 私

塾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훗날 일본 제국주의 선

봉장들을 다수 배출하 다.15) 

이처럼 제국주의 팽창론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미 등장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직후만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연히 개진되기는 

어려웠다.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에 의해 불평등조

약을 강요받은 기억이 크게 작용하여, 식민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

기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16) 1870년 를 전후하여 조야에 팽

배했던 정한론이 채택되지 못한 사정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17) 

그런데 점차 서구를 모방한 근 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의 지향은 단순히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같은 소극적 태도에 그치지 않

고, 서구 제국주의의 모방이라는 적극적 행동에까지 이어졌다. 이는 1874

년 만침공과 1875년 강화도 침공을 거치면서 단속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4) 박훈, ｢18세기말-19세기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東洋史學硏究

104, 동양사학회, 2008.

15) 최은석, ｢사토 나부히로의 외관｣, 동북아역사논총30,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박

훈, ｢吉田松陰의 외관｣, 동북아역사논총30, 동북아역사재단, 2010.

16) 피터 두으스, 日本近代史, 지식산업사, 1992, 133~134쪽.

17) 전상균, ｢幕末維新期 ｢征韓論｣의 전개 과정｣, 일본어교육3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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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유구왕국을 병합한 것 등은 

1869년 홋카이도 병합과 더불어 메이지 정부가 실행한 제국화의 첫 사례

들이다. 특히 만침공은 “군부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정부가 

이를 추인하고 이용하는, 뒷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의 기본형태”18)를 

보여주었다. 이후 일본의 제국화 경향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 는데, 

일본에서 ‘제국’이라는 용어와 ‘일본제국’이라는 호칭이 널리 쓰이기 시작

한 것도 이 무렵이다.19) 이윽고 1884년 청프전쟁에서 청국이 패하자, 일

본은 청국의 허약함을 얕잡아보면서 1887년 淸國征討對策案을 수립하여 

청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이 수년 간의 전쟁 

준비 끝에 감행한 1894년의 청일전쟁은 일본이 구미 열강과 같은 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일본은 

청에는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 고, 자신이 예전에 서구에 인정해주었던 불

평등조약은 개정해낼 수 있었다. 비록 곧이은 삼국간섭으로 인해 요동 반

도는 반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일본의 외적 제국주의는 더욱 공공

연히 표방되었다.20) 결국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만

주의 여순, 련을 조차하고, 이 지역의 철도의 운 권을 장악하 다.21) 

이로써 일본은 식민지 만과 조차지 관동주 등을 가진 제국의 위용을 갖

추었는데, 당시 일본의 자신감은 메이지 정부가 1907년 출간한 開國五十

年史에 잘 드러나 있었다.22)

이처럼 근  일본의 외 팽창은 서구 제국주의의 전철을 밟는 것이었

다. 이러한 근  제국주의는, 내적으로는 중앙집권적 求心性을 갖지만 

외적으로는 토팽창이라고 하는 擴散性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23) 바꾸

18) 민두기,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98, 225~227쪽.

19) 이삼성, ｢‘제국’개념과 19세기 근  일본｣, 국제정치논총51,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20) 張智慧, ｢19世紀末日本的中國認識探析—以《世界之日本》雜誌爲中心｣, 上海大學學報
2010(02), 上海大學文學院, 2010, 135쪽. 

21) 피터 두으스, 앞의 책, 1992, 135~146쪽.

22) 함동주, 천황제 근 국가의 탄생, 창비, 2009, 204쪽.

23) 山室有造, 앞의 책, 2003,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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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하자면 각각 이미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해서는 통제 경향, 아직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에 해서는 지배 의도를 강하게 표출한

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본의 제국화 과정은, 이를 꼭 닮은 제국의식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었다.24)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 일본 사회에서 격렬하게 일어난 조

약 체결 반  운동이 이러한 단초를 보여주는 표적 사례이다. 막 한 인

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부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본 중을 격분시켰고, 이것이 급기

야 1905년 ‘히비야 폭동 사건’으로 이어졌다.25) 이는 피터 두으스의 용어

를 빌리자면 ‘ 중적 제국주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26) 국가의 제국

주의가 국민들의 의식에 복제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때로는 국민의 제

국의식이 한발 더 앞서 나가 자국의 적극적인 지배와 팽창을 요구하는 집

단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일본인의 본격

적 도만을 전후한 시기에 제국의식은 명확한 실체로 드러나 일본인에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한제국의 병합, 

1차 전 참전 등의 외적 사건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제국민으로서의 자

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 내부의 상황도 제국의식

을 한껏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1910년 부터 시작된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 에는 입헌주의, 민본주의가 일본 사회에 크게 보

급되었다. 당시 지식인의 논의를 이끌어 나갔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1878~1933)는 ‘입헌’을 ‘헌법에 의한 정치’로 정의하고, 그 근본에 ‘일반 

24) 이러한 면에 주목하여 木畑洋一은 제국의식을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이 제국주의 지배

에 해 공유하고 있던 의식’, 그리고 ‘자신이 제국의 중심국에 속한다고 하는 의식’으

로 정의한 바 있다. 

   (木畑洋一, 支配の代償,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7, 117쪽 ; 尹健次, 앞의 글, 

1990 ; 임성모, 앞의 글, 2006a.)

25) ‘히비야 폭동 사건’에 해서는 나리타 류이치 著, 이규수 譯,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011, 1장을 참고.

26) 피터 두으스, 앞의 책, 1992,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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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이익과 행복에 중점을 두는 방침’이라는 민본주의를 두었다. 그런

데, 이러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안으로는 입헌주의를 표방했으나, 밖으로

는 제국주의를 표방하 다. 입헌주의를 통한 개혁과 동시에 외부로의 정

치, 경제적 팽창으로 국민의 이익을 신장시키겠다는 것이었다.27) 결국 일

본 내부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경향 역시 인류 보편이 아닌 자국민의 자유

와 민주를 위해 제국주의를 용인했다는 점에서 결코 제국의식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서구 제국민의 제국의식과는 구분되는 차이

점도 있었으니, 이는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그들과는 달랐음에 기

인하 다. 우선, 근  일본은 여타 제국과 완전히 등한 위치에 오르는 

데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하 다. 그것은 바로 일본인 역시 ‘열등’한 인종으

로 간주된 황인종에 속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도 종종 ‘낙후’된 동양 

세계에 속한 국가로 간주되어 인종차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28) 

이에 해 일본은 중국인과 똑같은 황인종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 고, 때

로는 황인종이 백인종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은 등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

을 항논리로 내세우기도 하 다. “절 적으로 백인이 우등한 인종이고 

황인이 열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황인종 중에서 우리 일본인은 

… 구미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29)거나 “황인, 백인 두 인종은 

역사상에서 볼 때 세계의 2  우월한 종족이고 그 사이에 우열은 없다”30)

는 식의 주장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국주의 후발국에 

속했기 때문에 밖으로 팽창하는 동시에 내부로의 침투도 저지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31) 이 과정에서 일본은 주변국이나 강 국의 동향에 

27) 나리타 류이치 著, 이규수 譯, 앞의 책, 2011, 49~50쪽.

28) 이러한 모습은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인 이민

이 늘어나며 배일감정이 팽배해졌고,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는 당국이 일본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키기도 했다. 

    (木村健二, ｢近代日本の移民·植民活動と中間層｣, 柳澤遊·岡部牧夫 編, 帝國主義と植民

地, 東京堂出版, 2001, 173쪽 ; 임성모, 앞의 글, 2008, 201~202쪽.)

29) 小宮左保松, ｢日本人は歐米人に劣って居ない｣, 朝鮮及滿洲72, 1913, 40쪽.

30) 河合弘民, ｢黃白人の優劣｣, 朝鮮及滿洲72, 1913, 39쪽.

31) 姜尙中 著, 이경덕, 임성모 共譯,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80~81쪽 ; 



- 11 -

민감하게 반응하 는데, 중국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벌려놓은 1931년 시

점에서도 이른바 ‘恐支那’적 심리가 남아있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32) 요컨  일본인의 제국의식에서는 서구 등 타자에 한 

방어기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기존 인식

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서구의 제국의식이 주로 그들이 새롭게 발

견하여 정복한 지역을 상으로 표출되었다면, 일본인이 제국의식을 표출

하는 상은 주로 주변민족인 중국인, 한국인이었다. 에도 막부 초기만 하

더라도 일본에는 중국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 중화론’이 우세

하 다. 그러나 이것의 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17세기 후반부터

는 중국에 해 일본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소위 ‘일본형 화이론’이 두하

으며,33) 이것이 18세기 후반에는 주변 지역까지 점령하자는 논의로 확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근 에 들어 서구의 제국의식을 수용했다 하더라

도 이것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스스로를 우

월하게 여기는 인식의 토  위에 서구의 제국주의 담론이 수용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일본형 화이론’에 의해 더욱 

강렬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적 중화론’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하

다. 

그리고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근  천황제에도 큰 향을 받았다. 에도 

막부 시 , 천황은 종교적 권위를 가졌고 사회적 질서의 중심으로 인정받

은 존재 지만, 정치적 실권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헌

법에 천황제가 神意에 의해 성립하 음이 명시되면서 천황의 신격화는 본

격화 되었고,34) 국가주의 교육의 보급, 神道의 확립은 이를 뒷받침하

다.35) 이에 따라 일본 중에게 천황은 점차 神的인 존재로 인식되어 갔

P. Duara, “Imperialism among Nation-states : Japan and Manchukuo”, 만주학회 

학술 회, 만주학회ㆍ동아 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4년 국제학술 회, 2004, 13쪽.

32) 釋尾旭邦, ｢支那遊雜記｣, 朝鮮及滿洲286, 1931, 8쪽.

33) 박훈, 앞의 글, 2008, 271~273쪽.

34) 백운룡, ｢일본 천황제의 역사적 변모 과정에 관한 연구 ｣, 동북아 문화연구13, 동북

아시아문화학회, 2007,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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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황의 行幸 때 천황이 들어갔던 목욕탕의 물이나 배설물을 구하는 사

람도 있었고, 천황이 밟고 지나간 모래가 복을 가져 주는 것으로 여긴 사

람도 있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다.36) 이렇듯 천황이 통치하는 

신성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관념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제국의식을 더욱 강

화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맹신하게 하 다. 이 때문에, 일본인에게는 

상 에 한 우월의식, 지배욕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에 한 내실은 결국 ‘타자’에 한 멸시, 침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었던 것이다.37)

이상에서 보듯, 일본인의 제국의식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지배하려는 태

도, 이미 지배하에 들어온 지역을 통제하여 지배를 굳건히 하려는 태도, 

그리고 지배의 동요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

다. 또한 제국의식은 여러 조건에 의해 더욱 강렬히 나타나기도 하고, 억

제되기도 하 다. 즉, 일본인은 체적으로 서구인의 제국의식을 공유했지

만, 그들만의 고유한 제국의식도 함께 키워나갔던 것이다.

이제 일본의 제국화가 일본인의 제국의식에 복제되어 가는 과정을 본고

의 관심 상인 만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듯, 

러일전쟁은 일본이 제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만주 전역, 

그리고 중국 륙 전역으로의 팽창하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그

리고 이 시기 촉발된 ‘ 중적 제국주의’는 그 이후 만주에서 각종 기억 장

치를 통해 전승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초반 만주를 통해 일본의 제국화와 

일본인의 제국의식의 쌍곡선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1905년,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차한 지역은 그 이

전 러시아가 조차하던 시절부터 關東州라 불렸던 여순, 련이었다. 그리

고 남만주 철도의 경 을 위해 철로 주변과 철도역 일 가 만철부속지로 

35) 박진우, ｢근  천황제와 일본 군국주의｣, 역사비평50, 역사문제연구소, 2000, 

84~88쪽 ; 박진우, ｢일본 천황제와 역사인식｣, 啓明史學22, 계명사학회, 2011, 

76~78쪽.

36) 후시이 조지 外 著, 박진한 外 譯, 쇼군/천황/국민, 서해문집, 2012, 327~328쪽.

37) 尹健次 著, 하종문, 이애숙 譯, 日本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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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었는데, 관동주와 만철부속지는 중국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일본의 

특권 지역이었다.38) 비록 이곳은 전체 만주에서 그리 큰 역은 아니지만, 

일본의 만주에 한 실질적 지배가 시작된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

1906년, 일본은 관동주에 식민 통치 기관인 關東都督府를 설치하여 민

정과 군정을 함께 담당하게 하 고, 1919년에는 關東廳과 關東軍이 각기 

민정과 군정을 나누어 맡았다.39) 이러한 각종 식민 통치 기관의 설치는 일

본의 관동주 지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 고, 때로는 관동군처럼 일본이 

관동주를 넘어 전체 만주로 지배를 확 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되기도 

하 다.

그리고 만주 각지의 철도를 관리하기 위해 만철이 건립되었다. 그런데 

만철의 역할은 단지 철도 경 에만 머물지 않았다. 만철 초  총재로 부임

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의 말처럼 만철은 “겉으로는 철도 

경 의 가면을 쓰고, 속으로 각종 시책을 단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40) 즉, 만철은 일본의 만주 경 의 첨병 역할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었

던 것이다.41)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07년에 만철 내에 설치된 ‘조사부’

이다. 여기서는 만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관한 정보 수집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 는데, 점차 조사 상과 연구 규모가 확 되고 활동 분야가 다양

해졌다.42) 이처럼 만철은 현재 일본의 관동주 지배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된 만주 전역 지배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이후, 일본은 관동주 지배에 만족하지 않고 점차 만주 전체로 세력 확장

을 꾀했다.43) 먼저, 1907년부터 몇 차례에 걸친 러일협약을 통해 남만주

38) 貴志俊彦, 松重充浩, 松村史紀 編, 앞의 책, 2012, 60, 203~204쪽.

39) 貴志俊彦, 松重充浩, 松村史紀 編, 위의 책, 2012, 60~63쪽.

40) 고바야시 히데오 著, 임성모 譯, 만철 -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2002, 34쪽.

41) 나카미 타츠오 外 編, 박선  譯, 앞의 책, 2013, 276쪽.

42) 박장배,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중국근현 사연구43, 중국근현

사학회, 2009.

43)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지역을 세력권으로 하면 그곳의 안정적인 경 을 위해 그 

앞의 지역까지 확 하려는 일종의 자기증식의 모습이 흔히 나타난다. 

    (中見立夫, 滿蒙問題の歷史的構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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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한 지배의 토 를 닦았다.44) 이는 일본에게 러일전쟁의 보복

전이라는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온전하진 않지만 만주 

지배권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자신감을 주는 계기로 작용하 을 것

으로 보인다. 이 무렵, 잡지 朝鮮이 朝鮮及滿洲로 명칭을 바꾼 것, 그

리고 일본 사회에 ‘滿洲’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滿蒙’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이 등장하 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만큼 지배의 시선

이 더욱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45)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지배의 

시선은 1915년 21개조의 일환으로 중국에 강요한 南滿東蒙條約으로 현실

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관동주 조차와 철도 운  권리의 연장, 일본

인의 토지 商租權 등이 함께 규정되었다.46)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팽창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북만주로의 향력 확 를 노린 일본의 시베리아 출

병이 1920년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남만동몽조약도 1921년 워싱턴

회의에서 열강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만주 지배 시도는 계속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도만 韓人까지도 일종의 전초로 이용하 다. 일본

은 한인을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사재판권을 주장하 던 것이다.47) 

1927년의 다나카(田中) 내각이 들어선 후, 만주에 한 정책은 더욱 적

극성을 띠었다. 다나카 내각은 만주 군벌 張作霖을 지지하여 일본의 권익 

확장을 꾀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滿蒙 분리를 꾀했다.48) 이후 만몽 분

리는 공식화되었는데, 이것은 국방상, 국민의 생존상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몽에 해 일본이 특수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만약 관

내의 동란이 이곳까지 파급된다면 이것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44) 러일협약의 전말에 관해서는 최문형, 일본의 만주 침략과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 2013, 3장을 참고.

45) 中見立夫, 앞의 책, 2013, 250쪽.

46) ｢南滿洲及び東部內蒙古に關する條約及び附屬公文｣, 滿鐵會 編,  滿鐵四十年史, 吉川

弘文館, 2007, 391~393쪽.

47) 김 , ｢만주사변전 在滿韓人의 수전개발에 한 중국 동북지방 당국의 시책｣, 韓國文

化32, 서울 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 270쪽.

48) 후시이 조지 外 著, 박진한 外 譯, 앞의 책, 2012.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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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 다.49) 이는 중국의 국민혁명 고조에 한 불안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이를 적극적 침략으로 극복하려는 심리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1928년의 皇姑屯 사건은 일본의 만주 지배

욕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나타난 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50) 애초에 

일본이 장작림을 지원한 것은 만몽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장작림은 점차 일본의 뜻 로 움직이지 않았고, 패권을 노린 

관내 군벌 전쟁에 여러 번 개입하여 만주를 오히려 중국 륙과 밀착시켰

다. 이는 일본의 만몽 분리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군벌 전쟁에서 패하여 만주로 돌아오는 장작림을 폭살하 다. 그러

나 이 사건은 중일간의 갈등을 재차 점화하여, 결국 장작림의 후계자 張學

良이 蔣介石의 국민정부에 합류한다는 이른바 易幟를 선언하기에 이르렀

다.51) 이처럼 중국에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국권 회복 요구가 거세지

면서, 일본의 만주 지배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 고, 결국 이것이 만주사

변이라는 비정상적인 무력행위로 돌출되었던 것이다.52)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만주 지배 과정을 통해, 이미 지배한 곳에 해

서는 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 태도를 취하지만, 향후 지배하고자 

하는 곳에 해서는 팽창정책을 추진하는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 제국화의 

일반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만주 경

과 침략이 심화됨에 따라, 만주를 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에도 점차 제국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 다. 

본디 만주는 러일전쟁 직후부터 ‘十萬의 英靈, 二十億의 國帑를 쏟아부

은’ 代償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만주에 한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하 고, 때로는 만주에 집착하는 ‘特殊感情’을 불러일으켰

다.53) 련에서 발행된 조선급만주의 운 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샤쿠

49) 王華, ｢近代日本東亞戰略的演變及其成因｣,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0, 10쪽. 

50) 皇姑屯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는 孫茂生, ｢略論皇姑屯事件｣, 中國勞動關係學院學報
1991(05), 中國勞動關係學院, 1991 ; 任紅, ｢皇姑屯炸車案內幕｣, 遼寧廣播電視大學學

報, 遼寧廣播電視大學, 2009를 참고.

51) 송한용, ｢1928년 張學良政權의 東北易幟｣, 역사학연구12, 전남사학회, 1998.

52) 최문형, 앞의 책, 2013,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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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釋尾旭邦)는 1919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만주는 실로 일본인 활동의 무 가 된다. 이곳에 일본인이 팽창하여 일

본세력이 자리잡고, 만주 6만 方里를 일본화하는 것은 우리 일본 국민의 

사명이다.54)

샤쿠오는 이 시기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적극적으로 경 하여 이를 지배

하자는 주장을 펼친 표적 인물이다. 그가 조선급만주를 경 함과 동시

에 여기에 수많은 글을 투고한 것도 모두 일본인의 만주 이주와 경 을 적

극적으로 고무하기 위함이었다.55) 

한편, 만주는 일본 제국의 지배를 확인해 보는 데 있어, ‘한번쯤은 가보

아야 할 곳’이라는 일종의 환상도 널리 보급되었다.56) 大阪每日新聞에 몸

담았던 경력을 가진 한 일본인은, 샤쿠오로부터 만주 여행을 제안 받았을 

때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만주! 이 두 글자는 나의 소년시 부터 수없이 피를 끓어오르게 한 것이

었다. 나도 아직 보지 못한 토지. 나의 마음은 흔연히 뛰었다. 좋다! 이것

이 이번 N君과 둘이서 여행을 하기로 한 이유이다.57)

여기서 당시 본국의 일본인들이 만주를 바라볼 때도 제국의식이 크게 작

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아직 그들이 만주로 건너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주는 자국이 많은 희생을 치러 획득한 자랑스러운 곳으로 여겨졌고, 이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만주로 향하게 하 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이 만주로 실제로 건너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그들의 제국

53) 姜克實, ｢｢滿州｣幻想の成立過程｣, 日本硏究32, 國際日本文化硏究センター紀要, 

2006, 112~113쪽.

54) 釋尾旭邦, ｢朝鮮と滿洲｣, 朝鮮及滿洲124, 1917, 10쪽.

55) 최혜주,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56) 姜克實, 앞의 글, 2006, 101쪽.

57) 北山叩天, ｢初めて觀た滿洲(一)｣, 朝鮮及滿洲169, 192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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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고취시키는 각종 기억 장치를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러일전쟁

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시설이나 장소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06년, 도쿄와 오사카의 아사히 신문, 그리고 문부성과 육군성

의 주최로 만주여행이 시작되었는데, 旅程은 주로 전쟁 복구가 전혀 이뤄

지지 않은 전적지가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만주여행은 점차 늘어 1924년 

한해에만 1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58) 전적지뿐만 

아니라 여순, 련, 요양, 봉천, 안동 등지에 세워진 納骨祠와 표충탑도 일

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러일전쟁

에서의 희생을 신성화하고, 戰勝을 확인케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

가적 차원의 제국화는 일본 중들에게 제국의식으로 재생산되어 갔다.59)

그런데 제국의식은 비단 만주라는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레 만

주에 거주하는 중국인까지 그 시선이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 

長春, 吉林 등지를 시찰한 한 중의원 의원은 만주의 중국인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만주에 거주하는 지나인이 일본인을 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

은 일본의 對 지나 방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이 그 원인을 이루

고 있다. 지나인과 같이 사 사상에 젖어있는 국민에 해서는 우리가 위

력을 보여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60)

이 일본인이 보기에, 중국인들이 일본인을 멸시하는 이유는 전통적 사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 에 들어 양 민족의 처지가 극명

하게 달라졌음에도 일본의 통치 방식의 문제로 인해 중국인의 태도에 전근

적 중화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인들을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만주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지역

58) 나카미 타츠오 外 編, 박선  譯, 앞의 책, 151쪽.

59)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적으로 추진된 만주 여행에 관해서는 임성모, 앞의 글, 

2006b, 2~3장을 참고.

60) 大內暢三, ｢滿洲所感｣, 朝鮮及滿洲137, 1918,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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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바라볼 때도 제국의식의 입장에 서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근 에 들어 일본의 국가권력이 외적으로 팽창하여 제국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일본인들은 제국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일본이 이

미 지배한 곳이든 향후 지배하려는 곳이든 일본인들의 제국의식이 함께 따

라다녔다. 만주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만주는 

국가적 차원의 침략과 지배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장소 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 심화되었으며, 제국의식을 고취하는 제도나 장치도 잘 갖

춰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만 일본인들이 만주, 만주의 중국인을 

보는 시각에는 자연스레 제국의식이 투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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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 滿洲 移住

일본인들에 형성된 제국의식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제국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성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실제 만주 체험을 통해 더욱 강

화된 측면도 있다. 여기서는 일본인들이 이주했던 만주가 갖는 공간성을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그들의 제국의식에 미친 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904년 벌어진 러일전쟁은 일본인 도만의 轉機 다. 전쟁 초기에는 일

본이 大連항을 점령한 후 이곳을 전쟁구역으로 선포하여 상선의 왕래를 금

지하 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발한 도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1905년, ‘ 련항 출입 선박과 해운 상인 규칙’이 반포되어 군인, 

그리고 군수품이나 수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이주가 가능해졌다. 

비록 아직 민간인에게까지는 이주가 허가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解禁되었다.61) 그리고 일본이 관동주를 조차하고 관동도독부와 만철 등의 

식민 통치 기관을 설치하면서부터는 이곳에 복무하는 일본인들도 함께 이

주해왔다. 식민 통치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상업, 

서비스업, 공업 종사자도 거 이주하 다.62) 이에 따라 그 이전 娘子軍, 

혹은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을 포함하더라도 2천여 남짓에 불과하 던 도

만 일본인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 다. <表1>을 통해 만주에서 

일본인이 어엿한 一勢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1) 柳澤遊, 앞의 책, 1999, 27~31쪽 ; 郭鐵椿, 關捷, 韓俊英 編, 신태갑 外 譯, 일본의 

련 식민통치 40년사1, 선인, 2012a, 338쪽.

62) 金子文夫, ｢第一次大戰後の植民地投資 - 中小商工業者の進出を中心に｣, 柳澤遊·岡部牧

夫 編, 앞의 책, 2001,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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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渡滿 日本人의 人口 變化

( 單位 : 名 )

年度 人口 年度 人口 年度 人口

1908年 58,433 1917年 120,063 1925年 187,951

1910年 76,333 1919年 147,493 1927年 199,080

1912年 88,971 1921年 165,914 1930年 228,736

1915年 101,586 1923年 175,305 1932年 268,982

출전 : 塚瀨進, 滿洲の日本人, 東京 : 吉川弘文館, 2004, 46쪽

한편, 이 시기 만주에는 규모의 중국인 이주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17

세기부터 시작된 봉금정책은 19세기 말 철회되었고, 신 移民實邊이 추진

되었다. 이에 따라 화북 지역 농민들의 ‘闖關東’이 점점 증가하 고, 자연

재해, 군벌 간의 립 등으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주민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하 다.63) 

<表2> 渡滿, 歸鄕 中國人 數      

                                      ( 單位 : 千名 )

其間 渡滿人員 歸鄕人員
渡滿人員 對比 

歸鄕人員 比率

1891~1900 893.9 647.4 72.4%

1901~1910 3500.2 2697.3 77.1%

1911~1920 4842.0 2759.9 57.0%

1921~1930 7326.1 4400.6 60.1%

1931~1932 869.1 940.0 108.2%

全時期

(1891~1932)
17431.3 11445.2 65.7%

출전 : Thomas Gottschang&Diana Lary, 앞의 책, 2000, 169쪽.

63) 尹輝鐸, ｢‘邊地’에서 ‘內地’로 :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ㅡ 中國史硏究16, 중국사학

회, 2001, 4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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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에서는 량의 중국인이 만주를 왕래했음을 알 수 있고, 귀향인원

을 감안하더라도 만주의 중국인이 꾸준히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

본인과 중국인 각각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 고, 이 때문에 접촉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당시 만주의 인구는 다음 <表

3>과 같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만 일본인은 전체 만주 인구의 1% 

남짓이었지만,64)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인을 접하기가 점차 수월해졌음을 

알 수 있다.

<表3> 滿洲의 推定 人口

( 單位 : 百萬名 )

年度 人口 年度 人口

1895 22.90 1915 28.42

1900 23.74 1920 30.71

1905 24.76 1925 33.23

1910 26.27 1930 37.33

출전 : Thomas Gottschang&Diana Lary, 앞의 책, 2000, 

172~173쪽.

그런데 도만 일본인에 있어 만주는 그들의 제국의식을 확인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장소 다. 특히 관동주는 일본인의 조차가 허

용되고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특권지역이었다. 따라서 만주로 건너온 일본

인들은 여기서 자국의 제국 지배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순의 

관동도독부, 련의 만철본사, 그리고 그 주변에 조성된 법원, 도서관, 광

장 등의 근  시설은 일본 제국의 위용을 뽐내는 것이었다. 또한 만철이 

경 하는 남만주 철도가 만주 전역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제국의 힘이 관

64) 王麗娟, ｢中國東北的外國移民: 1911-1949年｣,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論文, 2007, 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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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뿐만 아니라 만주 전역에까지 뻗어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

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소위 ‘滿蒙特殊權益’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었는

데, 때로는 이것이 일본의 관동주에 한정된 지배보다 더욱 앞서나가 자의

적으로 비 화되기도 하 다.65) 1930년 무렵 출간된 世界地理風俗大系
는 이렇게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고 있음을 일본 중에게 자랑스럽게 내보

인 표적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만주의 역사, 지리, 풍속 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 특히 련에 해서는 ‘ 련항 부두의 장관(大連港埠頭の壯

觀)’이라거나 ‘자랑스러운 문화 시설(誇る文化の施設)’라 자찬하고, 만철에 

해서는 ‘동양 일 의 회사(東洋一の大會社)’, ‘위 한 그 사명(偉大なる

その使命)’이라 평가하는 등 제국 지배를 과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

다.66)

그리고 도만 일본인들은 주로 일본의 식민 통치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만철을 비롯한 식민 통치 기관의 직원이거나, 그들의 가족, 

또는 이들을 상 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다수를 차지하 다.67) 따라서 

Lattimore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주로 건너간 일본인들은 “이용자/착취자

(exploiter)로 갔지, 정착자(settler)로서 간 것은 아니”68)었으므로 그만큼 

제국의식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만주는 오랜 봉금 탓에 개발이 비교적 뒤늦게 시작된 낙후 지역이

었다. 여순, 련을 비롯한 조차지나 봉천과 같은 정치적 중심지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그 외의 광활한 만주 지역은 거의 자연 상태에 가까웠

다. 이것은 당시 만주를 여행했던 외국인의 기행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Lattimore가 “도시 밖에서 우리는 외국인을 거의 보지 못

65) 山本有造, ｢｢滿洲國｣ある歷史の終り、そして新たな始まり｣, 環10, 藤原書店, 2002, 

73쪽. 

66) 伸摩照久 編, 世界地理風俗大系1, 東京 : 新光社, 1930.

67) 1913년의 기록에 따르면 도만 일본인의 3할은 만철 소속 직원, 1할 반은 관리, 4할은 

상인, 나머지 1할 반은 낭자군, 부랑인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石城生, ｢滿洲の日本人｣, 朝鮮及滿洲69, 1913, 169쪽.)

68) O. Lattimore,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32,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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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를 쓰지 않고 몇 주를 여

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통역가의 필요 없이 단순히 여행하 다”69)고 했을 

정도로 만주에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여전히 인구밀도가 

낮아 인적이 드문 곳도 많았다.70) 따라서 만주는 일본의 풍요, 선진과 중

국의 빈곤, 낙후가 선명히 비되는 곳이었다.

또한, 만주에 이주한 중국인은 다른 지역의 중국인에 비해 빈곤을 극명

하게 보여주는 상이었다. 만주의 중국인들은 부분 그 고향이 山東省, 

河北省 등지로서, 주로 토지의 부족이나 자연재해, 또는 정치적 변란을 피

해 이주해온 빈농계층이었다. 이들은 만주로 이주한 후 주로 농장, 부두, 

광산 등지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 다.71) 따라서 이들의 외양은 다소 볼품

없었고 지저분해보이기까지 했고, 일본인들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쿠리(苦

力)’라 불러 멸시하 다. 이처럼 만주의 중국인이 부분 하층 쿠리 다는 

사실은 도만 일본인들로 하여금 전체 중국인을 멸시하는 인식을 갖게 하

다. 도만 일본인들은 그들이 보았던 중국인들을 원래부터 그 지역에 거주

했던 원주민으로 보았지, 이들이 19세기말 이래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난 이주민이라는 것은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72) 

“ 련시에 거주하며 노동하는 지나인의 다수는 쿠리 등의 하급노동자이기 

때문에 아동이 지나인을 하등인종으로 보아 그들을 경멸하는 풍조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73)라는 평가는 이를 잘 반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일본인들의 제국의식은 국가적 차원의 만주 지배를 통해 

69) O. Lattimore, 위의 책, 1932, 8쪽.

70) 오늘날 만주의 공식 면적을 기준으로 당시 만주의 인구 밀도를 략 추정해보면 1885

년에는 5.6명/㎢, 1911년에는 22.8명/㎢, 1933년에는 36명/㎢이다. 즉, 당시 만주는 인

구희주지역 또는 인구소주지역에 속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

다.

   (http://www.jl.gov.cn ; http://www.ln.gov.cn ; http://www.hlj.gov.cn ; 趙中孚, ｢一九

二0~三0年代的東三省移民｣,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71.6 제2기 ; 이희연, 인구학, 法文社, 2003, 162~163쪽.)

71) Thomas Gottschang&Diana Lary, 앞의 책, 2000, 56~63쪽.

72) 蘭信三 編, 日本帝國をめぐる人口移動の國際社會學, 東京 : 不二出版, 2008, 

201~202쪽.

73) 一敎育者, ｢大連の兒童敎育に就て｣, 朝鮮及滿洲80, 1914,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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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어, 만주 체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만주는 여타 식민지에 비해

서도 제국의식이 한층 두드러질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도만 일본인들

의 제국의식은 관념상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주 생활에서 갖가

지 모습으로 발현하기도 하 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논의를 이어가

고자 한다.

먼저, 제국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은 만주의 일부 개발된 지역, 특히 관동

주와 만철부속지에서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어 살았다. 물론 이것은 비단 

도만 일본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이민자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이다. 그러나 도만 일본인의 集居 경향은 타국의 이민자들에 비해 훨씬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74) 

<表4> 渡滿 日本人의 居住地別 人口 分布

( 單位 : 名 )

年度 關東州 滿鐵附屬地 合計

1908 29,773 (50.9%) 11,842 (20,2%) 71.1%

1912 45,256 (52.8%) 27,672 (32,3%) 85.2%

1914 48,990 (48.5%) 31,790 (31.5%) 80.0%

1917 55,516 (46.2%) 40,316 (33.5%) 79.7%

출전 : 1908, 1914, 1917년 통계는 塚瀨進, 앞의 책, 2004, 47쪽, 

1912년 통계는 ｢在滿邦人戶口｣, 滿洲日日新聞 1912年 10

月 21日.

<表4>를 통해 도만 일본인들의 50% 내외가 관동주에, 2, 30%가 만철 

부속지에 모여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의 거주 지역은 다

른 중국인들의 거주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1910년 만주를 여행한 E. 

74) 한석정은 일본인들의 약 90%가 도회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 도시 거

주율이 약 7할이었던 알제리의 유럽인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석정,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논총31, 동북아역사재단, 

201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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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emp의 “안동(Antung)은 상당한 곳이었는데, 일본인 마을은 중국인 

마을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위치하 다”75)는 기록, 그리고 이 시기 만주에 

거주했던 한국인의 “일본 사람하고는 접촉을 잘 안해요. … 적으니까, 일

본 사람들 사는 곳은 또 따로 있었고”76)라는 구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

이다. 따라서 당시에도 “관동주나 만철부속지를 제외하면 일본인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곳이 많다”는 평가가 가능했던 것이다.77) 

물론, 도만 일본인 중 식민 통치 기관의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관동

주나 만철부속지에 거주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외 

상공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조차도 관동주나 만철부속지에만 거

주하려 하 다. 이러한 현실에 해 샤쿠오도 “일본인은 중국인을 상 로 

생활의 무 를 삼지는 않고, 만철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철

은 실로 련의 생명”78)이라거나, “ 련의 일본인은 만철을 중심으로 생계

를 꾸려나가는 상태이므로 련에서 만철을 제외하면 련의 일본인은 태

반은 가련한 상태가 된다. … 이 2천여 남짓한 시민은 관동도독부와 기타

군인군속을 주 고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지나지 않는다”79)고 지적하

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만주 내에서 또 다른 일본 사회를 만들어 생활하

고 있었고, 같은 일본인만을 상 로 상업 활동을 전개하려 했을 뿐, 중국

인들은 그들의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일본인들은 중국인

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80) 

이렇게 일본인들의 만주 생활에서 중국인이 반드시 필요한 만남의 상

이 아니었던 만큼, 중국어 또한 반드시 배워야할 언어는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간혹 중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75) E. G. Kemp, The Face of Manchuria(1910), 景仁文化社, 2004, 87쪽.

76) 김도형 編, 재만 조선인의 삶과 기억(Ⅳ), 선인, 2009, 50쪽.

77) 石城生, ｢滿洲の日本人｣, 朝鮮及滿洲69, 1913, 168쪽.

78) 旭邦生, ｢滿洲見物｣, 朝鮮及滿洲56, 1912, 56쪽.

79) 釋尾旭邦, ｢支那を見て｣ 朝鮮及滿洲96, 1915, 4~6쪽.

80)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尹健次는 조

선에 거주한 부분의 일본인 역시 그들만으로 ‘일본인 타운’을 만들었음을 지적하 다. 

    (尹健次, 앞의 글, 1990, 17쪽.)



- 26 -

이를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車夫를 비롯한 일부 중국인이 일본어를 

서툴게라도 구사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81) 부분의 중국인은 문맹이었

으므로 두 민족 간에는 높은 언어 장벽이 존재하 다. 기차 안에서 간간히 

마주치는 일본인과 중국인 간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서로 어울리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웠고,82) 어떤 일본인이 봉천에서 마차를 잡아타고도 마부와 

말이 통하지 않아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잘 보여

주는 모습이라 하겠다.83)

그러나 일본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원활한 만주 경 , 지배를 위해 도만 

일본인들의 중국어의 습득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나어의 

필요를 통절히 느끼는 동시에 지나어의 보급은 현재의 급무”84)와 같이 중

국어 습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두하기도 하 다. 그래서 1922

년 11월, 만철은 華語를 비롯해 露語, 日本語를 학습한 직원에 해 語學 

獎勵金을 지급하기로 했다.85)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배워 어학 장려금을 받으려는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이는 일본인의 제국

의식이 때로는 제국 지배에 역행하기도 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만 일본인들은 낙후된 만주 각지를 다니는 것은 꺼렸다. 만주

에는 러시아, 일본 측의 세력 팽창을 위해 부설된 철도가 많았고 이를 저

지하려는 중국 측이 부설한 철도도 많았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도 

노선이 다양하 고 총길이도 상당하 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여행을 하더

라도 일부 지역만을 들렀을 뿐, 철도를 통해 만주 각지를 활발히 왕래하려 

하지 않았다. “길장철도의 열차는 실로 조잡하게 만들어져 일등실이라고 

해봤자 이름뿐이고 겨우 네 명을 수용하기에 족한 것이다. … 일본의 차관

으로 부설된 길장철도의 길림역에서 한 명의 일본인 역원도 볼 수 없

81) 北山叩天, ｢初めて觀た滿洲(十一)｣, 朝鮮及滿洲171, 1922, 40쪽. 

82) 舟橋逸民, ｢初めての滿洲汽車旅行｣, 朝鮮及滿洲185, 1923, 81쪽. 

83) 赫虹閃, ｢大連見物(一)｣, 朝鮮及滿洲218, 1925, 94쪽. 

84) 阿房鳥, ｢滿洲飛びある記｣, 朝鮮及滿洲77, 1913, 75쪽.

85) 滿鐵會 編, 앞의 책, 2007, 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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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6)는 말처럼, 만주 각지를 여행하는 일본인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만철 社會課에서는 만철 사원의 가족으로 견학단을 꾸려 만철 연선 각지의 

사정을 알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 다.87) 만주에 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식민통치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그 가족들은 만주 

각지를 돌아보고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각지로의 만주 여행이 활성화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만주의 신문이나 잡지에 각종 기행문이 자주 연재되는 것이 일본인의 만주 

여행 부진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만주 각지를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새삼스레 기행문이 중매체에 

적으로 실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만주 곳곳을 둘러본 일본인이 

소수 기 때문에 그들의 기행문이 기사거리가 되는 일종의 ‘텍스트 의존현

상’88)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보통의 도만 일본인들은 멀리 여행을 다

니기 보다는 자신들의 생활공간 근처만을 가끔 전차, 마차, 자동차로 다녔

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만 일본인은 만주를 그들의 특권 지역이고 자랑스러운 

곳이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곳에 오래 머물고자 하지는 않는 모

순적인 태도를 보 다. 이러한 도만 일본인의 행태는 다음 <表5>에 잘 나

타나 있다.

86) 靑風生, ｢東三省見聞記｣, 朝鮮及滿洲119, 1917, 84~85쪽. 

87) ｢新凉を趁ふて沿線へ大連の婦人見學團｣, 滿洲日日新聞 1923年 8月 29日.

88) 에드워드 사이드는 텍스트 의존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적합한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

하고 있다. 하나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고 위협적이며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과 매우 가깝게 만나는 경우이다. 이 때 인간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여 

마음의 평형을 위협하는 듯한 불확실한 것을 마주쳤을 때, 텍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상황은 텍스트로 인해 실제 성공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이러

한 텍스트는 그것이 서술하고 있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에드워드 사이드 著, 박홍규 譯,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2, 172~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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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5> 在住期間別 渡滿 日本人 人口(1920年)

在住期間 人數

  5年 未滿(1916~1920年)

  5年 以上(1911~1916年)

  10年 以上(1906~1910年)

  5年 以上(1906年 以前)

         88,097 (62.5%)

         24,489 (17.4%)

         22,513 (16.0%)

          5,830  (4.1%)

合    計         140,929 (100%)

출전 : 關東廳, 關東廳國勢調査記述篇 昭和5年, 1934, 148쪽, 塚

瀨進, 앞의 책, 2004, 172쪽에서 재인용.

여기서, 절반 이상의 일본인들은 만주로 이주해 온지 채 5년도 되지 않

아 만주를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만 일본인의 만주 체류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만주에 있는 일본인은 조선보다 만주에서 

일하는 것을 일종의 치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89)는 기록을 음미해볼 필

요가 있다. 일본인은 식민지에서 일하는 것을 다소 부끄러운 일로 여겼는

데, 다른 식민지보다도 만주에서의 생활을 더욱 치욕적으로 느꼈다는 것이

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만주에서 일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러시아인에 한 Lattimore의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듯 하다. 그는 도만 러시아인 사회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중국인처럼 사는 것은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중국어를 못할수

록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음을 지적하 다.90) 즉, 異國에서의 생활은 개

척자로서의 이미지라기보다는 본국에서의 패배자, 낙오자로서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일본인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만주에서 

일본인들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으나, 만주는 아직까지 완전히 지배하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개발도 더딘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이국과 마찬

89) 一記者, ｢滿洲より｣, 朝鮮及滿洲120, 1917, 111쪽. 

90) Lattimore, 앞의 책, 1932,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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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느껴졌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각자의 동기에 의해 만주로 이주했지만 

만주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만주에 애착을 

갖거나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려 하지 않았고, 언제라도 그들의 목적을 달

성하면 귀국할 생각이 강했다. 이러한 행태는 같은 일본인에게도 “일본인

의 결점은 … 일확천금의 이익을 얻으면 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고향사람들

에게 자랑하고 안일한 생애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

가 많다”91)는 식으로 인식되었다.92)

그리고 도만 일본인들은 만주에 있는 중국인은 그들의 아래로 보아 오만

한 태도로 하 다. 통상적으로 타인에 한 태도는 자신보다는 타인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듯, 이러한 일본인의 오만한 태도는 그 표출 상인 

만주의 중국인들에게 가장 잘 인식되었을 터이다.

           <表6> ｢中國 兒童의 눈에 비친 日本人｣
- 劣等하다고 생각하는 점 -

順位 內  容 應答者(名) 百分位(%)

1 오만하다 315 64.29

2 성미가 급하다 65 13.27

3 여성들의 복장이 좋지 않다 23 4.69

4 사치하다 13 2.65

5 술에 취해 난폭하다 12 2.45

( 以 下 省 略 )

출전 : ｢支那兒童の目に映じた日本人｣, 滿洲日日新聞 1924年 2月 

21日.

91) 伊藤榮, ｢北滿地方を視察して｣, 朝鮮及滿洲144, 1919, 60쪽.

92) 최근 함동주는 한 학술 회 발표에서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에는 ‘제국 건설의 사명’이

라는 거  담론과 일본 사회의 ‘입신 출세’ 담론이 결정적 역할을 하 음을 주장하 다. 

여기서 볼 때 제국민으로서 외지에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출세라거나 蓄財의 목적도 상

당히 강하게 작용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함동주,「1900년  초 일본의 제국의식과 동아시아 식민론의 확산 - 조선이주 안내서

를 중심으로」, 2013 하반기 학술 회 연동하는 동아시아사, 역사학회, 2013,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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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6>은 1924년 滿洲日日新聞에 게재된 설문조사의 내용이다. 이것은 

련 장학회 연구부에서 ｢中國 兒童의 눈에 비친 日本人｣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이 

오만하다’는 항목이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오만함의 양상을 ‘중

국인을 욕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속이며,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오만함은 “서양인은 체로 동양인, 이민족에 해 오만하다. … 

즉, 백인은 세계를 지배하는 인종이라는 자존심에서 싹튼 것이라고 생각한

다”93)는 어느 한 일본인의 비판에서 보듯 제국의식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도 중국인을 할 때 오만한 태도가 나

타나는 것은 매한가지 다. 그들은 본국에서는 부끄럽게 여겼을 일이나 죄

가 된다고 여겼을 일도 식민지에서는 거리낌 없이 해버리기도 했다.94) 이

러한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를 한국인 김산(1905~1938)은 다음과 같이 정

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사무원과 앞잡이는 식민지 주민을 억누르기 위해 고용된 것

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본토에 있는 일본인과는 전혀 다르다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95)

이처럼 식민지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제국민의 속성을 더욱 뚜렷하게 지

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민족을 하는 태도도 그만큼 달랐던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중국인의 저항을 야기하여, 일본의 만주 

지배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 다. 그래서 1909년 5월 고토 신페이

의 훈유는 다음과 같이 만철 사원의 중국인에 한 불친절을 경계하고 있

다. 

93) 和田八千穗, ｢黃白人の優劣｣, 朝鮮及滿洲72, 1913, 42쪽.

94) 相賀照鄕, ｢大連に旅ける民政｣, 朝鮮及滿洲47, 1912, 33쪽. 

95) 님 웨일즈·김산 著, 송 인 譯, 아리랑, 동녘, 2011,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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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驛員 태도의 불친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청국인에 해 

친절을 결여하고 있다. … 역원이 청국인을 하는 태도는 본사 경 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청국인에 해서는 한층 친절하게 하

고 악감정을 갖게 하는 행위는 충분히 주의하라.96)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훈유가 계속해서 내려졌고,97) “지나인을 모욕하

고 오만한 태도로 하는 것은 … 실로 우려할 만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된다”98)는 식의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러나 일본인들이 중국인을 깔보거나 때리거나 속이는 등의 일은 일종의 고

질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듯, 근  일본의 제국화, 그 중에서도 특히 만주 지배와 경

은 도만 일본인들이 가졌던 제국의식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제국의식은 일본인들이 직접 체험한 만주의 공간성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

다. 그래서 도만 일본인의 이주, 생활상에서도 그들의 제국의식이 표출된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국의식은 단지 제국 지배의 종속 

변수에 머무르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때로는 제국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먼저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배를 요구하기도 했고, 제국 지배를 저하시

킬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듯, 중의 제국의식은 그 자체로서도 일

본의 제국 지배를 고무하고 지지하는 등 막강한 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96) 後藤新平, ｢旅客公衆に對し接客態度｣, 社報46, 1909年 5月 21日, 滿鐵會 編, 앞의 

책, 2007.

97) ｢滿鐵社員へ乘車訓示｣, 滿洲日日新聞 1923年 9月 8日.

98) 浮田和民, ｢支那に對する國民の謬想｣, 朝鮮及滿洲98, 191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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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인의 中國人像과 渡滿 이후의 變化

1) 무지한 중국인, 분산된 중국인 : 支配論理

이제 일본인이 가졌던 제국의식이 그들의 중국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를 확인해볼 차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두어야 할 것은, 자료

상의 한계로 인해 일본인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일부 지식인이나 

관료의 인식 변화만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채, 도만 일본인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가

진 중국인 인식의 경향이 도만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는 여러 중국인상이 각기 제국의식의 일부분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

음을 밝히겠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본인의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중국인’상이다. 이러한 

‘무지한 중국인’상은 일본에서도 메이지 초기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받아

들여진 인식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저작에는 

이러한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1869년, 그는 世界國盡에서 중국에 

해 “문명개화가 후퇴하고, 풍속이 점차 쇠퇴하여 덕을 수양하지 않고 지

식을 닦지 않는”99)국가라 표현하 다. 그리고 1875년 文明論之槪略에서

는 “중국인은 사상이 빈약하고, 일본 사람은 사상이 풍요롭다. 중국 사람

은 무사태평이나, 일본 사람은 할 일이 많고 바쁘다 … 중국은 한번 변혁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이를 수 없다”100)고 평가하 다. 이어 1885년의 ｢
脫亞論｣에서는 “중국은 一身에 관해, 一國에 관해 진보의 방식을 전혀 모

르는 국가이고 … 지금의 문명동점의 풍조에 있어 전혀 독립을 유지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101) 국가라 보았다. 이를 통해 그가 일관되게 중국, 

99) 福澤諭吉, ｢世界國盡｣, 福澤諭吉著作集2, 東京 :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2, 76쪽.

100) 후쿠자와 유키치 著, 임종원 譯, 문명론의 개략, 제이앤씨, 2012, 46~48쪽.

101) 福澤諭吉, ｢脫亞論｣, 時事新報, 1885年 3月 16日, 田中彰, 日本近代思想大系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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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무지한 존재로 인식하 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무지’라 함은 

그의 말 로 서구를 지향한 문명개화에 뒤쳐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결국 중국은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비단 후쿠자와 유키치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지식인들도 이러한 인식을 공

유했는데, 이는 근 에 들어 서구의 지식이 ‘도달해야 할 진리’로 여겨진 

상황에서 중국과 달리 일본은 문명개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자기 인식

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인들의 중국인 인식

은 중국인을 직접 관찰한 결과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실패

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한 인식이 중국인 인식으로 전이된 측면이 강

했다.

한편, 일본을 ‘문명’, 중국을 ‘비문명’으로 보는 시각은 1894년 청일전쟁

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재차 확인되었다. 그 결과 ‘무지한 중국인’상도 

일본 사회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때로는 실제 중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무지함’이 현실에서 확인되기도 하 다. 여러 군인과 종군기자들은 

한반도, 만주의 중국인을 접하며 이들의 ‘무지함’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것은 본국의 중에게 전해져 그들의 중국인상에도 큰 향을 주었다.102) 

1900년 일본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했을 때도, 일본군은 스

스로를 서구 열강의 군 와 동등한 ‘문명군 ’로 자임하고, 이를 적으

로 선전하 다. 반면, ‘비문명’의 중국군은 무기의 사용법에도 숙련되어 있

지 않고, 바깥에 방치해둔 화약이 상  포격에 의해 폭발하여 오히려 자신

이 큰 피해를 입을 정도의 무지한 존재로 비쳐졌다.103) 이렇게 일본이 중

국을 압도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지적인 ‘문명’ 일본인과는 조적으로 

‘비문명’의 중국인은 무지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져 갔다. 

이를 통해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이 도만하면서, 중국인이 무지하다는 인

식도 함께 도만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만주에서 중국인

(對外觀), 東京 : 岩波書店, 2000, 313쪽.

102) 미타니 히로시 外, 강진아 譯, 다시보는 동아시아 근 사, 까치, 2011, 345~346

쪽.

103) 王美平·宋志勇, 近代以來日本的中國觀4, 江蘇人民出版社, 2012,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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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토착 신앙을 신봉하거나, 거의 문맹 상태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고

해졌다. 廣島高等師範學校 학생들이 만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1907년

에 출간한 기념록은 만주의 중국인이 숭배하는 종교에 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나는 종교에는 냉담하고, 다수는 미신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關帝, 山神, 孤仙에 관한 미신에 있어서는 그것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축복을 얻으려는 이기주의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

다.104)

이처럼 일본인들은 중국인의 신앙을 단지 이기심이 반 된 미신으로 치

부하는 태도를 보 다. 그런데 일본인의 종교가 중국인의 종교와 크게 달

랐던 것 같지 않다. 일본인들은 천황을 萬歲一係의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

하 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이주한 후에도 곳곳에 신사를 건립하여 그들의 

신도 신앙을 지속해 나가는 등,105)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교 생활

을 지속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중국인만을 무지하고 비합리

적인 존재로 간주하 다.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비문명’인 타자에게는 

그것이 무지함의 근거가 되지만, ‘문명’인 자신에게는 오히려 자랑과 긍지

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1913년, 조선과 만주에서 법학자로 활동했던 카코 사다타로(加古貞太郞, 

1872~?)는 중국인의 ‘무지함’에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는 단순히 중국인이 무지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중국이 낙후되어 있고,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이고 있다.

104) 廣島高等師範學校 編, ｢滿韓修學旅行紀念錄｣, 小島晋治 監, 大正中國見聞錄集成9, 

東京 : ゆまに書房, 1997, 85쪽.

105) 만주에 처음으로 건립된 신사는 1905년의 安東神社이다. 포츠머스 조약이 종결되어 

재만 권리를 획득한 지 한 달 만에 이 신사가 세워졌을 만큼 일본인들은 만주로 이주하

자마자 신사도 함께 세웠던 것이다. 이후 일본인이 점점 많이 이주하면서 신사의 수도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여 ‘만주국’ 건립 전후에는 50여 개의 신사가 건립되었으며, 패전 

직전에는 300여개에 달했다. 

    (嵯峨井建, 滿洲の神社興亡史, 東京 : 芙蓉書房出版, 199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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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인은 … 수학의 관념이 없고, 특히 기하학은 할 수 없다. 설명이나 

공식을 받아들일 암기력은 강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못한다. … 지

나인은 이러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을 소화하는 것이 제법 곤란

하다.106)

이러한 주장은 다른 일본인에서도 발견된다. 1917년, 교단생활을 통해 

중국인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직접 가르쳤던 한 일본인도 “지나의 학생은 

銀行論의 근본 의미나 경제정책의 원리 등은 결코 철저하지 않다. 또한 산

수도 일본 학생보다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107)고 하여 카코 사다타

로와 비슷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인의 무지함은 전체 중국인

의 민족성으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의 ‘무지’를 강조하는 일본인의 인식은 점차 일본의 

중국, 중국인 지배 논리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 다. 앞서 언급한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의 견문록에서도 초보적 형태의 지배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만주의 교육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해 “길 위에 문자

를 적어서 물어봐도 “不明白”(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하는 자가 많다. 순경

들도 필적이 제법 졸렬하다”108)고 하 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 또한 단순

히 중국인들이 글자를 잘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는데서 머무르지 않고, “만

주에는 개 교육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 … 만주의 교육 사업은 개 本邦

人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109)고 하여 일본의 만주 지배가 필요함을 언

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여기서는 이들의 수학여

행이 일본이 만주 경 이 막 시작된 시점에 이루어졌음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관동주를 획득한 직후부터 이미 만주 지배를 확장할 것을 주장

하는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수학여행은 본국의 일본인이 단기간 

만주를 다녀간 일회성 행사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106) 加古貞太郞, ｢支那の國民性と將來の發展｣, 朝鮮及滿洲76, 1913, 30쪽. 

107) 切田太郞, ｢敎壇より觀たる日支鮮の學生｣, 朝鮮及滿洲117, 1917, 37쪽.

108) 廣島高等師範學校 編, 앞의 글, 1997, 86쪽.

109) 廣島高等師範學校 編, 위의 글, 1997,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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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주 지배 논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일본 본국의 일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배 논리가 보급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바이다. 

한편 1919년 련에 거주하는 어느 한 일본인은 산동에서 만주로 이주

해온 쿠리에 “사물에 한 기량이 없고, 이해력이 결여되어 우둔하다110)”

고 평가하 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전 세

계가 노동력 부족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비해 만주에는 무수한 쿠리가 있

어 다행이므로, 쿠리를 지나치게 노예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 하여 

만주를 개발하자는 것으로 이어졌다.

만몽의 토지는 더더욱 그들의 손발을 필요로 하는 곳이므로, 쿠리 우 는 

… 중 한 문제라 생각한다. 만약 현재 상황을 방기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 만몽 개발상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111)

이를 통해 그가 쿠리 우 를 주장하는 목적은 결국 일본의 확고한 만몽 

지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쿠리의 무지함은 단순히 멸시나 

차별의 근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잘 활용하여 만주 지배에 활용하

자는 논리로 이어졌던 것이다. 앞선 사례에 비해 지배 논리가 좀 더 분명

하고 노골적이다. 

이처럼 러일전쟁 이전의 ‘무지한 중국인’상이 단순히 근  지식과 학문에 

뒤쳐져 있음을 의미했다면, 도만 일본인 사회에서 이것은 중국인의 민족성 

자체가 무지하다는 관념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도만 일본

인이 중국인을 무지한 존재로 인식한 것은 자연스레 일본의 지배, 팽창을 

합리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인이 直隸

省의 초등 학당을 일본 관할 하에 두려고 획책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사실이다.112)

다음으로 ‘단결할 줄 모르고 집단을 이룰 능력이 부족한 분산된 중국인’

110) 攝侍初朗, ｢山東苦力觀｣, 朝鮮及滿洲143, 1919, 43쪽.

111) 攝侍初朗, 위의 글, 1919, 44쪽.

112) 유용태, 환호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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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살펴보자. 우선 이러한 인식이 생겨난 것은 중국의 오랜 역사적 경험

과 관련이 있다. 고래로 중국은 국토의 광활함, 교통의 미비, 자연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통일적 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려웠기에, 일단 통일이 되

더라도 오래지 않아 곧 분열되곤 했다.113) 사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중

국의 자연조건에서 기인한 바 크지만, 이것은 종종 ‘분산된’ 중국인의 민족

성의 탓으로 치부되기도 하 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근  지방주의의 발

흥은 ‘분산된 중국인’상을 일종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했던 것으

로 보인다. 1860년  태평천국운동 이후 각 지방의 督撫는 군권, 재정권을 

장악하고 紳士의 향력이 날로 확 되어, 지방 세력이 점차 중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의화단운동 중의 東南互保로 구체화되었

다.114) 그리고 이러한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청조의 응은 무능했기 때문

에 지방 인민과 중앙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지방 정부와의 관계가 나날이 

가까워졌다.115) 1909년에는 諮議局이 설립되어 지방주의를 제도화하 으

며, 이러한 흐름이 1911년 각 성의 독립을 통한 신해혁명으로 이어졌다.

중화민국 수립 후에도 지방주의는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런데 원세개의 

사후 각 성을 단위로 군벌이 난립하면서 정치적 혼란상이 극심하 다.116)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된 중국인’상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자치의 역사적 전통과 지방주의 자체가 곧 분열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민국 초기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분열의 원흉으로 지목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근거로 “지나인에게는 국가라는 관념

이 없다”고 단정하 다. 이와 같은 타자 인식은 일본이 스스로를 천황을 

상징적 정점으로 하는 단일한 국가라는 자기 인식과 비되어 더욱 뚜렷하

113) 胡春惠, ｢辛亥前後的地方分權主義｣, 中華文化復興運動推行委員會 主編, 中國近代現

代史論集17,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86, 815쪽.

114) 吴雲翔, ｢東南互保與晚淸地方實力派的崛起｣, 中州學刊2009(05), 河南省社會科學院. 

2009.

115) 胡春惠, 앞의 글, 1986, 818쪽.

116) 윤세철, ｢근  중국에 있어서의 지방주의｣, 동아문화, 서울 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83, 247~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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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는데, 소위 ‘분산된 중국인’상은 청일전쟁 이전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청일전쟁의 분

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누군가가 “일본은 작은 나라이고 중국은 큰 나라

인데 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자, “중국은 이름만 1국일 뿐 실은 

18국이다. 1국이라면 진실로 일본의 10여 배이겠으나 그것이 18국이라면 

그 중 하나도 능히 일본에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하 다.117) 중국

이 18개의 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합심하지 못할 것이

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토는 각 성의 독립적 경향을 과장하

여 지적함과 동시에,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벌여볼 만 하다는 자신감을 표

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증명’됨으로써 일본 사회에 더

욱 확산되어 갔다. 1896년 世界之日本이란 잡지는 ｢지나와 유럽의 미래

(支那及欧州の未來)｣라는 논설을 통해 중국인의 사회적 단결이 박약함을 

지적하 다. 1898년 이토는 “중국은 여태 국민 단결이 필요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그 인민이 모반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데 

만족했으니, 열강이 강 한 지금 중국은 쇠약에 이른 원인이 여기에 있다”

고 재차 강조하 다.118)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서구인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국인 스미스(A. Smith)

의 중국인의 특징이란 책이 번역, 소개되었다. 그는 오랜 기간 중국인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서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책은 일본인의 중국인 인식에도 큰 향을 주

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인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단결성 부족이 함께 지

적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볼 때,119) 일본인에 보이는 ‘분산된 중국인’상

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도 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117) 梁啓超, ｢中國積弱溯原論｣, 楊鋼, 王相宜 編, 梁啓超全集2, 北京出版社, 1999, 417

쪽.

118) 張智慧, 앞의 글, 2010, 140~141쪽.

119) 忻劍飛, 世界的中國觀, 博遠出版有限公司, 1993, 384~389쪽 ; 이종민, 흩어진 모

래, 산지니, 2013, 50~52쪽.



- 39 -

한편, 일부 일본인의 중국 여행은 자신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이

라는 점에서, ‘분산된 중국인’을 현실에서 확인하여 그 설득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1902년, 타카세 카료오(高瀬花陵, ?~?)는 중국 화북지방에

서의 견문을 기록한 北淸見聞錄에서 “지나에는 국가가 없고, 청제국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닮은 하나의 단체일 뿐이다”120)라고 기록하 고, 1906

년 조선을 거쳐 만주, 중국 륙까지 여행한 후 귀국한 토쿠토미 소호(德

富蘇峰, 1863~1957)는 “지나에는 家는 있으나 國은 없고, 지나인에는 孝

는 있으나 忠은 없다”121)고 평가하 다. 이들은 실제 중국을 다녀온 후 기

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각이 다른 일본인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해혁명 후 민국의 혼란상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일본 사회에서 

‘분산된 중국인’상이 더욱 확고하게 제시되었다. 1913년 사카마키 테이치

로(酒卷貞一郞)의 支那分割論이나 1914년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의 支

那論에서도 모두 중국의 정치구조와 향촌 자치 전통 하에서 배양된 중국

인의 국민성은 국가관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근 국민국가를 이루는 것

은 무리라고 지적하 다.122) 이처럼 일본인의 눈에 중국인은 점차 ‘단결할 

줄 모르고, 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민족으로 비춰져 갔다. 이러한 주장들

이 내포하는 논리의 귀결은 결국 중국은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亡國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다.123) 

따라서 도만 일본인들도 ‘중국인은 국가 관념이 결핍된 민족’이라는 인식

을 가진 채 이주해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만 일본인들의 눈에

는 그들이 관찰하는 중국, 중국인이 모두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비

쳐졌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카코 사다타로는 1913년 다음과 같이 말하

다. 

120) 高瀬敏德, ｢北淸見聞錄｣, 小島晋治 監, 幕末明治中國見聞錄集成15, 東京 : ゆまに書

房, 1997, 118~119쪽.

121) 德富猪一郞 著, ｢七十八日遊記｣, 小島晋治 監, 위의 책, 1997, 552쪽.

122) 王美平·宋志勇, 앞의 책, 2012, 213~227쪽.

123) 呂順長, 앞의 글, 2010, 70쪽 ; 王美平·宋志勇, 앞의 책, 2012, 131~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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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지나를 가리켜 국가적 관념이 없다고 비웃는다. … 혁명에 있어

서도 국가 관념에 기초한 것은 없고, 자신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장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세개가 없었다면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

가능했다.124)

이글은 신해혁명이 일단락 된 직후에 발표된 글이다. 여기서 그는 중국

인이 이룩한 신해혁명이 국가 관념의 발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이기심에서 생겨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즉, 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근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충만한 원세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만주사를 전공하여 조선총독부 修史官으로 재임 중

이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는 1925년 12월 다음과 같

이 말하 다. 

지나인의 관념에서는 … 국가와 민중은 완전 다른 두 가지의 상이다. 

… 국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반기지 않

는다. … 지나의 민중에는 민족의식은 특히 강하지만 국가 관념은 극히 

빈약하다. 정치가는 국가사회라는 관념은 없고, 사회에 있어 국가의 이익

보다도 자신의 입장에서 타산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상태의 지나가 관세

자주조약 등이라니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지나는 자주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행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125)

여기서 그는, 중국인들은 국가와 민중을 완전히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설령 국가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민중들에게 이익이 돌

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국인들에게는 환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가 

비록 조선총독부의 관료 지만 만주에 한 이해와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

고, 이글이 조선급만주에 게재된 것임을 고려해볼 때, 그의 주장은 도만 

124) 加古貞太郞, ｢支那の國民性と將來の發展｣, 朝鮮及滿洲76, 1913, 29쪽.

125) 稻葉君山, ｢支那民族性の解剖｣, 朝鮮及滿洲217, 1925, 13~15쪽.



- 41 -

일본인 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글이 발표된 시기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글은 같은 해 

10월, 북경에서 관세특별회의가 개최된 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이 회의에

는 중국, 국, 일본 등 각국의 전권 표가 참여하여 중국의 관세자주에 

해 논의했는데, 여기서 중국의 관세자주권이 승인되는 동시에 厘金의 폐

지도 함께 논의되었다.126) 이나바 이와키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관

세자주권 획득에 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 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는 

보통의 중국인들도 국가 관념이 없을뿐더러, 정치인들마저도 자신의 이익

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독립국가로서

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잘 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향

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주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의 향력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의식의 지배논리로서의 

특징이 공공연히 드러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단결할 줄 모르고 분산된 중국인’상이 도만 이전에는 주로 일본

이 중국과 전쟁을 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 정도를 의미하 다면, 도만 이후

에는 점차 지배논리가 노골화되어 중국인은 결국 국가를 이루지 못하기 때

문에 스스로 독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낫

다는 식의 주장까지 공공연히 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배논리는 1927년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가 육

군 학 교관이던 시절 기초한 ｢현재와 장래의 일본의 국방｣에 집약되어 나

타나면서, 점차 실체성을 띠었다.127)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일본의 힘에 의해 개발된 만몽은 일본의 세력에 의해 치안을 유지해야만 

급격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 … 軍閥⋅學匪⋅政商 등 일부 人種의 

이익을 위하여 연속되는 전란에 고통 받고 있는 중국 민중을 구출하기 

126) 何剛, ｢簡論北洋軍閥統治時期的“關稅自主”｣, 安徽史學1995(04), 安徽省社會科學院, 

1995, 61쪽 ; 강진아, 1930년  중국의 중앙·지방 상인, 서울 학교 출판부, 2005, 

29쪽.

127) 王珊, ｢石原莞尔的侵華思想淵源｣, 社會科學輯刊1997(06), 遼寧省社會科學院, 1997,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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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지배가 필요하다.128)

즉, 그에 따르면 아직 중국은 한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 고

통을 주고 있으므로, 제 로 된 국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그는 일본이 만몽을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1928

년 관동군 참모로 임명되었고, 1931년 9월에는 만주사변을 획책한 장본인

의 하나가 됨으로써, ‘분산된 중국인’상이 단순히 인식 상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배로 현실화되기도 했음을 몸소 증명하 다.

그런데 사실 ‘무지한 중국인’상과 ‘분산적 중국인’상은 일본인뿐만 아니

라 중국 지식인들도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것은 진화론적 문명사관에 

의거하는 한, 피해가기 어려운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梁啓超가 개명전제를 

주장했고, 孫文이 집권제를 구상하 으며, 국민당이 訓政의 필요성을 정당

화하 던 것도 모두 ‘무지한 중국인’상을 그 바탕에 두고 있었다.129) 또한 

‘분산된 중국인’상도 康有爲와 梁啓超를 비롯한 중국인 선각자들에게 “흩

어진 모래(一盤散沙)”와 같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은 ‘분산된 중국인’상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合群을 통해 중국인이 혈연과 

지연의 좁은 틀을 넘어서 국가적 사안에 한 식견을 넓히고 국가적 차원

에서 단결할 줄 아는 新民, 즉 근 국가의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

다. 이러한 흐름은 5.4운동기에도 계승되어 자강과 구국의 논리로 작용하

다.130)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만 일본인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중국인상이 제국의식의 지배논리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중국 지식인들

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중국인은 무지하고 단결할 줄 모르

128) 石原莞爾 著, 角田順 編, ｢現在及將來ニ於ケル日本ノ國防｣, 石原莞爾資料 : 國防論策

, 東京: 原書房, 1967, 63쪽.

129) 윤세철, ｢中國에 있어서의 聯省自治論 : 1920年代를 中心으로｣, 歷史敎育23, 역사

교육연구회, 1978 ; 배경한, ｢근현  중국의 공화정치와 국민국가의 모색｣, 歷史學報
200, 역사학회, 2008 ; 진관타오·류칭펑 著, 양일모 外 譯, 관념사란 무엇인가2, 푸른

역사, 2010, 5장.

130) 유용태, 직업 표제, 근  중국의 민주 유산, 서울 학교 출판문화원, 2011, 

5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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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결코 국가를 이룰 수도 없으므로 일본이 중국인을 지배해야 한

다는 것이다. 결국, 20세기 전반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상은 제국의식의 지

배논리를 포함하 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륙 침략을 

뒷받침하 다. 따라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단순히 군부의 인식과 행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은 전체 일본인

들이 공유했던 인식과 밀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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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결한 중국인, 범죄자 중국인 : 統制論理

이어서 ‘불결한 중국인’상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중국인’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두 가지 중국인상은 공히, 도만 일본인 각계각층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관념이나 언

술 차원이 아니라, 실제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각종 행동이나 정책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먼저 ‘불결한 중국인’상은 도만 이전 일본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받

아들여진 인식이었다. 청일전쟁 당시에도 한 일본군 병사는 “支那의 土人

은 거지와 같다. 그들은 일본 배 주위를 맴돌며 남은 밥이나 생선뼈를 구

한다. 이를 먹는 모습을 보자니 차라리 畜類에 가깝다. 그 卑劣함은 도저

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131)고 기록한 바 있다. 러일전쟁 때는 94만에 

달하는 일본군이 만주에 출병하여 중국의 불결, 악취 문제가 본국에 과장

되어 전해지기도 했다.132)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식이고, 어느 정도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중국인에 국한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의 이러한 인식은 근 적 위생관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두한 것이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나가요 센사이(長

與專齋, 1838~1902)가 서구의 근 적 위생 개념을 ‘에이세이(えいせい, 

衛生)’로 번역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본인들은 서구의 근 적 위생 장치

를 접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에 점차 위생 관념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133) 衛生局, 日本私立衛生會 등의 정부/비정부 기구가 구성

131) 東北日報 1895年 2月 13日, 차경애, ｢淸日戰爭 당시의 戰爭見聞錄을 통해서 본 전

쟁지역 민중의 삶｣, 明淸史硏究28, 明淸史學會, 2007, 123~124쪽에서 재인용.  

132) 王美平·宋志勇, 앞의 책, 2012, 132~133쪽.

133) 小野芳朗, ｢淸潔｣の近代, 東京 : 講談社, 1997, 101~102쪽 ; 신규환, ｢衛生의 槪

念史 : 淸末民國期 中西醫의 衛生論｣, 동방학지138, 연세  국학연구원, 2007, 

179~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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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적 의료 사업이 적으로 추진되었다. 더불

어 각종 위생 관련 통계가 작성되었고, 전염병의 방제 작업이 활발히 이루

어졌으며, 각종 위생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일본인의 실제 생활을 위생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되었다.134) 위생을 주제로 삼은 唱歌가 

만들어져 널리 보급되었고 박람회에서 위생이 시각화되는 등,135) 일본 사

회에 위생관념이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렇게 근 적 위생관념이 도입된 후 일본은 스스로를 청결의 절 적 시

작점으로서의 ‘문명’으로 자처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는 ‘비문명’으

로 규정하기 시작하 다.136) 그리고 전근 시기 ‘청결함, 건강함을 유지하

려는 태도’ 정도를 의미하던 위생관념은, 이제 위생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회나 민족을 야만, 미개로 치부하는 배타적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

장되었다.137) 따라서 도만 이전 일본인의 ‘불결한 중국인’상은 중국인이 근

적 위생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만주에 이주한 일본인들에게도 이어졌다. 더욱이 1906년 

만철 초  총재로 부임한 고토 신페이는 독일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

기 때문에 만주 경 에 있어 공중위생은 필수적인 것이라 본 인물이었

다.138) 그래서 그가 주도한 초기 만주 경 에서 위생 관련 사업이 특히 중

시되었다.139) 이에 따라 도만 일본인은 근 적 위생 관념에 더욱 철저하

134) 외국인의 눈에 일본이 후진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농민들이 논밭으로 옮길 糞尿를 

반드시 시각, 후각이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

다. 

    (小野芳朗, 위의 책, 1997, 43~46쪽.)

135) 小野芳朗, 위의 책, 1997, 116~120쪽, 136~179쪽.

136) 박양신, ｢19세기 말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177, 역사학

회, 2003, 118쪽.

137) 위생 관념의 변화, 그리고 위생 관념이 근 에 들어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조르주 비가렐로 著, 정재곤 譯, 깨끗함과 더러움 : 청결과 위생의 문

화사, 돌베개, 2007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著, 박미애 譯, 문명화 과정1~2, 한길사, 

2011을 참고.

138) 이종찬, ｢메이지 일본에서 근 적 위생의 형성 과정, 1868-1905｣, 의사학12卷1號

(통권 제22호), 한의사학회, 2003, 42~43쪽.

139) 이는 일본인이 거류지를 확보한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은 조

선에서 위생 조사를 실시하 고, 도시 개조, 의료 기관 설치를 추진해나갔다. 일본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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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고, 그만큼 중국인의 불결함에 민감히 반응했을 것이다.140)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만주에서 ‘불결한’ 중국인을 접했을 때의 반응은 어

떠하 을까. 일본 근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1909년에, 그의 50일에 걸친 만주 여행의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다.141) 그

는 만주에 막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河岸 위에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나의 쿠리

인데, 한 명 보아도 더러워 보이지만 두 명 붙으면 더욱 보기 흉하다. 이

렇게 많이 모이면 더욱 볼품없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멀리서 이 군중들

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에서 ‘허, 이 녀석은 이상한 곳에 왔네.’라고 생각

했다.142)

그런데 나츠메 소세키는 본디 서구 문명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인물이었

다.143)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까지는 중국인에 해 다소 호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다.144) 그러나 그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점차 서구 문명에 

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일본의 팽창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하

선에서 벌인 위생 관련 사업에 해서는 이연경, 김성우, ｢1885년~1910년 한성부(漢城

府) 내 일본인 거류지의 근 적 위생사업의 시행과 도시 변화｣,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제28권 제10호, 한건축학회, 2012 ; 한지원, ｢1910년  朝鮮衛生風習錄에 

나타난 식민지 위생조사와 의료민속 실태｣, 역사민속학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를 

참고.

140) 반면 중국인들에는 아직 근 의 획일적 위생 관념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이 차가운 물에 세수하는 것을 보고 “물이 따뜻해야 때를 씻어내

지, 우리나라에는 발진도 피부병도 없어. 차가운 물은 때를 얼굴에 퍼지게만 할 뿐이야”

라고 하거나, 러시아인들의 악수를 보고 “유럽인들은 만나면 악수를 해서 온갖 병을 서

로 옮기고 있어. 우리는 양손의 주먹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라고 반응한 

점은 이를 잘 반 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본인의 중국인이 불결하다는 레토릭은 

다소 획일적,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다.

    (가린 미하일롭스키 著, 이희수 譯,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

반도,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9쪽.) 

141) 貴志俊彦, 松重充浩, 松村史紀 編, 앞의 책, 2012, 192쪽.

142) 夏目漱石, 漱石全集16, 東京 : 岩波書店, 1979, 133쪽.

143) 용석인,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서구문명비판 동기｣, 한민족문화연구7, 한민족

문화학회, 2000, 84~92쪽.

144) 미타니 히로시 外, 강진아 譯, 앞의 책, 2011,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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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5) 그래서인지 위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의 기록에서는 중국인에 한 

호의적인 생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그는 중국인을 한없이 더럽고 불

결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인들이 만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던 련항에는 하역 작업을 하는 하층민인 쿠리들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나츠메 소세키도 도만 직후 쿠리를 가장 먼저 접했던 것도 그의 

중국인 인식에 큰 향을 주었다. 다른 일본인들에게도 이들 쿠리의 첫인

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학생들 역

시 련에 도착했을 때 쿠리에 해 “그 불결함과 체격의 壯健함, 그리고 

행동이 굼뜬 것에 놀랐다”146)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접한 중국인이 쿠리 다는 점은 일종의 初頭效果

(primacy effect)로 작용하여 일본인의 전체 중국인상에 큰 향을 주었

다. 즉, 쿠리에 한 인상이 나중에 만나게 될 다른 중국인의 인상에도 투

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두에서 배를 내리자 쿠리가 모여들었습니다. 赤銅색의 얼굴, 변발의 주

위가 망망히 펼쳐져 종려나무의 털 모양을 한 지나인을 보았을 때, 아냐 

하고 탄식하면서 나는 위장 속의 것들이 모두 입으로 거꾸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147)

이것은 1907년에 련에 이주해 온 한 일본인이 처음으로 중국인을 보

았을 때의 인상을 회고한 것이다. 그의 반응도 앞선 사례의 일본인들과 크

게 다르지 않다. 그 역시 만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쿠리의 불결한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그는 중국인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만주 부근의 쿠리라 불리는 半獸半人의 下等 노동자의 냄새를 맡은 사람

은 누구라도 그렇게 씻을 거라고 생각된다. 지나인은 臭太郞이라 밖에 달

145) 용석인, 앞의 글, 2000, 99~101쪽.

146) 廣島高等師範學校 編, 앞의 글, 89쪽.

147) 龍岡すみわ, ｢大連の印象｣, 朝鮮及滿洲61, 1912,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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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불쾌한 냄새가 나는 존재이다.148)

이를 통해 볼 때, 그의 관점은 처음 만주에 도착했을 때와 같이 쿠리를 

불결한 존재로 보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서 눈여겨볼 점은 그가 쿠리의 모습을 전체 중국인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와 비슷하게, 나츠메 소세키도 “중국인이 머물렀던 곳은 묘

한 냄새가 나고, 그곳은 아무리 청소해도 여전히 냄새가 난다”149)며 전체 

중국인을 불결한 민족으로 간주한 바 있다.150) 

그런데 이러한 불결함은 단순히 불쾌함만을 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실질

적인 위험 요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만주에서 수차례 유행했던 페스

트151)는 이러한 인식을 부추겼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재재작년 폐 페스트가 명위를 떨친 이래 불결한 쿠리는 그 전파자로 비

상한 경계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불결한 쿠리는 모두 전염병의 매개자로

서 취급되었다.152)

이처럼 도만 이후의 ‘불결한 중국인’상은 점차 쿠리와 같은 일부 상이 

아니라 전체 중국인까지 지칭하게 되는 변화를 보 다. 이에 따라 중국인

148) 龍岡すみわ, ｢大連の印象｣, 朝鮮及滿洲61, 1912, 41쪽. 

149) 夏目漱石, 앞의 책, 1979, 219쪽.

150) 위생관념의 도입이 반드시 근 적 위생, 청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들

이 ‘문명’인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할 리는 없고, ‘비문명’인 중국인의 불결함만을 강조하

다. 중국인의 노점을 찍은 사진에 ‘불결하기 짝이 없는 노방 음식점’이라고 기재한 그

림 엽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나카미 타츠오 編, 박선  譯, 앞의 책, 2013, 141쪽.)

151) 페스트는 1910~1911년, 그리고 1920~1921년 두 차례 유행하 다. 1차 유행 때 4

만 명, 2차 유행 때 1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이는 도만 일본인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주에서 유행한 페스트와 이에 한 일제의 응

은 신규환, ｢제1·2차 만주 폐페스트의 유행과 일제의 방역행정(1910-1921)｣, 醫史學
21, 한의사학회, 2012를 참고.

152) 佳月生, ｢苦力と苦力收容所｣, 朝鮮及滿洲66, 1913,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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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히 불결한 존재를 넘어 질병을 가진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중국인’상을 살펴보자. 도만 이전에는 일본

인과 중국인간의 접촉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긴 어려웠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국을 군사적으

로 위협적인 국가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 으나,153) 이것은 중국이라는 국

가에 해 느끼는 군사적 위기감이었지, 중국인 개개인이 잠재적 범죄자라

는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이 도만한 후 중국인과 직접 접하게 되면서는 이들을 잠재

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장 큰 향을 준 

것은 馬賊154)의 활동 때문이라 여겨진다. 마적은 馬胡子, 紅胡子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만 일본인들을 범행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 있어 마적은 가히 두려운 존재 다. 마적은 종

종 일본인을 납치하고 석방을 가로 거금을 요구하기도 하 고,155) 마적

의 습격 과정에서 일본인과의 격투가 벌어지거나156) 일본인이 살해되는 

일은 다반사 다.157) 중국군 복장을 한 채 일본인을 습격하는 담한 마적

도 있었다.158) 그리고 마적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철도 등 각종 시설도 공

격 상으로 삼았다.159) 이러한 마적의 이미지는 전체 중국인상에도 큰 

153) 청프전쟁 당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지나의 패배는 일본의 행복이다｣라는 

논설은 이러한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山縣有朋, ｢支那の敗北は日本の幸なり｣, 東京橫浜每日新聞, 1884年 8月 29日~30

日, 田中彰, 앞의 책, 2000, 294~295쪽.)

154) 이처럼 만주에서 마적이 횡행한 이유로는 馬占山을 비롯한 항일 활동,  생계의 어려

움, 군벌 휘하 군인의 마적 전향 등을 꼽을 수 있다.

   (卞直甫, ｢關東“胡匪”之由來及其抗日活動｣, 黑河學刊1989(02), 黑河市社會科學界聯合

會, 1989를 참고.)

155) ｢馬賊拉致の人質搜査｣, 滿洲日日新聞 1918年 6月 1日. 

156) ｢邦人賊に斬らる｣, 滿洲日日新聞 1913年 10月 13日. 

157) ｢邦人銃殺さる｣, 滿洲日日新聞 1913年 10月 10日 ; ｢邦人殺害さる｣, 滿洲日日新

聞 1913年 10月 12日.

158) ｢堂々たる軍裝馬賊｣, 滿洲日日新聞 1917年 12月 22日.  

159) ｢汽車轉覆｣, 滿洲日日新聞 1913年 10月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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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적뿐만 아니라 보통의 중국인들의 범행도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었

다. 어떤 중국인은 제복을 입고 순경으로 가장하여 일본인의 금품을 빼앗

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고,160) 일부 쿠리들이 그들의 고용을 거절한 일본인

에 앙심을 품고 뭇매를 가하기도 하 다.161) 중국인과의 마찰 과정에서 일

본인이 살해되는 일도 다반사 다.162)

그리고 때로는 중국인의 단순한 질서의식 부족에서 생겨난 일들이 일본

인들에게 각종 피해를 주기도 하 다. 승차권을 위조해 부정 승차한 중국

인이 적발되기도 했고,163) 중국 아동이 장난으로 철도 선로 위에 한 척이

나 되는 돌무더기를 쌓아두거나,164) 기차에 돌을 던지는 장난을 침으로

써165) 기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 다. 

더욱이, 1920년  후반 배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중국인의 가해는 급증하

다. 봉천에서는 중국인들이 통학하는 일본 아동에게 조롱이나 욕설을 퍼

붓거나 구타를 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일이 기승을 부려 일본인들이 당국에 

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이르렀다.166) 이제 도만 일본인에 있어 중국인은 

잠재적 범죄자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167) 

이렇게 도만 일본인의 입장에서 ‘불결’과 ‘범죄’는 그들의 만주 지배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안 요소 다. 따라서 도만 일본인들은 

160) ｢巡警姿の賊｣, 滿洲日日新聞 1913年 10月 7日.

161) ｢苦力どもが日本人を袋叩き｣,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18日. 

162) ｢運轉工殺さる｣, 滿洲日日新聞 1917年 12月 3日. 

163) ｢僞造乘車券の發見｣, 滿洲日日新聞 1909年 5月 30日. 

164) ｢電車道に石塊｣, 滿洲日日新聞 1913年 10月 15日.

165) ｢列車に投石｣, 滿洲日日新聞 1926年 7月 28日. 

166) ｢支那人の惡戱がまた始まる｣,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13日 ; ｢奉天支那人の學

童迫害はどうして止まない｣,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16日, 

167) 이렇게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가는데는 신문, 잡지가 한몫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일본이 발행한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중국인이 일으킨 범죄만이 부각되어 있

는 반면, 일본인이 일으킨 범죄는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인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은 다소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표상된 중국인의 모습은 위험하

기 짝이 없는 잠재적인 범죄자 고, 이것이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 인식에도 큰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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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한 중국인’상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중국인’상을 근거로 중

국인을 통제해 나갔고, 이러한 통제 논리는 다양한 정책이나 행동으로 관

철되었다. 이를 먼저 도만 일본인들의 교통수단 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

도록 하자. 다음은 만주에서 일본인의 전차 이용 행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전차는 特等과 並等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특등은 왕복 10전, 병등은 8전

이다. 그리고 특등에는 주로 일본인이 타고, 병등에는 지나인이 탄다. 나

는 승객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임금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특등과 병등은 고작 2전의 차이다. 그것을 

무슨 까닭으로 지나인은 병등에 타고, 일본인은 특등에 타는 것일까? 듣

자하니 특등이 만원이고 병등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본인은 그 만원의 

특등에 뭉쳐서 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나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지나인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168) 

여기서 보듯 특등칸과 병등칸의 운임 차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169) 일본인은 주로 특등칸에, 중국인은 병등칸에 탔다. 즉, 각 칸의 구

별은 요금의 차이보다는 민족의 차이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특

등칸이 만원이고, 병등칸이 비어있더라도 일본인들은 병등칸에 타지 않았

다. 일본인들은 만원인 기차칸을 비좁게 이용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더 비

싼 운임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특등칸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이렇게 전차를 분리해서 운 하는 것은 만철의 경제적 수익을 악

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인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 다. 

그래서 1923년 련에서는 만철 운  개선과 중일 양국의 친선을 명목으

로 특등과 병등의 구분이 전격 폐지되었다. 그러자 일본인들 사이에서 다

음과 같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168) 北山叩天, ｢初めて觀た滿洲(十一)｣, 朝鮮及滿洲171, 1922, 38쪽.  

169) 일본이 만주 진출 직후 전차를 부설했을 때부터도 특등과 병등의 요금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1909년의 특등 승차권은 6전, 병등은 4전이었다. 이후 전차 요금이 조금

씩 인상되었음에도 특등과 병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추세는 그 로 유지되었다.

    (｢電鐵乘車料金決定｣, 滿洲日日新聞 1909年 6月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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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나와 같이 하급노동자가 많은 곳에서는 전차를 특등, 병등으로 구

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승객 측에서는 불결한 쿠리와 同車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170) 

결국, 련의 일본인들은 전차 운 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중국인을 

확실히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 전용 전

차를 따로 만들어 운 하는 것이었다. 이제 기존의 녹색 전차와는 별도로 

오렌지색의 ‘勞工專用車’가 개설되어 중국인은 이것만을 이용하도록 했

다.171) 이는 전차 내에서의 객차 분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차 자체를 

분리하여 중국인을 일본인으로부터 격리한 조치 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주에서 페스트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중국인에 한 기피와 교

통수단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 시기 결핵을 지병으로 가진 중국인이 

각혈을 하자 모두 그를 페스트 환자로 오인하여 일  소동을 일으켰을 정

도로 도만 일본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172) 1927년 련시에서는 페스

트 차단을 위해 3등 승객은 아예 차량을 구별하여 수용하도록 하라는 결

정을 내리기도 하 다.173) 

도만 일본인의 거주지 설정과정에도 통제논리로서의 중국인상이 반 되

었다. 일본인들은 관동주나 만철부속지에 新市街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

본인의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 지역의 旣住者는 선별하여 일부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1905년 9월, 일본당국은 “하층 중국인의 일반 잡거는 위

생, 풍기 방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는 구실로 련항의 일본인 구

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따로 정해진 중국인 구역으로 강제로 옮기도록 

조치하 다.174) 그러나 도만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의 부족은 계속해

서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밀집해 있는 지나인 가옥을 철거해 하층 

170) ｢喧しくなった苦力と電車問題｣, 滿洲日日新聞 1926年 7月 27日.

171) 郭鐵椿, 關捷, 韓俊英 編, 신태갑外 譯, 일본의 련 식민통치 40년사2, 선인, 

2012b, 267쪽.

172) ｢列車內のペスト騷ぎ｣,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15日. 

173) ｢奧地のペストと大連の警戒｣,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10日.

174) 郭鐵椿, 關捷, 韓俊英 編, 앞의 책, 2012b,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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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인을 시외의 적당한 지역에 이주를 강제하자”175)는 주장이 제기되기

도 하 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쿠리를 비롯한 하층 중국인들을 아예 

따로 수용하려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그 결과 련에 ‘紅房子’ 또는 ‘碧山

莊’이라 불리는 쿠리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은 명목적으로는 쿠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선도함을 표방하 다.176) 일본인들

은 이 시설이 숙소로서는 최적의 위치에, 그리고 불결한 쿠리들을 수용하

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자화자찬하 다.177) 그러나 수

용소 설립의 주목적은 일본 자본가의 쿠리 고용의 효율성 증진, 통제력 강

화에 있었고, 쿠리의 실제 생활환경의 개선은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실제 

수용소 내부에는 4층의 막사가 세워져 있었고, 위아래 막사 사이는 똑바로 

앉을 수 없고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다.178)

이러한 쿠리 수용소에서는 특히 車夫를 우선으로 수용하 다.179) 이는 

일본인들이 마차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일종의 

쿠리인 차부를 적절히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련에서는 한 일본인 有志가 쿠리수용소에 해 이의를 제기하 다. 그는 

“차부 수용소에는 하층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보안

상, 그리고 위생상 불안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180)고 건의하

다. 수용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집 인근에서는 멀리 옮

겨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도만 일본인이 중국인을 불결하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공원 이용 사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도만 일

본인들은 공원에서도 중국인을 마주치는 걸 원치 않았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공원이 낮잠을 자러 온 쿠리들로 가득 찰 정도 다.181) 그래서 일부 

175) ｢支那人と空地｣, 滿洲日日新聞 1917年 12月 14日. 

176) 伸摩照久 編, 앞의 책, 1930, 122쪽.

177) 佳月生, ｢苦力と苦力收容所｣, 朝鮮及滿洲66, 1913, 115쪽. 

178) 郭鐵椿, 關捷, 韓俊英 編, 앞의 책, 2012b, 38~39쪽.

179) 伸摩照久 編, 앞의 책, 1930, 123쪽.

180) ｢車夫收容所移轉請願と當局｣,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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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중국인의 공원 출입을 제한하는 규칙을 통과시켜 실행에 옮기

기도 하 다. 營口에서는 아예 일본인이 이용하는 공원과 중국인이 이용하

는 공원을 따로 만들어 두 민족의 분리를 제도화하 다.182)

그러나 일본인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인의 이러한 정서는 중국인을 

기피하거나 격리하려는 수세적 태도에 머물지 않고, 때로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공세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 다.

洋裝한 中國靑年이 日本人 驛夫를 향하여 쐑기빠진 日本말로 “日本 사람 

中國 사람 한가지, 때려 무슨일” 하는 것으로 判斷하면 … 그 엽헤는 험

씬 어더마진 苦力 老爺 한분이 입 딱 버리고섯소. 仔細히 事件의 顚末을 

드러보니 中國 苦力이 中國人三等車로 가랴고 二等車를 通過하는 것을 

滿洲에서 暴惡과 驕慢으로 成習된 驛夫가 그 苦力을 亂打함으로 젊은 愛

國者의 피를 끌케한 模樣입듸다.183)

이 기사의 중국인은 단지 기차의 3등칸으로 가기 위해 2등칸을 잠시 지

나가고 있었는데, 단지 지나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인 역부에 

구타당한 것이다. 이처럼 도만 일본인들은 불결하고 위험한 중국인이 그들

의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축하려고 

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불결한 중국인’상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중국인’상은 도만 이후 더욱 구체화되면서 그 위험

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중국인은 일본의 

만주 지배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었고, 이는 일본인이 중국인을 통제하

는 논리로 이어졌다. 따라서 만주에서 일본이 특권을 갖고 있는 관동주, 

만철부속지, 만철 등에서 실시된 각종 정책이나 도만 일본인의 행동 배경

에는 통제논리를 반 한 중국인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81) 赫虹閃, ｢大連見物(二)｣, 朝鮮及滿洲221, 1926, 61쪽.

182) 伸摩照久 編, 앞의 책, 1930, 197쪽.

183) ｢滿洲 가는 길에(四)｣, 東亞日報 1920年 6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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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리배 중국인 : 防禦機制

마지막으로 ‘謀利輩로서의 중국인’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보는 시

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으로 비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비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앞서 다루었던 다른 중국인상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을 갖는

다.

중국 상인들이 理財에 밝은 것은 고래로 다른 민족에 잘 알려진 사실이

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중국을 다녀간 서양인들도 중국인들의 상업적 재능

을 높이 평가할 정도 다. 먼저, 20세기 초 만주를 다녀간 러시아인 가린 

미하일롭스키는 “경제적 토양에서는 세계에서 중국인을 따를 민족이 없

다”184)고 하 다. 비슷한 시기 중국을 여행한 국인 리틀도 중국인은 다

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돈에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언급하고 있다.185) 앞서 언급한 스미스 역시 “중국인의 상업적 능력을 통

한 생존능력은 유태인을 압도한다”186)고 보았다. 주변 민족의 중국인 평가

도 이와 유사하다. 1919년 만주에 이주했던 어느 한국인은 “그 때도 한족

들이 조선족보다 저축을 잘했다 … 한족 지주의 것을 꾸어 오면 배로 물어

줘야 했다”며 자신의 만주에서의 생활을 회상한 바 있다.187) 

따라서 도만하기 이전의 일본인들에게도 중국인의 상업적 재능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만주의 일본인 사회에서도 중국 상인의 

재능은 높이 평가되었다. “利를 발견하는데 극히 민첩해 종종 교활한 행동

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상업상의 신용을 중시하는 점에는 우리 상인들이 

배우기에 충분한 것”188)이라는 평가는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중국인은 正邪의 기준 없이 이해타산을 따르고, 공적인 이익

은 내팽겨 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189)”는 식의 부정적 평가도 함

184) 가린 미하일롭스키 著, 이희수 譯, 앞의 책, 2010, 65쪽, 129쪽.

185) 立德(A. Little) 著, 王成東·劉皓 譯, 穿藍色長袍的國度, 時事出版社, 1998, 4쪽. 

186) 이종민, 앞의 책, 2013, 37쪽.

187) 중국조선족청년학회 編,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61쪽.

188) 廣島高等師範學校, 앞의 글, 1997,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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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존재하 다.

그러나 일본의 만주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만 일본인에 있어 중국

인의 상업적 재능은 미덕이라기보다는 결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 다. 

중국인들은 근검절약이나 근면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모리배로서의 중

국인’상이라 일컬을 수 있겠다.

우선, 도만 일본인들에 ‘모리배로서의 중국인’상이 확산된 것은 실제 중

국인들의 이윤 추구 활동을 관찰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일본인은 련 정차장에 내렸을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다.

정거장을 나오자 그곳에는 무수한 형용할 수 없는 客引이 각자의 집의 

이름을 표시한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나가려는 손님

을 보면 그들은 눈을 반짝이고 광기와 같이 입으로는 집의 이름을 외치

며 시끄럽게 굴기 시작한다. 봉천이나 안동에서 경험한 지나인의 차부는 

비교할 바가 안 되고 그 백배쯤 된다. 마치 인간 벌의 소굴에 들어온 것 

같은 소란이다.190)

20세기 초 만주에는 항구와 철도역 주변을 중심으로 숙박업, 요리업이 

번성하 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업소가 경쟁하다보니 객인들 간의 치열한 

호객 경쟁이 전개되기도 하 다. 때로는 이러한 호객 행위가 도를 넘기도 

했는데, 앞선 사례에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나의 수제 가방을 빼앗아 가버리는 사내가 있었다. “기다려!” 나는 날카

롭게 외쳤다. “나리, OX옥(屋)에서”라면서 남자는 돌아서 있었다. “뭐야. 

실례잖아.” 나는 가방을 빼앗으러 갔다. “나리, OX옥에서, 안내를” “조용

히 해! 당신은 소매치기야.” 나는 위압적인 태도로 노성을 질렀다. “나리, 

189) 德富猪一郞 著, 앞의 글, 小島晋治 監, 앞의 책, 1997, 567쪽.

190) 北山叩天, ｢初めて觀た滿洲(十一)｣, 朝鮮及滿洲171, 1922,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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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겠지만, 저는 OX옥의...” “잡았다. 너는 나에게 숙박을 강요하는 것

인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유감

스럽게도 그러지 않으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191)

여기에는 일본인이 중국인의 지나친 호객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

가 소개되어 있다. 객인들 중 하나가 그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는 자기 업

소의 숙소에 머무르기를 청했던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은 일본인들은 중국

인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법을 不辭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

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에서 중소 상공업에 종사하던 일본인이 점차 중국인

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은 일본인들이 중국인을 모리배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 다. 이는 경쟁 상 에 해 으레 갖게 되는 부

정적 인식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 의 이익 추구 활동은 결과적으

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중

국 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을 그들의 민족성으로 간주하여 비

난하 다.192) 그런데 이러한 薄利多賣는 중국인의 민족성이라기보다는 당

시 중국인의 생활 조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중국인들이 아직은 일본

인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에 비해 저렴한 값에 물

건을 팔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 상인들의 경쟁력은 비단 薄利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

국인들의 사업 분야가 단지 소매상에만 그치지 않고 점차 세탁, 요리, 숙

박 등으로 확 된 것도 일본 상인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 다. 중국 상인

들은 일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담배, 차, 안마 등의 서비스까지 함께 제

공하며 질적 향상을 꾀하기도 하 다. 그리고 원래는 일본인 점주에 고용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서 배운 수완이나 기술을 토 로 자립하여 사업을 시

작한 중국인도 늘어났다.193) 이 때문에 점차 일본인들의 상권은 중국인에 

191) 北山叩天, ｢初めて觀た滿洲(十一)｣, 朝鮮及滿洲171, 1922, 35쪽. 

192) ｢初見參の大連(三)｣, 滿洲日日新聞 1913年 10月 14日.

193) 塚瀨進, 앞의 책, 2004,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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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잠식되어 갔고,194) 이런 현실에 한 불만으로 인해, 비난의 화살은 

점차 중국 상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주의 일본 상인들은 줄곧 일본인들을 상 로

만 장사를 하려 했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하기 어

려웠다.195) 비록 일부 일본인들은 여전히 일본인의 물건만을 고집하거나 

일본인에 의한 서비스만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본인 상공업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만주에서 도태되어 간 일본인 상공업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다.

이러한 상황은 ‘滿洲熱’이 가라앉기 시작한 1920년  들어 더욱 악화되

었다. 1차 세계 전의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기업이 불황을 맞게 된 것

이다. 이로 인해 일본 본토를 비롯해 조선, 만의 자본가들이 모두 타격

을 입었지만, 만주의 일본 상인들의 피해는 유독 심각하 다. 그 원인으로

는 우선, 1910년  말 일본 기업의 만주에 한 투자가 투기적 색채를 띠

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세계 전 중의 각종 투기 자본이 야기한 거품

이 전후에 순식간에 빠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만주는 아직 중

국 은경제권에 속해 있었는데, 이 시기 銀價의 하락은 중국 상인의 염가 

판매의 무기가 되는 등 일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 다. 일본 측에서 만

주의 幣制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여러 차례 두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 

또한, 군벌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의 민족적 항이 강력했다는 점도 만주

의 일본 상공업계를 압박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196) 더욱이, 아직은 일본

이 만주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곤경에 한 

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일본인들의 제국의식에 걸맞지 않은 현실 상황이었다. 제국민인 일

본인이 피지배민족인 중국인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래서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의 상업적 재능과 우위를 탐욕으로 폄하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합리화하 다. 이것은 그들의 제국의식을 유지

194) ｢支那人に驅逐はれる日本人の職業｣, 滿洲日日新聞 1927年 10月 23日, 25日, 26日.

195) 石城生, ｢滿洲の日本人｣, 朝鮮及滿洲69, 1912, 168~169쪽.

196) 金子文夫, 앞의 글, 2001, 160~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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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어 기제의 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인과의 상권 경

쟁에서 열세에 처한 일본 상인들이 중국인의 이윤 추구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197) 小崗子에서도 40여의 중국 大油

房으로 인해 일본 상인들의 활동이 폭 위축되었는데, 이러한 처지에 놓

인 일본인들은 중국 상인들을 豚尾漢이라는 蔑稱으로 부르기도 하 다.198)

그러나 오히려 商道에 있어서는 만주의 일본 상인들이 중국 상인만 못하

다는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도만 일본인들은 중국 상인들을 모리배

로 폄하하면서 그들의 상업적 재능을 깎아내리는데 분주하 지만, 정작 그

러한 비난은 오히려 일본 상인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만주의 邦商은 불건전하기 일쑤다. 오사카의 일부 상인들이 결의하여 만

주의 邦商은 기초가 빈약하고 도덕을 중시하지 않으며 도저히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주 邦商과의 거래는 현금 거래 외엔 일절 취급을 폐지한

다고 하니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결의라 할 수 있다”199)

여기서 알 수 있듯 만주의 일본 상인(邦商)의 상업적 자질 부족은 일본 

본토의 상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측에서도 

“일본인은 자금력에 있어 우리보다 열등하면서도 쿠리나 가난한 사람과 똑

같이 열등시한다”200)는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만주에서 활동하는 

일본 상인들은 그들의 신용, 商道의 부족으로 인해 본국의 상인뿐만 아니

라 중국인들에게도 비판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만 일본인들은 

일방적으로 중국인의 상업 방식에 해서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7) 주변 민족의 사례에서도 중국인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거나, 중국인들에 의해 이윤 

추구가 저해되는 경우 중국인을 모리배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규

모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함으로 인해 한국인의 실업난이 가중되었고, 이것이 한국인

의 중국인 인식에도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태웅, ｢1920·30

년  한국인 중의 華僑 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列 知識人의 내면세계｣, 역사교육
112, 역사교육연구회, 2009를 참고. 

198) 小林生, ｢滿洲より朝鮮へ｣, 朝鮮及滿洲57, 1912, 25쪽.

199) 長濱敬介, ｢滿洲の邦商必ずしも不健全に非ず｣, 朝鮮及滿洲74, 1913, 27쪽. 

200) 泰山樓主人, ｢吾人の眼に映じたる日本人｣, 朝鮮及滿洲197, 192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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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본제국의 지배나 통제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국의

식의 동요를 막기 위해 생성된 방어기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보듯 도만 일본인의 제국의식은 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인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하 다. 또한 제국의식으로 인해 도만 일본

인의 중국인상은 점차 몇 가지로만 압축되어 ‘무지’, ‘분산’, ‘불결’, ‘범죄’, 

‘탐욕’ 등이 중국인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상

은 역으로 제국의식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었다. 물론 일부 중국인상이 실

제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기도 했고, 이를 중국 지식인들도 인정하고 있

었지만, 여기에 편승한 일본인들은 이를 과장하여 지배와 통제의 논리로 

활용하 다. ‘무지하며 단결할 줄 모르는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의 정

당성을, ‘불결하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통제의 정

당성을 뒷받침했던 모습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인상은 

일본인에 의해 架空된 측면도 있었다. 앞서 설명한 ‘범죄자 중국인’상도 어

느 정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특히 ‘모리배 중국인’상은 일본인이 제국의식

의 균열을 막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상에 가깝다고 생각된

다.

그런데 본고가 이렇게 제국의식과 중국인상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

명한 것은 편의상 분류이지, 사실 하나의 중국인상은 제국의식의 여러 층

위와 복합적인 관계에 놓여있었다. 또한 이러한 여러 인식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인은 ‘불결’하기 

때문에 일본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위험’하고, 중국인은 ‘욕심’이 많기 때문

에 일본인의 상업행위에 ‘위험’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식

의 인식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만 일본인의 여러 가지 중

국인상은 제국의식에 부합하는 것들로만 선별되었고, 제국의식의 틀에 짜 

맞추어져 생성되었으며, 나아가 제국의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며 상호작

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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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語

본고는 근  중일 양국의 상호인식을 규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도만

일본의 중국인상을 제국의식의 투 이란 각도에서 분석하 다. 일본의 만

주 지배 기간 중에서도 특히 러일전쟁에서부터 만주사변 이전까지를 분석

했으며, 그 전에 형성된 중국인상이 러일전쟁 후의 만주체험을 거치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고착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  일본의 제국의식은 18세기 무렵 두한 일본형 화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메이지 유신 후 서구 제국주의를 모델로 삼아 생성된 것이었다. 그

리고 이것은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문명 제국의 승리’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만주는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지배의 對象이자 희생

의 代償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제국의식은 유독 강하게 나타났

다.

만주를 향한 일본의 제국의식은 관동주와 만철의 설치, 관리를 비롯한 

일본 국가차원의 만주경 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일본은 열강과의 타

협을 통해 만주 지배를 인정받으려 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세력 침투를 꾀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저항은 거셌고, 이에 따라 일본의 팽창욕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만주 지배 움직임은 도만 일

본인의 사고나 태도에도 그 로 복제되었다. 더욱이, 도만 일본인의 만주 

체험은 일본의 ‘문명’과 조적인 중국의 ‘비문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

게 하 으므로 그들의 제국의식은 한층 고양되었다.

한편, 일본인들의 만주 이주와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중국인상도 형성되

었다. 전근 시기까지 중국이라는 국가에 한 인식을 중국인이라는 민족

의 인식에 전이하여 중국인을 인식했다면, 도만 이후에는 실제 체험과 접

촉을 통해 중국인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제국의식이 작용하면서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상은 도만 이전과 비교해 다

소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중국인상은 제국의식에 

부합하는 것만이 선택되고, 그에 맞추어 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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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지하고 단결할 줄 모르는 분산된 중국인’상은 점차 중국인을 지

배하려는 논리를 내포하며 일본의 만주 침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 다. 

그리고 ‘불결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중국인’상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

어 일본의 지배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져 만주 사회를 통제하는 논리로 

작용하 다. 또한 도만 일본인의 경제적 위기와 같이 제국 지배나 통제가 

제 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모리배로서의 중국인’상이 방어기제

로서 부각되기도 하 다.

이처럼 본고는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상이 자국의 제국의식에 의거하여 

지배, 통제, 방어의 논리로 짜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 그 중에서 중국

인을 지배 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심리는 청일전쟁 이전부터 일본의 엘리

트들 사이에 먼저 형성되었고, 이런 인식은 침략을 통해 실현되었다. 그리

고 중국인을 통제 상으로 보는 시각은 특히 국가차원의 만주경 과 민간

인의 만주체험을 통해 일반 민간인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더욱 고착화되

는 경향을 보 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에 의

해 생산되거나 더욱 강화된 것들이라 하겠지만, 전자는 ‘지배하려는’ 상

에, 후자는 ‘지배하고 있는’ 상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표출 양상이 

다소 달랐다. 지배의 시선은 전체 만주와 중국 륙을, 통제의 시선은 관

동주를 향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방어 논리와 같이 제국민 중에서도 일본

인에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

찰한 러일전쟁에서 만주사변까지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 인식은 그 이전부

터 관념상 형성된 제국의식이 현실 상황에 맞춰 변용되어 나간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도만 일본인들이 가진 중국인상을 통해 일본의 계속된 만

주 진출 시도가 단지 일부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일본 

사회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이 시기 중의 인식 경향은 

일본 제국주의를 주도해 나간 정부/군부 등 국가권력의 인식과 분리되기는

커녕 서로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의 중국인상은 만주사변

을 주도한 이시하라 간지의 인식에도 집약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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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국의 적극적 팽창과 침략을 지지하고 이를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제국주의와 도만 일본인 중은 제국의식을 공통 축

으로 하는 二人三脚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주사변에 한 책임을 천

황, 정치인, 군부 등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흔히 일본학계에서는 만주사변 이전 근  일본의 중국(조선 포함) 침략

이 서구 열강의 침략에 한 응적 조치로서 의도치 않은 결과 다고 변

호한다. 이와 달리 본고는 도만 일본인 사회라는 연구 상을 통해 근  일

본의 중국침략에 민간인도 포함한 일본인의 제국의식이 주체적으로 작용하

음을 확인하 다. 

이렇게 만주사변 이전에 이미 확고히 자리잡은 제국의식은 ‘만주국’의 수

립 이후에도 그 구체적 형태만 달리하면서 그 로 지속되었을 것이다. 따

라서 ‘만주국’이 공식적으로는 五族協和를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만

적인 민족 정책이었을 뿐, 여전히 제국의식은 은폐, 변형된 채 온존하 다. 

그리고 이 제국의식은 이윽고 중국 관내를 새로운 지배 상으로 삼아 증

식해 나갈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만주체험에 의거한 중국인상은 전체 중

국인상으로 확장되어 일본의 침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을 것이

다. 

흥미로운 것은 도만 일본인의 제국의식과, 그것이 투 된 중국인상은 패

전 이후의 일본 사회에도 그 로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패전 직후인 1945

년 12월, 미국 육군정보부가 실시한 ‘북경 일본인의 정치의식조사’를 살펴

보면, 많은 일본인은 스스로가 타민족보다 우수하고, 중국인은 일본인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 으며, 일본에 있어 만주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라 여겼다고 한다. 패전 이후에도 일본인은 중국인을 그들보다 아래로 깔

보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

는 사례라 하겠다.201) 

이것은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던 40여 년 동안 도만 일본인의 인식이 여

러 경로를 통해 전체 일본인 사회에 큰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 尹健次, 앞의 책, 1990,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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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패전 후 만주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의 기억도 현  일본인의 중국, 

중국인 인식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을 터이다.202) 이처럼 일본인의 만주 체

험은 전체 일본인의 중국인 인식에도 큰 향을 주었다. 오늘날 한국인보

다 일본인에게서 중국인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심각하

게 나타난다는 분석203)도 이러한 과거 역사적 경험을 반 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중 전반에 한번 자리 잡은 인식 경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본고에서는 ‘만주국’ 성립 이전 일본인의 중국인상을 분석하는데 치중하

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제국의식과 중국인상의 양상을 치밀하게 다루지 

못하 다. 따라서 인식의 지속과 변화에 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만주

국’ 시기, 그리고 패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인 인식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인의 제국의식

에 해 어떻게 반응하 는지, 그리고 제3자로서 다소 중간자적 위치에 처

해 있던 한국인들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동아시아 삼국 간의 

타자 인식과 상호인식에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나, 이는 향후 과제로 함

께 남겨두고자 한다.

202) 최근 도만 일본인의 만주 체험의 기억을 역사의 목소리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져 눈길을 끈다. 이에 해서는 山本有造, 滿洲, 記憶と歷史,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7 ; 나카미 타츠오 外 著, 박선  譯, 앞의 책, 2013을 참고.

203) 백 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변화 - 중과 역사학계에 미친 

향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硏究58, 중국근현 사학회, 2013,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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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tried to determine the Chinese images shaped by 

Japanese Manchuria-emigration from the Russo-Japanese War. and 

investigated that Japanese empire consciousness had a great effect 

on it, analyzed how empire consciousness proceeded with relation 

to Chinese images. 

In 19th century, The changes of Japan into the empire made the 

Japanese have empire consciousness. So-called Empire 

consciousness is something that tries to form, maintain, reinforce 

the empire system ruling the different race and foreign land. The 

Japanese started to regard themselves as members of the empire 

by experiencing the native expansion to Taiwan and Chosun, the 

victory against Qing and Russia. 'Hibiya(日比谷) commotion' in 1905 

was a representative case through which the Japanese empire 

consciousness came out. In this way, the Japanese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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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was formed before Japanese emigration to Manchuria.

Under the Portsmouth Peace Treaty in 1905, Japan acquired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關東州) including Port Arthur, Dalian and 

the South Manchuria Railway Zone(南滿州鐵道附屬地), established  

Kwantung Governor-general(關東都督府) and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滿鐵) to rule over these places. The Japanese will 

to dominate Manchuira gradually strengthened through treaty 

respecting South Manchuria and Eastern Inner Mongolia(南滿東蒙條

約) in 1915, separation between Manchuria-Mongolia and China 

proper(滿蒙分離) in the late 1920s, finally, came true as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In addition, the spatiality of Manchuria to which the Japanese move 

reinforced their empire consciousness, because Kwantung Leased 

Territory was where the Japanese had privileges, and they could 

confirm native empire control, on the other hand, other regions 

were a place which lagged behind Kwantung Leased Territory. And 

what's more, Most Japanese in Manchuria were more than the 

middle class, however, most Chinese were poor farmer who had 

moved from Santung or Hebei Province. According to this condition, 

Japanese empire consciousness was very strong in Manchuria, and 

translated in various actions. For example, the Japanese in 

Manchuria tended to live by themselves, not to learn the Chinese 

language, and avoided the trip to remote area of Manchuria, even 

wanted to leave Manchuria as soon as possible. Japanese arrogant 

attitude to the Chinese was, especially, a something that their 

empire consciousness was integrated most obviously. In this way, 

Japanese Manchuria-experience reinforced their empire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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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se reasons, images of the Chinese what the Japanese had 

in Manchuira were changed in some degree. At first, image of 

'unenlightened Chinese' was shaped up on the basis of Chinese 

religion or education level, and image of 'not knowing union, 

dispersed Chinese' also spread out to the whole Manchuria. These 

two images of the Chinese commonly showed the logic of 

dominance intensely, that is, the Chinese couldn't build up a great 

nation because they were stupid and didn't know union. Although 

many Chinese intellectuals also agreed with these images of the 

Chinese, they exerted themselves to solve the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in Manchuria thought they had to rule 

China and the Chinese on the basis of these images.

Image of 'dirty Chinese' took concrete shape in the process of 

observing Chinese coolies(苦力) in Manchuria. Moreover, this image 

was applied not only to coolies but to the whole Chinese, and 

recognized as a risk element harmful to the Japanese from time to 

time. Image of 'criminal Chinese' was mainly created on the ground 

of bandits(馬賊), but it was exaggerated by Japanese press' 

malicious report. These two images of Chinese were mainly used to 

take control the Chinese in Kwantung Province and the South 

Manchuria Railway Zone, that is, the Japanese should control them 

properly because they were dirty and likely to commit crimes.

Image of 'racketeer Chinese' was originally what image of 'Chinese 

skilled in business' had changed. The Japanese could observe 

Chinese aggressive pursuit of profit easily. But Japanese merchants 

in Manchuria gradually got inferior to Chinese merchants, and it was 

a situation which wasn't fit for their empire consciousness. So, the 

Japanese devaluated Chinese pursuit of profit, and rationalize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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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gh situation. In other words, it was a image of the Chinese as 

defense mechanism.

In this way, images of the Chinese in Manchurian Japanese eyes 

and empire consciousness were inseparable. In this article, images 

of the Chinese were closely related with a logic of dominance, logic 

of control, and defense mechanism. And images of the Chinese 

which reflected empire consciousness were widely accepted by 

Japanese people, which supported and rationalized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Japan's invasion which led to the 

Manchurian Incident(1931) and the Sino-Japanese War(1937) was 

carried out not by just some politicians or military authorities, but 

under the public silent or open support. 

After the 1945 defeat, Japanese empire collapsed. But empire 

consciousness had stamped in Japanese secret corner of heart for 

40 years Manchurian dominance, as a result, images of the Chinese 

which reflected the empire consciousness seems that they are still 

remain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all, for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hina and Japan, it's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particularly from recognition in public dimension.

key words: Empire consciousness, Manchuria-migrated Japanese, 

Images of the Chinese, Logic of dominance, Logic of control, 

Defens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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