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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19세기 후반에서 식민지기에 걸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사 연구에 

해서는 1960년  어들며 학술  고찰이 시작되었다.1)1)이후 지 까지도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에 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소  ‘식민주

의 역사학’에 한 연구는 이미 반세기가 넘는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

겠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 학교 일

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 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 

6A3A01079517).

** 서울과학기술 학교 기 교육학부 조교수.

1) 李基白, 1961 ｢緖論｣ �國史新論�, 泰成社; 金容燮, 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 韓國史敍述｣ 

�歷史學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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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긴 시간 동안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침

략성, 바로 침략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해 한국사의 특징으로 정체와 타율

을 꼽은 채 한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지속 으로 지 되었으며, 재 이 사항

은 상식이 된 듯하다.2)2)이처럼 ‘식민주의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침략성을 폭로

하는 한편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속성, ‘근  역사학’으로서의 

성격을 지 하는 목소리도 등장하 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 풍성하게 이루어

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서있는 연구들은 당시 일본

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침략을 한 역사 서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주

의를 비롯한 다양한 근  이데올로기가 ‘근  역사학’과 결합되어 있다는 에 

주목했다.  ‘식민주의 역사학’은 제국 일본의 륙 침략과 더불어 당시 일본 

학계의 당면 과제 던 근  역사학의 성립․ 개라는 자장 속에도 치한 것으

로 근  역사학이 요구하는, 실증을 통한 자민족과 타민족의 경계 획정  자민

족의 발 에 한 내러티 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 했다. 이와 더불어 여타의 

근  학문이 그러하듯이 근  역사학 역시 각종 제도  장치들을 통해 재생산되

기 때문에 과거 史論 심의 분석이 아니라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

구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로서의 학문-기구에 심을 기울여 왔다.3)3)

이 게 볼 때 19세기 후반에서 식민지기에 걸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

구에 한 고찰들은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새로운 논의의 지 들을 찾아내며 

변화의 국면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식민주의 역사학의 침략성을 

집 으로 강조하든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근  역사학으로서의 속성을 주목하

든,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가 그려내었던 歷史像은 고정된 것으로 

머물러 있는 듯하다.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역사 서술이 가지고 있는 침략성

2) 일례로 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는 모두 식민사학의 심 논

리로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거론하고 그 극복 노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이러한 시각에 선 연구들은 2000년  반 이후 간헐 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그간의 논고

들이 정리되어 단행본으로 출 되었다.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윤해동․이성시 엮음, 

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 함께; 윤해동․장신 엮음, 2018 �제국 일본의 역사

학과 ‘조선’�, 소명출 ; 윤해동․정  편, 2018 �경성제국 학과 동양학 연구�, 도서출

 선인;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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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강조하는 경우, 거기서 드러나는 韓國史像은 정체와 타율 혹은 ‘일선동조’ 

등으로 시종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연구의 근  역사학으로서

의 속성을 주목하는 시각에서도 비슷하다. 물론 이는 재 이러한 시각의 연구

들이 시작 단계인 것도 이유겠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朝鮮史編修 (이하 ‘편

수회’)나 경성제 와 같은 제도, 기구에 집 하다 보니 그러한 제도․기구를 근

거로 개되었던 식민주의 역사학의 실제 내용에 해서는 아직 풍부하게 논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 이래 제국 일본은 침략을 통해 팽창을 거듭했다는 것, 즉 

제국 일본의 경계가 시종일  고정된 채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 다면 식민주의 역사학 역시, 그것이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한 

것이었든 일본에서 근  역사학의 성립․ 개를 한 것이었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4)4)침략 지역의 확 는 침략을 합리화해야 하는 상과 방법의 변화

를 수반해야만 했다.  제국 일본의 팽창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서술해야 했던 

‘국사(일본사)’의 역 역시 넓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국사 서

술을 한 타자의 설정과 그 설명 방식 역시 변해야만 했다. 그 다면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한국사의 상과 그에 한 설명 역시 변화를 겪어야 하지 않았을

까. 식민주의 역사학의 내러티 는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으

로 바라보고 이를 추 할 때 그 실체에 보다 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생각에서 식민지기에 이루어진 고  한일 계에 한 연구들

을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심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식민주의 역사학에 한 연구들이 지 하고 있듯이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고 사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침략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해서,  자국사의 해명을 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

4) 근래 식민주의 역사학이 그린 한국사상의 변화에 해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 다(도면

회, 2014 ｢조선총독부의 문화 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歷史學報� 222; 정상우, 2017 ｢일

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한 通史的 이해｣ �역사와 실� 104). 이는 조선총독

부가 간행한 역사 련 발간물,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술한 한국사에 한 通史류 들

을 분석하여 한국사 반에 한 서술의 변화를 지 한 것으로, 본고를 구상하는 데에 많

은 시사 을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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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토 왕릉비에 한 탁본이 알려진 이후 활발히 개되었다는, ‘임나일본

부’로 변되는 고  일본의 南鮮 지배에 한 연구나 ‘일선동조론’ 류의 연구는 

강 을 합리화하고 식민지배 담론으로서 ‘同化’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한다.5)5) 

뿐만 아니라 일본인 연구자들이 메이지유신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  국가 - 제

국으로서의 일본의 과거를 서구로부터 수용한 근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정립․서술함에 있어 오래된 사료에서 속출하는 ‘韓’, ‘朝鮮’  그와의 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원과 출발을 역사 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6)6)이러

한 필요들은 일본인 연구자들을 한국 고 사 연구로 이끌었으며, 결과 식민주의 

역사학은 한국 고 사에 집 되었던 것이다. 즉 침략과 통치의 합리화를 해서

이든 일본사의 출발을 규명하기 해서이든, 이 모든 사항들은 고  한일의 

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설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당시 일본인 연

구자들이 고  한일 계사를 어떻게 서술했고, 거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양면성 ― 침략성과 근  역사학으로서의 

속성 ― 을 고찰하는 데에 첩경일 것이다.

한편 이마니시(1875～1932)와 스에마쓰(1904～1992)는 도쿄제 에서 사학을 

공하고 식민지 조선에 근무하며 한국의 고 사를 집 으로 연구한 학자

다. 이들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추 기   하나 던 조선사편수회에서 각각 

수사 과 수사 보로서 �朝鮮史� 제1편 - 삼국통일 이 까지의 시기 - 의 편찬

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성제 에서 ‘조선사학’ 강좌를 담당했다는 공

통 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식민지기 소  ‘ 학 

아카데미즘’을 변하며 당시 한국 고 사 연구를 주도했다고 하겠다. 반면 이 

둘은 거의 1세 에 달하는 연차를 보인다. 이마니시는 20세기에 어든 이래 한

국사 연구를 본격화하며 강  직후부터는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했던 고  조사 

활동, ‘조선반도사 편찬 사업’ 등에 정력 으로 참여함은 물론 경성제 에 교수

로 부임한 후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 제1편을 편찬하던 당시에 사망하 다. 

5) 이만열, 2005 ｢近現代 韓日關係 硏究史: 日本人의 韓國史硏究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

연구보고서� 4, 20-21면; 旗田巍(이기동 옮김), 1981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 37-38면.

6) 정상우, 앞의 책, 142-143면.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399

때문에 한국사에 한 그의 연구 활동은 1910～20년 에 한정되며, 특히 고  

한일 계사에 한 그의 언 은 1910년 에 집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스에마쓰

는 학 졸업 직후인 1927년 지도교수인 쿠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명령에 

따라 조선사편수회에 부임하 으며, 1930년  이후 한국 고 사  고  한일

계사에 한 논고를 쏟아냈다. 즉 식민지기 한국 고 사 연구의 최고 권 자로

서 학계를 변한다고 할 수 있는 이마니시와 스에마쓰는 각각 제국 일본의 

도가 변동되었던 1910년 와 1930년 에 고  한일의 계를 사고했던 것이다. 

때문에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  한일 계사 연구가 어떻게 개되었고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이마니시와 스에마쓰라는 통로는 유효 할 것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마니시와 스에마쓰의 고  한일 계사에 한 논의를 

심으로 이들이 고  한국과 일본의 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양자의 계를 설

명했는지를 살펴보겠다.

2. 고  한일의 문화  우열과 정복-피정복 계의 정립

식민주의 역사학을 다루는 거의 부분의 연구에서는, 강  이후 조선총독부

에서 개한 각종 조사․연구 사업에 주도 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1922년 

일본에서는 최 로 한국사를 주제로 박사학 를 취득했던 이마니시 류를 식민지

기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 자로 평가한다. 이러한 이마니시가 언제부터, 왜 한

국사에 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1902년, 

그가 학 2학년 시험논문으로 ｢欽明天皇以前に於ける日本と朝鮮三國等との關係｣

라는 제목의 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7)7)이를 통해 어도 이마니시가 학부 시

부터 고  한일의 계에 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3년 학 졸

업 이후 그는 한국사 연구를 본격화하 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사 연구 기 

이마니시는 유물과 유 에 한 답사와 조사 활동에 열심이었다. 강  이 인 

1906년에 그는 일본에서 문과 계열의 연구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조사할 수 

7) 심희찬, 2013 ｢근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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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얻어 경주 일 를 답사하 으며, 1907년에는 김해 패총을 발견했고, 

1909년에는 도쿄제  교수 던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와 함께 평양 주변을 

조사하기도 하 다.8)8)이 게 한국의 고 사에 심을 보 던 이마니시에게 ‘韓’

이라는 것은 삼남 지역 일 의 三韓이었으며,9)9)한국사는 이를 구성하는 ‘韓種族’

을 심으로 개된 것이었다.10)10)

한국사의 기본 인 범 를 이 게 설정했던 이마니시는 강  직후 고  한일

의 계를 ‘同域’, ‘同民族’ 등으로 설정하던,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

었던 논의들에 반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이 이루어진 지 2개월 여 후, 이마니

시는 三國遺事, 三國史記  국의 사서들과 高麗圖經 등의 사료를 근거로 역

사  실체로서 ‘檀君’을 부정하며, 강 을 후해 범 하게 유포되었던 ‘日韓上

代同說’  일본의 신격과 단군에 한 ‘合祀論’에 반  입장을 표명했다.11)11)뿐만 

아니라 그는 강  이  자신이 열 하고 있던 고고학  성과에 근거하여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曲玉의 발굴 황을 근거로 ‘日

韓同民族說은, 지 은 아직 古學上으로 是認되지 않’으며, 자신은 ‘日韓 혹은 

日羅 上代同域說 등에 반 ’한다는 것을 명언한 것이다.12)12)이처럼 강  당시 이

마니시는 사료와 고고학  자료 두 가지 방법을 구사하며 한일의 계를 ‘同民

族’, ‘同域’으로 설정하는 것에 거리를 두었다. 물론 강  이후 각종 사업과 연구

에 참여하며 이마니시는 한일의 인종  근친성을 인정하 다. 그 지만 이는 ‘인

종의 문제이지 역사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인과 조선인이 나눠진 것은 역사시

 이  매우 오래된 것’13)이기13)때문에 한일의 동족 계를 따지는 논의는 역사

 8) 林直樹, 1999 ｢今西龍と朝鮮 古學｣ �靑丘學術論集� 14, 53-55면.

 9)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1, 39면.

10) 정상우, 2017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 성｣ �만주연구� 24, 

57-62면.

11) 今西龍, 1910 ｢檀君の說話に就て｣ �歷史地理 朝鮮號�, 224면.

12)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26면. 한편 이 논문은 재조일본

인들이 발간한 잡지 �朝鮮�(�朝鮮及滿洲�의 신이다)에 1910년 9월과 10월에 걸쳐 게

재된 것으로, 그가 강  직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즉 今西가 강  이후 최

로 발표한 논문 역시 고  한국과 일본의 계에 한 것이었다.

13) 今西龍, 1935 ｢朝鮮史槪說｣ �朝鮮史の栞�, 77-78면(이는 1919년 교토제 에서 있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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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다룰 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 다.14)14)그 다면 이마니시는 역사학에서 

한일의 계에 해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日本民族과 韓民族이라는 것은 島와 半島에서 이미 주요한 에서 俗을 달리하며 

別個의 民族으로 성립하 다. 相互 交通이나 征服, 被征服 등의 일은 있어도 이 사실

에 근거하여 同民族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15) ( 은 인용자)15)

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이마니시는, 고 의 한일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간의 ‘교통’ 는 ‘정복․피정복’의 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았다. 

즉 고  한일의 계가 다루어야 할 상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日韓同民族說’만이 아니었다. 같은 에서 

그는 ‘上代 新羅가 日本보다 進步해 있었다는 사고나 日本의 文化가 모두 半島

를 遞傳해 온 것이라는 俗說’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6)16)이처럼 고  일

본이 발달된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했다는 이야기는 강 을 후하여 상당 

기간 만연했던 듯하다. 식민주의 역사학의 개에서 이마니시 만큼이나 요한 

역할을 했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역시 한국을 여행한 후 ‘半島가 支那에 

近接하여 우리에 비해 進步한 文化를 所有했기 때문’에 ‘日本人은 古代 蒙昧할 

당시 半島로부터 문화를 受入했다’는 것이 ‘一般에 受入되어 있는 通論’이라며, 

이러한 ‘無自覺’하고 ‘反省해야’ 할 상황에 한 조선총독부의 책을 요구하기도 

하 다.17)17)이처럼 학계의 인사들은 ‘동화’를 명목으로 유포되었던 한일의 ‘교통’

록을 그의 사후에 발간한 것이다).

14) 강  이후 한일의 同族 계에 한 今西龍의 입장 변화에 해서는 정상우, 앞의 책, 

113-118면. 이에 따르면 한국인과 일본인에 한 今西의 입장은 ‘종족’으로서는 같지만 

‘민족’으로서는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이는 ‘동화’에 한 가능성을 확인하

면서도 식민통치라는 실에서 벌어지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을 설명할 수 있

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今西는 서재에 메이지 천황의 사진을 걸어 놓고, 서재에 가

는 것을 황실에 가는 것이라며 숙연한 자세를 보 다고 한다. 今西를 비롯하여 ‘만세일계

의 천황’이 일본의 국체이며, 일본민족은 여기서 연원한다고 믿던 이들이라면 일본민족

과 동일한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15)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26면.

16) 의 각주와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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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논의들, 바로 고  한국이 문화 으로 발달해 있었으며, 일본으로 그 

문화가 유입되었다는 식의 논의에 거부감을 표했고, 이마니시는 매우 이른 시기

부터 이 상황을 지 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의에 한 이마니시의 반론 역시 사료와 고고학  자료 두 가지 방

법에 의해 개되었다. 먼  그는 漢書를 비롯한 국의 여러 역사서의 기록들

을 통해 일본의 선진성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국과 일본의 은 漢書 

地理志의 ‘樂浪海中有倭人分爲百餘國以歲時來献’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오래되어, 일본과 고구려는 1세기에 이미 ‘支那와의 교통’이 확인되지만, 백

제는 4세기 반, 신라는 6세기 반이 되어서야 국과의 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東洋文化의 淵源인 支那’와의 교통이 삼한이나 백제, 신라에 비해 일

본이 유구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마니시는 ‘高句麗와 百濟는 어느 정도 開

化한 國이고, 日本도 두 나라에 비해 開化가 뒤쳐진 國은 아니었다. 오직 5세기 

말까지 日本의 開化는 高句麗나 百濟의 開化에 비해 잠시의 기간만 뒤처진 경우

도 있지만 결코 新羅보다 열등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新羅는 5세기 말부터 격

히 진보하여 일본을 따라온 것’이라고 주장하 다.18)18)앞서 언 했듯이 이마니시

는 한국 민족의 주체를 반도 남부의 ‘韓種族’으로 설정하 다. 때문에 그는 한국

사의 범 에서 고구려사로 변되는 북방의 역사를 배제했다.19)19)그 다면 선진

인 국과의 교통이라는 기 에서 볼 때, 한국 민족의 본체인 ‘韓種族’이 주를 

이루는 백제와 신라는 일본에 비해 어도 몇백 년 이상 뒤처진 것이 된다. 결

론 으로 선진 문물을 보유한 국과 교통한 시기가 백제나 신라에 비해 일본민

족이 수 백년 빨랐기 때문에 문화 으로 백제․신라보다 일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지이다. 

17) 稻葉岩吉, 1922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 史硏究�, 283-286면.

18)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22-23면.

19)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 2008 ｢�조선반도사� 1편 원고｣ �친일반민족행 계사

료집� Ⅴ, 138면; 朝鮮史編修  編(編輯部 옮김), 1985 �朝鮮史編修 事業槪要�, 48면. 

今西가 ‘조선반도사’를 서술하거나 �朝鮮史�를 편찬하며 고구려사를 포함시킨 것은 한국

사의 ‘ 심이 되는 민족의 이동에 계가 있’어, 이를 제외하면 ‘조선 민족 당 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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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주장을 유물을 통해서도 반복했다. 이마니시는 ‘日韓上代의 文化

나 關係’는 ‘盛京省 洞溝나 평양 부근의 고구려 고분, 경주 부근의 신라 고분, 백

제와 일본 등의 고분 유물에 근거’해야 한다며, 고구려와 신라  일본의 고분 

유물을 통해 논의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신라의 고분 유물은 토기류가 많으

며, 金環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종종 발굴되는 鐵物은 일본처럼 훌륭한 것이 

드물다. 반면 일본의 유물은 고등․진보하여 고구려의 것에 비해 열등하지 않지

만, 신라의 것은 그 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日本은 新羅로부터 支那文化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폈다. 그나

마 사료, 유물이라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支那文化가 백제나 고구려로부

터 일본으로 遞傳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모두 백제나 고구려에서 遞傳한 것이

라는 생각’  ‘일본 上代의 문화가 모두 반도의 遞傳에 의했다’는 ‘속설’들은 ‘오

류’라는 것이다.20)20)이처럼 이마니시는 문화 선진국이었던 국과의 이 언제

부터 는가,  고분의 유물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 민족의 핵을 이루는 반도 

남부 ‘韓種族’의 국가들에 비해 문화 으로 뒤떨어진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신

라에 비해 우수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 기 때문에 고  일본이 국 문화를 

모두 이들을 통해 받아들 다는 당시의 ‘속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마니시는 조선총독부에서 벌인 각종 학술 조사 사업에 참여하며 더욱 

왕성한 활동을 벌 다. 강  이후 동강 부근을 조사하며 ‘秥蟬縣碑’를 발견하

고 낙랑군치를 획정함은 물론 동강 남안 일 까지 낙랑군이라는 결론을 이끌

어 낸 것은 이마니시 다.21)21)이 과정에서 그는 도쿄제 에 소장되어 있던 평양 

지역 발굴 유물(覆輪金具)에 새겨진 씨를 근거로 樂浪의 王氏들이 이 지역의 

토호 다는 논문을 발표하 다.22)22)이는 1차 으로 동강 유역의 고분들을 일

20)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24면.

21) 谷井濟一, 1914 ｢朝鮮平壤附近に於る新たる發見せられた樂浪郡の遺蹟｣(上) � 古學雜誌�

4-8, 22-23면; 關野貞, 1914 ｢朝鮮に於ける樂浪帶方時代の遺蹟｣ �人類學雜誌� 29-10, 

384-386면. 한편 1910년  반 이마니시의 고  조사 활동에 해서는 정상우, 2008 ｢1910～

1915년 조선총독부 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실� 68, 258-259면을 참고.

22) 今西龍, 1912 ｢大同江南の古墳と樂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 東洋協 調査部, 101-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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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구려의 것으로 보던 당시 일본 학계의 견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하지만 낙랑 왕씨들이 이 지역에서 번성했으며, 낙랑이 쇠퇴한 후에도 이들

이 백제와 고구려로 들어가 명가를 이루었다는 설명은 고  한일 계, 특히 반

도를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문화들은 ‘韓種族’이 아닌 반도의 漢人들에 의한 것

이라는 사항과 연결되었다.23)23)즉 낙랑 왕씨의 존재는 일본이 어떻게 반도의 민

족들을 거치지 않고 발 된 국의 문화를 수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이

기도 했다. 이후 이마니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국, 특히 남 국과 직  교류하면서 그 문물을 거 수입했으므로 결코 반도

의 국인으로부터만 문물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고 보았다. 일본은 국과

의 직  교류를 통해 진구황후(神功皇后), 오진천황(應神天皇) 시기(201～310)

에는 이미 백제와는 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과 교류 수단이 없었던 신라

의 문화 수 은 이보다 훨씬 낮아 일본에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24)24)이처럼 

이마니시가 설정한 고  한일 계에 한 역사학 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두 

민족 사이의 ‘교통’은 한민족에 한 일본민족의 문화  우 를 바탕으로 구성되

어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마니시가 고  한일 계에 해 역사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던 

 하나의 주제는 ‘정복․피정복 등의 일’이었다. 그의 논의 로 고  일본이 한

국에 비해 문화 으로 우월했다면,  그래서 한일의 ‘교통’ 계라는 것이 한국

으로부터 일본으로 문화가 유입되었다는 ‘속설’과 다른 것이라면, ‘정복․피정복 

등의 일’에서 일본민족은 ‘정복’에, 한민족은 ‘피정복’에 치하는 것이 논리 으

로 합당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古事記, 日本書紀 등의 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고

 일본의 한국 정벌과 지배에 한 이야기들은 이미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근

 역사학이 태동할 당시부터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었다. 바로 진구황후의 신

23) 실제로 반도로부터 일본으로 문화 유입에 해 今西와 동일한 문제를 지 했던 稻葉은 

일본에 수입된 문화는 주로 한사군과 거기서 유출된 漢人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

히 稻葉은 백제의 王人은 백제인 - 今西의 용어 로라면 ‘韓種族’ - 이 아니라 국에서 

온 낙랑 왕씨라며, 고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문화 유입은 주로 반도의 漢人에 의했

다고 주장하 다(稻葉君山, 1925 ｢聖德太子の外交｣ �朝鮮文化史硏究�, 278면).

24) 今西龍, 1935 ｢朝鮮史槪說｣ �朝鮮史の栞�,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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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벌이나 임나일본부와 같은 고  일본의 南鮮經營說이 그것이다.25)25)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하는 사료는 오직 古事記, 日本書紀에만 있었다. 즉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시기보다 한참 뒤에 서술된 것들에서만, 그것도 한일의 

정복-피정복의 계에서 정복의 입장에 선 일본의 고서에서만 련 기록이 등장

한다. 강  반 이마니시는 이를 당연하다고 설명하 다. 그가 볼 때, 고  일

본에 비해 문화 으로 열등한 한국의 기록에서 임나와 련된 사항이나 일본에 

정벌당한 기록들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련 기록이 없다고 당황하

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26)26)

사료가 제한 인 가운데 고  한일의 정복-피정복의 계에 한 증거는 유물

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이를 증명해  수 있는 유물은 강

 이후 세키노나 쿠로이타 등에 의한 몇 차례의 답사에서  발견되지 않았

다.27)27)이마니시 역시 1917년 9월부터 5개월간 조선총독부 고 조사 원의 자격

으로 임나일본부와 련된 지역인 선산, 함안, 창녕, 고령 등지를 조사하 다. 이 

조사 이후 그는 임나와 가야의 강역에 한 두 편의 을 발표하 지만 여기서 

유물에 한 이야기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세키노나 쿠로이타가 발견하지 

못한 유물을 이마니시라고 발견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신 그는 개토 왕비 등의 석문, 日本書紀, 三國史記, 通典, 魏志, 新撰姓

氏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任那=加羅=伽倻라는 제 에 가야의 여러 

소국들의 치 등을 추정하며,28)28)‘日本府’로 변되는 고  한일의 계를 설명

하 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시한 다음의 구 은 그가 고  한일의 계를 어

떠한 틀 속에서 사고하고 있는지를 보여 다. 

이 任那라 하는 것은 일본이 반도경 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임나의 성쇠는 

역시 일본 세력의 성쇠시기와 련을 같이 한다. … 그 즈음(반도의 북부에 낙랑군

25) 이만열, 앞의 논문, 22-36면.

26)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26면.

27) 1910년에는 關野가 가야의 고분들을, 1915년에는 黑板이 3개월 가까운 시간을 들여 한국

의 남부 지방을 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발굴과 조사에서 임나일본부와 련된 유물을 발

견하지 못했다(정상우, 2008 앞의 논문, 256-257면).

28) 今西龍, 1919 ｢加羅疆域 ｣ �史林�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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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을 당시 : 인용자) 仲哀天皇의 御代로 각 지방에는 豪族이 할거하여 각각 작

은 國을 경 하고 있어 오히려 朝廷에서 앙집권의 정치를 펴기까지 이른 것은 아

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에 할거하던 호족은 지 부터 1,900년  이미 韓諸國과 각

각 교통했다. … 낙랑시  남방에 있던 韓의 諸國과 日本의 諸國과의 교통은 매우 

빈번했다. 빈번했기 때문에 兩方의 민족이 일에 남긴 物 즉 兩方의 고분에서 似寄

한 物이 있어도 그것은 地의 문제로서 해석할 수는 없다. 선조가 같기 때문에 유사

하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29) ( 은 인용자)29)

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나미시는 한일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유사

성은 한일 양민족의 ‘同祖’ 내지 ‘同域’ 계가 아닌 한 ‘교통’ 계를 보여주

는 것이라며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 다. 그 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임나 문제를 일본 고  국가의 성쇠와 련지어 사고한다는 이다. 그는 ‘주아

이 천황 시 ’(192～200)인 2세기 말 일본은 여 히 호족들의 할거 시 에 머물

러 있었다는 제 속에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마니시의 논의 로라면 

어도 2세기 말 3세기  일본은 고  국가로서의 앙 집권력이 확립되지 않

은 상태이다. 문화 으로 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아직 

국내의 집권력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정복한다거나 그곳을 경 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논리 로라면 어도 2세기 말 이 에 일본과 한국

을 정복-피정복의 계로 설명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마니시는 마한, 변한, 진한을 총칭해 加羅라 했으며, 이는 수많은 國

들로 이루어졌는데 동쪽에서는 신라가, 서쪽에서는 백제가 일어나 國들을 병

탄하면서 加羅의 범 는 차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고  한일 

계에 드러나는 정복-피정복의 계는 신라와 백제로부터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곳으로부터 일본의 ‘大和朝廷에 도움을 구하러 온 것에 因하여 그 國을 

토벌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마니시는 스진천황(崇神天皇)의 조정(B.C. 

97～30)에 加羅의 那葛叱知가 왔다는 日本書紀의 기록에 주목했다. 이때는 바

로 신라와 백제가 일어날 즈음이라는 것이다. 그 다면 이때 일본은 那葛叱知

의 요청을 받아들 을까? 이마니시는 이 사건을 이후에 벌어질 新羅征伐을 고

29) 今西龍, 1918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1918-2, 5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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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만 加羅로부터 사신이 왔다고 해서 기원 후의 시 에 일본이 신라

나 백제를 정벌할 수는 없었다고 보았다. 일본의 朝廷이 加羅 諸國의 요청에 응

하여 신라나 백제를 정벌하게 되는 것은 ‘일본 체의 통일이 된 무렵’이어야 가

능하기 때문이다. 那葛叱知 일행이 일본의 朝廷에 등장했을 당시는 ‘日本의 全

土에 해 朝廷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九州에 상륙해 陸路로 

大和에 오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시 다.30)30)

이 使節이 온 것은 日本書紀의 기사에서 Accident로 끝났고 朝廷과 半島의 

Connection이 되지 않았다. Connection이 가능했던 것은 神功皇后의 御世에 시작된 

듯하다. 皇后의 新羅 征伐 양상이나 新撰姓氏  吉田連의 기사를 보면 조정에서는 

加羅 諸國 보호를 해 장군을 견했다. 晋 太康年間(西紀280～290) 晋에 빈번히 

사 을 보냈던 반도의 諸 國이 永熙(西紀290) 이후 晋에 交通하지 않는 것은 이들 

諸國이 일본 덕분에 다소의 康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는 어쩌면 지나친 억측

일지도 모르지만 어 든 확고한 Connection은 神功皇后가 新羅를 大討伐하고 百濟를 

복속시키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 神功皇后의 新羅 征伐에 이어 加羅 諸國의 

經營이 이루어져 比自㶱(昌寧), 南加羅(任那), 喙(大邱), 安羅(咸安), 多羅(陜川? 晉

州?), 卓淳(昌原 方面?), 加羅(高靈) 등이 모두 歸服했다. 이 무렵 백제는 일본에 복

속되어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다.31)( 은 인용자)31)

이마니시가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의 인용문에서 ‘connection’은 상당 

기간 지속 인 계, ‘accident’는 일회성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이마니시

는 고  한일 계에서 ‘connection’은 진구황후의 신라 정벌부터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 이 의 일들은 ‘accident’일 뿐이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진구황

후의 신라 정벌 이후 ‘加羅 諸國의 경 ’, 바로 임나일본부에 한 실질 인 경

이 이루어지고 백제를 복속시키며, 반도에서의 일본 세력은 지속 으로 성장

했다고 보았다. 오진․닌도쿠(仁德) 두 천황의 시 (270～399)를 거쳐 정이었

던 반도에서의 일본 세력은 유랴쿠천황(雄略天皇)의 시 (456～479) 이후로는 

쇠퇴했다는 것이 고  한일의 ‘connection’에 한 이마니시의 설명이었다.32)32)이

30) 今西龍, 의 논문, 58-59면. 때문에 那葛叱知 일행은 돌고 돌아 에치젠의 쓰루가를 거

쳐 야마토의 조정에 왔다는 것이 今西의 생각이었다.

31) 今西龍, 1935 ｢朝鮮史槪說｣ �朝鮮史の栞�, 117-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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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임나일본부라고 이야기되는 加羅의 수 개의 國들을 심으로 한 일본의 

세력이 3세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4, 5세기에는 정을 맞이했다는 것은 일

본 朝廷의 집권력이 정비된 것, 일본에서 고  국가가 등장한 시기가 이 즈음이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마니시는 임나를 심으로 한 일본 세력이 이 지역에 해 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貢物의 수취라고 보았다. 즉 임나의 諸國에 ‘年貢取立의 代官’

을 두었고, 이를 ‘日本府’라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마니시는 어떤 나

라에서 국왕이 정치를 펴고 있는데 그와 병립하여 그 한편에서 兵隊를 가지고 

日本府라는 것을 두었다는 것은 상식 이지 않다고 서술하 다.33)33)고  일본의 

한국 정벌과 남선 경 에 해 이 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마니시 자신의 

조사를 포함하여 무려 세 차례의 공식 인 유물조사에서 어떠한 흔 도 발견할 

수 없었던 日本府의 실체에 한 가장 명한 답이었다. 군 가 주둔한다거나 

청이 상설된 것이 아닌 年貢을 받는 리 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상황 변화 - 

백제, 신라 등과의 계 여하에 따라 이동 역시 자유로운 것이 日本府 다. 이

게 청이 아닌 리 고,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련된 유물이 남겨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34)34)

이마니시가 그린 고  한일의 정복-피정복 계의 심은 진구황후 당시부터 

임나를 심으로 백제를 복속하고 신라를 정벌한 역사 다. 진구황후를 거쳐 오

진․닌도쿠 천황 시  일본군은 끊임없이 바다를 건  반도에서 활약하다 결국 

고구려와 했다. 신라는 고구려에, 백제는 일본에 의지했고 加羅 諸國은 완

히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라와 백제 사이에 존재했다.35)35)이 게 구축되었던 

한일의 ‘connection’은 5세기 후반부터 약화되었다. 백제와 신라가 성장한 것이다. 

32) 今西龍, 1918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1918-2, 59면.

33) 今西龍, 의 논문, 60-62면. 이러한 맥락에서 今西는 咸安의 城跡을 日本府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34) 정상우, 앞의 책, 84-86면.

35) 今西龍, 1935 ｢朝鮮史槪說｣ �朝鮮史の栞�, 125-126면. 이처럼 북방 퉁구스종인 고구려에 

신라가 의지하고 남방의 일본에 가라와 백제가 의지하여 맞선다는 남북 립 구도를 설정

하는 것은 白鳥庫吉의 남북이원론을 3세기 이후 한국사에 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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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있던 일본부 = 리는 일본과의 교통을 해 高靈, 咸安 등지로 이동하

게 되며 차 일본의 조정과 분리되었다. 결국 긴메이천황(欽明天皇) 당시 신라

에 의해 가야가 멸망함으로서(562) ‘진구황후가 수립한 웅 한 계획은 이제 완

히 사라져’ 버리며, 고  한일의 정복-피정복의 계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36)36)

그 다고 해서 한일 사이에 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여

히 일본의 무 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본에 사 을 견하여 조공했고, 일본에

서 임나의 부흥을 주장하여 신라를 압박하자 김춘추 등이 직  내조하고 인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문무왕은 죽어서도 일본의 침략을 막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지만, 그때 일본은 국내의 신 - 다이카 개신에 하여 극 으로 반도

에서의 행동을 피했고, 텐지 천황(天智天皇, 661～672) 이래 반도를 단념하고 동

방 에조(蝦夷種)의 땅을 경 하는 데에 열 하여 한일 간에는 별다른 계가 발

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7)37)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은 민족 으로 별개이지만 양자는 오래 부터 일본의 

문화  우 에 입각한 ‘교통’ 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 이마니시가 설정한 고  

한일 계의 제 다. 이러한 계를 바탕으로 진구황후 이후 긴메이천황 까

지 - 3세기 이래 562년까지는 ‘정복과 피정복’이라는 ‘connection’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후로는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accident’로 

표 할 수 있는 일회  만이 발생하다가 7세기 후반 이후로는 별다른 

이 없었다는 것이다. 

3. 지평의 확 : 일 교통의 제로서 한일 계

192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朝鮮史� 편찬을 목표로 朝鮮史編纂委員 를 조직하

다. 이것이 3년 후 칙령에 의해 朝鮮史編修 로 격상․상설화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편수회로 기구가 안정화되면서 제국 학 출신의 소장 연구

36) 今西龍, 의 책, 140면.

37) 今西龍, 의 책, 14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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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새롭게 충원되었는데, 스에마쓰는 그  하나 다.38)38)향후 경성제  교수

가 되었으며, 1945년 이후 일본학계에서 한국 고 사 연구의 거장이 되는 스에

마쓰이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지도교수인 쿠로이타의 명령으로 편수회

에 왔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응하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 그에게 ‘朝鮮史는 완 히 새로운 부문’이었다.39)39)

이 게 한국사 연구의 심자 던 은 스에마쓰에게 편수회는 직장이자 한국

사에 한 학습과 연구의 공간이었다. 그는 편수회에서의 생활을 ‘선생 두 분’ 

아래에서 공부했던 ‘ 학원에 들어간 것 같은 생활’이라 기억했다. 이 두 분 선

생 가운데 하나는 이마니시 다. 편수회에서 스에마쓰는 �朝鮮史� 제1, 2편 편찬

을 담당한 이마니시를 보조하는 修史官補 으며, 이마니시가 죽기 까지 그의 

지도를 받으며 제1편을 편찬했다.40)40)

스에마쓰가 한국 고 사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이마니시 등의 선생을 보

필한 편수회에서의 생활과 더불어 쿠로이타의 도움도 있었다. 당시 학술서, 교양

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이와나미서 (岩波書店)에서는 �岩波講座 日本歷史�

시리즈를 기획하여 1933년 12월부터 간행했는데, 스에마쓰는 필진으로서 �日韓

關係�를 담당․ 술하 다. 비록 스에마쓰가 도쿄제  출신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것도 있겠지만, 한국 고 사를 연구하던 그가 당시 경성제  교수 던 후

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와세다 학의 교수 던 츠다 쇼키치(津田左右吉) 등과 

나란히 필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리즈를 주재한 것이 쿠로이타

38) 정상우,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  간행) 편찬 사업 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등 양

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사학연구� 116, 173-186면.

39) 末松保和, 1995 ｢朝鮮史の硏究と私｣ �日本歷史� 560, 24-25면. 한편 末松은 자신이 조선

사편수회에 부임 당시와 거기서의 생활에 해 상당히 자주 회고하 다(旗田巍 編, 1969 

�シンポジウム 日本と朝鮮�, 勁草書房; 田川孝三ほか, 1983 ｢座談  先學を語る: 田保橋

潔 先生｣ �東方學� 65). 이에 따르면 그가 편수회에 처음 온 것은 학 졸업 직후인 1927

년이었는데, 그때는 신경쇠약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28년, 마음을 다잡고 편수회에 돌아와 �朝鮮史� 편수 련 사무들은 

물론 한국 고 사 연구에 매진하 다.

40) 旗田巍 編, 의 책, 78-79면. 今西가 편수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朝鮮史� 편찬을 

해 末松은 1～2주에 한 번씩 작업물을 가지고 今西의 집에 방문하여 질문하고 답을 구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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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고 한다.41)41) 

어 되었든 편수회에 머무는 기간 스에마쓰는 내외  활동을 통해 한국 고

사 연구자로 거듭난 것인데, 특히 고  한일 계사에 한 스에마쓰의 논의

에서는 이마니시와 유사한 이 보인다. 더이상 한일 양민족의 계를 ‘同民族’, 

‘同域’이라는 에서 악하지 않음은 물론 고  한국에 한 일본의 문화  

우 를 국과의  시 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  임나일본부가 사라진 후 

일본이 반도에서 임나 부흥과 같은 극  행동을 피한 이유를 다이카 개신이라

는 국내 개 이 보다 시 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등은 이마니시와 동일하

다. 무엇보다도 임나일본부의 존재 양식이나 일본의 통치 방식에 해서도 스에

마쓰는 이마니시와 닮아 있었다. 스에마쓰는 ‘府̊라는 字로부터 재의 總督府̊를 

연상하여 하나의 政廳을 추구하기에 이르 다는 것은 사실을 심하게 오해한 

것’(강조 은 원문 그 로)이며, 그 실체는 ‘大和朝廷에서 견된 統治의 官人이

거나 極限하여 이야기하면 統治權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官人(ミコトモチ)들을 통합하는 1명의 官人이 있었다는 것에 해서도 ‘매

우 의심스럽다’며, 결국 日本府 = 官人은 ‘朝廷의 指圖에 기 하여 통치에 當한 

것’이라고 보았다.42)42)일본부에 한 이러한 설명 역시 이를 군  주둔이나 청

이 아닌 ‘年貢取立의 代官’으로 보았던 이마니시와 비슷하다. 이 게 고  한일 

계에 한 스에마쓰의 설명에는 이마니시의 흔 이 보인다. 그 지만 스에마

쓰는 이마니시의 구상을 넘어 고  한일 계사의 범 를 시공간 으로 확장하

다.

스에마쓰가 고  한일 계에 한 자신의 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앞서 언 한 �日韓關係�이다. 여기서 그는 ‘日韓關係는 國史의 일부분인 동시에 

朝鮮史의 일부분’이라는 시각에서 헤이안 반인 10세기가 시작할 즈음까지의 

한일 계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일 계를 다루는 이 책 제1장은 ‘ 浪

郡과 倭人’으로, 1세기 말에 쓰인 漢書 地理志의 ‘樂浪海中有倭人分爲百餘國以歲

41) 신주백, 2018 ｢末松保和(1904～1992)의 學術史와 식민주의 역사학｣ �東方學志� 183, 199 

-200면.

42) 末松保和, 1937 ｢朝鮮史(四)｣ �朝鮮行政� 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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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來献’이라는 기사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마니시 역시 고  한일 계를 언

하며 이 기사를 제시하 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이 기사를 일본이 ‘韓’보다 이른 

시기부터 국과 계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문화 으로 우 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사용하 다. 그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낙랑군의 치를 

동강 남안까지로 확정했으며, 한국사를 반도 남부의 ‘韓種族’의 역사 규정하고 

한국사를 서술하 다. 즉 이마니시에게 낙랑군과 일본의 계에 한 기사는 

일 계를 말해주는 것이었으며, 한일 계는 반도 남부의 ‘韓種族’과 일본(倭)

에 한 것이었다. 반면 스에마쓰는 동일한 사료를 국의 사서에 나타난 ‘朝鮮

半島에 왕래했던 我國人’에 한 최 의 기록이라고 하 다.43)43)즉 낙랑군이 ‘조

선반도’에 치했기 때문에 낙랑군과 일본의 계 역시 한일 계의 범주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日韓關係�의 1장명 ‘ 浪郡과 倭人’과 한서 지

리지 기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를 단 으로 보여 다. 그 다면 스에마

쓰가 �日韓關係�를 서술하며 생각했던 ‘韓’은 반도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이후 종족 으로든 지리 으로든 ‘韓’과 일본의 계를 보여주는 사

료는 없다. 여기서 스에마쓰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1) 光武帝 말

년인 中元 2년(서기 57) 倭의 使 가 漢廷에 조공했고, 光武帝는 그에게 印綬를 

주었다는 것과 (2) 이로부터 50년 후인 永初 원년(107)에 倭國의 使  帥升 등

이 漢에 가서 生口 160인을 바쳤다는 기록이다.44)44)스에마쓰가 이 사항들을 이야

기 한 이유는 두 가지 다. 하나는 ‘韓國’ 등에 비해 빨랐던 일본의  교섭을 

통해 고  ‘韓國’에 한 일본의 정치 ․문화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는 이마니시와 상통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스에마쓰는 여기에 당시 무제가 하

사한 것은 제후나 왕, 列侯 등에게만 하사하는 金印이었다며 당시 倭王, 곧 일본

의 국제  상이 상당했다는 내용을 덧붙 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고  한일 

계사를 설명하는 데에 보다 결정 이다. 여기서 스에마쓰는 이 게 이른 시기

43) 末松保和, 1933 �日韓關係� 岩波書店, 3-5면.

44) 末松保和, 의 책,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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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倭의 사신이 국 조정에 직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바로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連年 樂浪郡으로의 歲時朝獻의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日韓關係�를 서술하며 처음 제시했던 한서 지리지의 기사 ― 왜인이 낙랑으로 

조공했다는 기사 ― 에서 볼 수 있듯이 빈번했던 왜와 낙랑의 교통이 延長되어 

倭人은 이미 1세기부터 국(漢)의 朝廷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에마쓰는 1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일 계를 통하여 그 이 부터 빈

번했을 韓 = 지역으로서 반도 = 낙랑과 일본의 유구한 계를 이야기했다. 이

러한 방식의 한일 계는 帶方郡이 설치되었던 魏代에도 동일했다는 것이 스에

마쓰의 설명이다. 景初 3년(239) 倭의 女王 히미코(卑彌呼)의 使  難升米가 

방군에 이르러 魏의 天子에게 朝獻을 구하자 帶方郡의 吏 이 이를 인도하여 魏

의 수도에 나아갔으며, 이에 明帝는 히미코를 ‘親魏倭王’에 하고 金印紫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자 難升米에게도 직을 제수했다는 것이다. 스에마쓰는 

倭와 魏 사이에는 이와 같은 사신 방문, 공물 헌납  직 제수가 243년, 245

년, 247년, 266년에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帶方郡을 매개로 했다며 해당 사건들

을 나열했다.45)45)즉 지속 인 倭와 魏의 계는 帶方郡과 일본의 계 = 한일 

계를 제로 성립된다는 것이다. 한일 계에 반도의 북부 - 낙랑․ 방과 일

본의 교통을 포 하는 스에마쓰의 이러한 서술은 고  한일 계를 韓을 지역으

로 보면서 공간 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 다면 魏는 왜 倭國과 사신을 교환하는가. 스에마쓰는 이것이 ‘魏의 북방정

책’이라고 보았다. 당시 倭國을 비롯하여 公孫氏, 高句麗는 모두 魏를 견제하려

고 吳와도 교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魏는 倭와의 평화로운 계를 맺으

며 倭를 비롯한 이들과 吳와의 계를 견제하려 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일련

의 설명은 ‘海東에서 倭國의 嚴然確乎한 存在’를 말해주는 것이며, 魏志의 倭人

傳이 高句麗傳, 夫餘傳, 韓傳에 비할 때 양과 질에서 高度의 記事로 구성된 것은 

당시 일본의 실제 세력을 반 한 결과라는 서술로 이어졌다. 더욱 흥미로운 지

은 이상의 설명을 일본의 반도 남부 경 과 연결시킨다는 이다.

45) 末松保和, 의 책, 9-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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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魏시  日韓關係의 근본  觀察點의 所在는 여기에 있다. 게다가 倭國의 支那通

交는 浪郡을 經由하는 것이고, 浪郡으로의 航海는 韓地를 經由하는 것이다. 倭韓

의 關係는 이른바 倭와 浪郡  支那本土와의 關係의 前提이다. 당시 倭國의 半島

領有에 해서는 古來 文獻의 해석에서 肯定․否定 두 가지 양상이 있지만 上述한 

立脚點에서 볼 때 肯定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魏志 韓傳에 ‘韓은 帶方

의 南에 있고, 東西는 바다로 限을 이루며, 南은 倭와 界를 한다’라고 하며, ‘ 辰

의 瀆盧國은 倭와 界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책 倭人傳에는 ‘帶方郡에서 倭

에 이르는 것은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韓國을 거쳐,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

쪽으로 나아가면 그 北岸인 狗邪韓國에 도착하는데, 7천여 里’라고 되어 있다. ‘그 北

岸인 狗邪韓國’이라는 字句는 약간 妥當을 缺했지만, 倭國 領土의 北端에 있는 狗

邪韓國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狗邪韓國의 領有는 韓傳의 2句와 相待해 

믿을 만하다. 國史에서 任那(意富加羅)의 朝貢이 韓關係記事로서는 神代 素戔鳴

의 강림신화 이후 최 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은 狗邪(加羅)의 유가 오래되었음

을 암시하는 것이다. 狗邪韓國 유 一半의 의의가 낙랑․ 방 通交의 계지라는 

에 있다면 나머지 一半의 의의는 물론 諸韓國産出의 物貨를 交易하는 便益에 있

다.46) ( 은 인용자)46)

낙랑과 일본의 교통이 연장되어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국의 조정에 나아갔

다는 설명은 倭가 낙랑군 이남의 반도 어디인가를 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다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일본이 국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낙랑 

혹은 방과 빈번히 교통했기 때문인데, 일본이 반도 북쪽의 낙랑이나 방으로 

배를 타고 가기 해서는 ‘狗邪韓國’으로 변되는 반도의 남부의 어딘가를 유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일의 교통은 낙랑․ 방을 매개로 했으며, 

낙랑․ 방과의 잦은 교통은 일본의 남선 경 을 말해 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리로 스에마쓰는 기록이 해지지 않는 한일 계, 바로 일본의 반도 남부에 

한 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으로 일본의 남선 경 은 낙랑과의 교통

을 하는 漢書 기사의 시기인 기원 에서 1세기에도 유효한, 유구한 역사를 가

질 수 있게 된다.

스에마쓰의 구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고 라는 시기에 일본이 국에 도달하기 

해서는 지리 으로 그 사이에 치한 반도의 어딘가에 일본의 세력지가 있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실재를 말해주는 기록이 격하게 부족한 日本府

46) 末松保和, 의 책,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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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사료 없이도 증명할 수 있는 논리이다. 일 계를 확인할 수 있다

면 일본의 반도 남부 경 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66년 이후 국

의 사서에서 倭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東晉 말 安帝 義熙 9년(413)이다. 즉 150

년 가량 일 계에 한 사료가 없다. 이는 기존의 한일 계에서도 무엇인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징표이다. 

여기서 이마니시의 논의를 떠올려 보자. 그는 진구황후의 신라 정벌에 이어 

가야 여러 國에 한 경 이 이루어지며, 이후 오진․닌도쿠 천황 , 바로 3세

기 반에서 4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 ― 사료상으로 일 계가 사라지는 150

년의 기간 ― 는 반도에서 일본세력의 정기, 바로 임나일본부의 시기라고 보

았다. 

스에마쓰는 여기서 韓과 국의 계를 주목하 다. 왜와 국의 통교가 단

된 직후인 西晉 武帝의 咸寧 3년(277)과 太康 원년(280)에 ‘韓國人’ - 馬韓과 辰

韓이 ‘처음으로 支那本土에 朝獻’했으며, 이들은 이후 각각 9회, 3회 국에 조공

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 지 에서 마한․진한과 국의 계를 제시한 이유는 

이것이 倭와 국의 통교가 끊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서이다.47)47)마한과 진

한이 국에 조공하며 직  계를 맺었다는 것은 낙랑과 방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성장한 반도 남부의 國들의 통일이 진행되었다는 것, 즉 백제․신

라의 흥기를 보여주며, 이들의 성장은 일본과 국의 교통을 매개해  낙랑․

방 2군의 쇠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48)48)결과 150년간의 일 통교는 단 되었다.

하지만 413년에 일의 통교는 재개되었다. 그 다면 이는 倭가 반도에서 근

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개토 왕릉비의 신묘년(391) 기사를 심으

로 하는 신묘년부터 404년까지 고구려와 일본의 교 을 하는 기록들은 그 근

거 다.49)49)스에마쓰는 신묘년조가 새롭게 일어났지만 아직은 國基가 약한 백제

47) 末松保和, 의 책, 14-15면.

48) 末松은 왜와 국의 교통이 끊긴 이유로 韓人의 정치  성장으로 인한 낙랑․ 방의 쇠

망 외에 ‘다른 一因은 왜국의 국내  정세에 있다’는 것을 덧붙 지만, 더 이상의 서술은 

하지 않았다.

49) 末松은 개토 왕비의 신묘년조를 ‘倭가 辛卯年에 바다를 건  百殘新羅加羅를 臣民으

로 삼았다’고 해석했는데(末松保和, 앞의 책, 16면), 이 기사는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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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라를 복속한 ‘南方의 雄’ 일본이 ‘北方의 雄’ 고구려와 쟁을 벌 다는 것

을 보여주는 기록인데, 이 투를 해 왜의 병선이 방군의 경계인 경기도와 

황해도 부근까지 도달했다고 추정했다. 이 지역에서 교 했다는 것은 여 히 반

도 남부에 일본의 세력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보기에 낙랑을 통해 왜

와 국과의 교통이 확인되는 기원 후부터 반도의 남부에는 일본이 유한 

國들 ― ‘狗邪韓國’이 그 이다 ― 이 있었는데, 백제와 신라가 성장하며 이들

을 병합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낙랑과 방 역시 쇠망해지며 일본의 국 교통

은 일시 차단되지만, 여 히 왜는 백제와 신라에 병합되지 않은 國들을 근거

로 하여 ‘신흥국 백제를 誓服시키고 南方支那로 通交의 항로를 연’ 결과 413년에 

다시 국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여 히 반도의 남부에는 倭가 

경 하는 일단의 소국들이 있었으며 413년 왜가 국으로 사신을 견한 것은 

잠시 축되었던 일본세력이 다시 떨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임나일본부 : 인용자) 시원은 앞 장에서 서술했던 낙랑군시  狗邪韓 유 당

시에 두어야 하며 보다 실 인 설치는  신묘년에 期를 劃하는 渡海遠征에서 시

작하는 것이다.50)50)

낙랑군 시 에 이미 일본세력의 반도 진출이 인정되므로 막연하지만 략 서력 

후 무렵에 시작하여 낙랑군이 멸망한 4세기 엽까지는 그 기 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51) ( 은 인용자)51)

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에마쓰가 보기에 일본부의 문제는 이마니

시가 이야기한 진구황후의 신라 정벌보다 이 부터의, 오래된 사안이다. 일본부

는 기원 후에 이미 기 가 닦여 있었다. 신묘년 이후 고구려와 왜의 교 은 

두 가지 에서 요하다. 하나는 일 계의 맥락에서, 다른 하나는 반도 남부

에서 일본의 지배권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하다. 낙랑군 멸망은 백제와 신라

□□新羅以爲臣民”으로, ‘加羅’는 없다. 末松은 당시 다른 일본인 연구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두 자에 임의로 ‘加羅’를 넣어 해석한 것이다. 한편 末松은 신묘년 이후 4차례

(396, 399, 400, 404년) 고구려와 일본의 교 이 있었다며, 련 기록을 제시했다.

50) 末松保和, 앞의 책, 21-22면.

51) 末松保和, 앞의 논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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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기를 말해주며, 이는 반도에서 일본의 지배권 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왜가 국과 교통하기 한 거 이 약화된 것이기도 했다. 그런

데 413년을 기해 150여 년간 단 되었던 일 계가 재개되었다는 것은 반도 

남부에서 일본의 지배권 확립, 일본부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391년 이래 고구려와 왜의 교 은 ‘復活의 攻略’이었다.  그 시작인 신묘

년(391)은 일 계와 이를 한 ‘日韓關係’에 있어 ‘更新의 해’이자 ‘復活의 해’

다.52)52) 

한편 왜의 반도 남부 유를 기원 후로 소 시킨 스에마쓰의 이러한 설명은 

이마니시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시기를 2세기 가량 끌어 올린 것으로, 이는 고

 한일 계의 범 를 시간 으로 확장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니시

가 이야기했듯이 반도로의 침략과 경 을 해서는 ‘일본 체의 통일’이 선행되

어야 한다. 즉 국내 으로 정치 체제가 정비되고 사회 으로 안정되어 해외 원

정을 감당할 정도로 국력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남선 침략과 경 은 불가능한 일

이다. 이처럼 고 라는 시기에 해외 경 이 앙 집권력의 성숙, 바로 고  국가 

체제의 확립과 상 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  한일 계에 한 스에마쓰의 논

의는 일본에서 고  국가 체제의 등장 시기를 획기 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

신묘년의 공략 이후 일의 교통은 재개되었다. 앞서 언 했듯이 倭가 신흥 

백제를 복속시키고 국 남조와 통교의 항로를 연 것은 東晉 말(413)이었다. 이

후 宋代가 되면 倭의 朝獻은 빈번히 등장하다가 齊․梁 이후(480년 이후) 거의 

흔 이 사라져, 隋代에 이르면 다시 두 되는 모양새이다.53)53)이는 일본부를 심

으로 하는 반도에서의 일본세력이 5세기 후반부터 쇠퇴했음을 의미한다. 일본부

는 2가지 이유로 축소․멸망했다. 하나는 백제의 南遷이다. 일본에 의지하던 백

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大和朝廷은 

웅진, 라남북도 연안의 4 과 남원(己汶), 하동(帶沙)을 할양해 주었다. 일본

은 왜 백제에 토지를 양여하면서 까지 백제를 도왔을까. 스에마쓰는 이 역시 

52) 末松保和, 앞의 책, 16-18면.

53) 末松保和, 앞의 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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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계라는 맥락에서 사고하 다. 倭는 임나 일 에 통치권을 존속시킴으로써 

백제를 覊縻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일본이 국(南朝)에 도착하는 가장 편리한 

경로는 백제를 경유하는 것이었다.  백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南朝 문화를 많

이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倭는 국과의 교통에서만이 아니라 백제를 통해서

도 국의 문화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국과의 교통과 그 문화 수

입을 해서 倭는 임나의 토지를 양여하고 사람들을 나 어 주어 백제를 존립시

킨 것이다.54)54)하지만 이는 일본부의 약화를 의미했다. 반도에서 일본 세력이 약

화된  하나의 이유는 신라의 침략이었다. 신라의 침략으로 낙동강 류 동안

의 구(喙), 경산(己呑) 일 에 이어 하류의 김해 지역을 빼앗겼으며, 마지막으

로 남은 낙동강 류 서안의 고령, 합천, 함안 지역도 신라에게 령되며 일본부

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다(562).55)55) 

한편 이마니시는 562년 이후의 한일 계를, 당시 일본은 다이카 개신 등과 

같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 반도를 단념하 다며 주목하지 않았다. 물론 신라가 

일본에 조공하고, 인질을 보냈다는 것을 거론했지만, 이마니시는 이들 사건을 지

속 이지 않은 - 개별 인 ‘accident’로 보았다. 앞서 언 했듯이 스에마쓰도 이

마니시와 마찬가지로 반도에서 임나일본부가 다시 서지 못한 이유를 당시 일본

이 ‘무력  외책에서 문화  외책으로 일변한, 공 의 국가 통일인 大化改新

의 비기’ 다는 것을 꼽았다.  일본부가 소멸한 이래 고구려 멸망까지 100여 

년이 ‘진정한 삼국시 ’라며 반도에서 일본의 지배권이 사라졌음을 인정하 다.56)56) 

그 지만 스에마쓰는 이 ‘진정한 삼국시 ’, 정확히 말하면 일본부가 소멸한 562

년에서 삼국통일 즈음까지도 반도에서 일본의 향력은 막 했다고 보았다.

스에마쓰는 당시의 한일 계를 (1) 신라가 일본에 조공하며 인질을 보낸 것, 

(2) 고구려가 일본에 사신을 보낸 것, (3) 일본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던 백

제와 고구려 구원에 나선 일, 이상 세 가지 사항을 들어 설명하 다. 먼  스에

마쓰는 첫 번째 사항과 련된 일본서기의 기사들을 꼼꼼히 제시하며 일본부 소

54) 末松保和, 앞의 책, 55면.

55) 末松保和, 앞의 논문, 31면.

56) 末松保和, 앞의 책, 29면; 末松保和, 앞의 논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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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이후 신라가 임나의 이름으로 일본에 조공의 를 다했다는 것을 거론했

다.57)57)이 사항은 이마니시도 한일 계를 이야기하며, 일본부 소멸 이후의 한일 

계로서 - 즉 한일 사이의 ‘accident’로서 지 한 사항이다. 반면 고구려와 일본

의 계에 한 두 번째 사항은 ‘韓國’을 반도 남부의 ‘韓種族’으로 보았던 이마

니시에게서는 한일 계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지만 ‘韓’을 

반도로서의 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았던 스에마쓰에게 ‘임나 멸망 직후’부터 스이

코 천황(推古天皇, 592～628) 에 걸쳐 고구려가 일본에 사신을 견한 것은 당

 한일 계의 주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스에마쓰는 스이코 천황 26년(617)에 

고구려의 사자가 와서 隋 煬帝의 來征失敗를 알리고 그 포로를 貢한 것을 특기

했다.58)58)그 다면 신라와 고구려는 왜 이 게 경쟁 으로 일본에 禮를 다하여 

사신을 보내 조공했는가. 신라는 임나 병합 이후 북방으로 확장하며 고구려와 

충돌했고, 이를 해서는 배후의 일본과 계를 환해야만 했다. 이러한 필요는 

고구려도 비슷했다. 隋나 신라와의 교 에서 도움을 얻을 곳이 일본이기 때문이

다. 이는 임나일본부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 반도와 일본은 이 다 할 계를 갖

지 못했다고 본 이마니시의 견해와 차별되는 부분으로, 일본부 소멸 이후에도 

반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견제  치’는 여 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세 번

째 사항은 일 계의 맥락까지 고려하여 한일 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스

에마쓰는 新唐書 日本傳을 근거로 唐 高宗이 일본에 兵을 내어 신라를 도우라고 

했음에도 일본은 이에 반하여 百濟救援軍을 견해 백제는 물론 고구려를 지원

했지만, 백 강 투에서의 패배로 끝났다는 것이다.59)59)

문제는 이 세 가지 사항이 서로 상충한다는 이다. 먼  신라는 일본부를 소

멸시켰다는 에서 일본의 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왜 신라의 조공을 받

아주는가.  일본은 왜 신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에 인 고구려와도 

계를 맺는가. 더군다나 遣唐使를 견하던 당시에 唐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백

제를 돕고 결과 으로 백 강에서의 패배라는 실패를 맛보게 되는가 등과 같은 

문제 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57) 末松保和, 앞의 책, 26-29면; 末松保和, 앞의 논문, 32면.

58) 末松保和, 앞의 책, 30면.

59) 末松保和, 앞의 책,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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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시 에도 우리나라의 외정책이 반도를 최후의 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경우에도 우리들의 著眼點은  신라․  백제 

계에 限하지 않고 第1義를  支那關係에 두었던 것이다. 隋  그에 계속한 唐과 

일본과의 계 … 이들의 계를 제해야만 당면의 日韓關係의 推移가 찰되는 것

이다. … 百濟救援軍의 견과 新羅通交는 명백히 모순이며, 遣唐使의 견도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백제로 구원군을 견한 것은 : 인용자) 종래 일본과 백제

의 이른바 주종 계의 타성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이 來의 關係

를 第1義로 하는 것은 당치 않다. … 일본의 출병은 단지 과거의 延長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다 높고, 보다 넓은 념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실천  의의를 구하면 唐과의 通交를 확보하기 해 百濟 領屬이라는 극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편으로 遣唐使 견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大擧를 

단행한 것은 唐의 백제․고구려 유의 기도를 거부하는 의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 이 게 구원군 견의 史的 意義를 해석할 때 이 史實과 新羅․唐과의 통교가 병

행하여 계속된 것은 하등의 모순이 없는 것이며, 이로써 당  우리의 외방침의 眞

相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60) ( 은 인용자)60)

일본부를 소멸시킨 신라의 조공을 받은 것도, 그러면서도 신라에 맞서는 백제

에 구원군을 견한 것도 국 통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562년 이래 삼국통일 즈음까지 모순되어 보이는 한일 계는 이를 감싸고 

있는 일 계라는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일 된 조치인 것이다. 스에마쓰는 여

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한일 계를 통해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상을 부각시켰다. 특히 당의 요구에 역행하여 백제로 구원군을 출병한 것은 

‘국방의 제1선을 백제에 두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四海에 군림하는 제왕으

로서 자존  태도’의 발로 다. 더군다나 백제구원군의 최후인 백 강 투에서

의 패배도 국 계에서 보면 성공이었다는 것이 스에마쓰의 평가 다. 백제

가 멸망하고 그 故地에 唐의 都督政治가 선포된 직후 唐의 鎭 들이 수차례 일

본에 사신을 보내고, 일본에서도 사자를 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서기를 

비롯한 그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스에마쓰에 따르면 唐이 일

본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고구려를 토벌하려 했던 唐에게 

일본이 ‘후방의 患’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자주  태도는 唐軍에게 충분히 

60) 末松保和, 앞의 책, 29-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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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당시 일본의 국력을 확인할 수 있다

는 것이다.61)61)

한편 스에마쓰의 논리상 일 교통을 해서는 반도를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일본은 신라와 계를 맺어야 했다. 일본이 

삼국통일 후에도 신라의 조공을 허락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라는 당에 

가까워지며 차 일본에서 멀어져 갔다. 8세기에 들어서 신라는 일본으로의 來

朝를 3년에 1회로 인 것을 시작으로 차 ‘遠心的 態度’를 드러내며, 구래 ‘供

職貢調의 계를 방기’했다. 결국 779년 표류한 遣唐使를 來한 것을 최후로 공

식 인 신라의 來朝는 끊어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국 교통을 해 

신라의 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계를 끊을 수 없었다. 스에마쓰는 삼국

통일 즈음인 647년부터 779년까지 27회 있었던 遣新羅使의 이유가 천황의 죽

음․즉 를 알리는 것에서 貢調 요구와 조난된 遣唐使船의 수색 요청으로 변했

다고 설명했다. 즉 遣唐使船이 반도의 남해안을 지나가는 한 신라와의 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라의 마지막 사신 견 이후인 9세기에도 오

히려 일본에서 신라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모두 遣唐使船의 조난  표착에 

한 비 다는 것이다.62)62)그 지만 이러한 한일 계 역시 차 희미해져 갔다. 

발해가 일어나 唐과 신라를 견제하기 해 일본에 통교한 것이다. 발해와 일본

의 계는 과거 隋와 신라를 견제하기 해 일본에 사신을 보냈던 고구려와 일

본의 계와 유사했지만 일본은 발해와 계를 唐 通交의 보조로 삼을 수 있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해와 일본의 계 역시 내외  상황이 변화해 일본

61) 末松保和, 앞의 논문, 32-33면. 한편 이러한 에서 末松은 唐이 百濟의 故地에 설치한 

통치기 과 행정기구에 해 지리 비정을 시도하기도 했다(末松保和, 1935 ｢百濟の故地

に置かれた唐の州縣について｣ �靑丘學叢� 19).

62) 末松保和, 앞의 책, 35-44면  60-65면. 한편 末松은 당시 신라가 義湘․圓測 등 명한 

學僧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라로의 사신 견은 불교로 변되는 신라문화

에 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도 서술하 다. 하지만 唐과 일본의 通交가 빈번해짐에 따라 

일본에게 신라의 의미는 唐으로의 航路를 보호․보증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차 어들

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신라와 일본의 사자 왕래는 표면상으로는 과거 이래 역사  

복속 계에 기반한 主從 禮를 주지로 하면서도 내실은 일본을 한 唐貨  唐貨에 

하는 신라의 物貨를 수입하거나 일본에서 필요한 遣唐使船을 通達하기 한 일방 인 

계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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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 통교에 한 열의가 사그러 들어 遣唐使의 견이 단되며 소원해진다

는 것이 스에마쓰가 설정한 고  한일 계의 종언이었다.63)63) 

4. 결어

조선과 일본이 同族 계이고, 과거 일본이 일본부로 변되는 반도의 남부를 

경 하 다며 강 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해서든, 근  역사학의 방법론으

로 일본사를 새롭게 정리․서술함에 있어 그 기원과 시작을 설명하기 해서든 

식민주의 역사학의 성립․ 개에 있어 고 사 연구는 가장 요한 부분이었으

며, 특히 한일의 계 설정은 그 핵심을 이루는 문제 다.

20세기 반 한국 고 사 연구의 최고 권 자 던 이마니시는 강 을 후하

여 만연했던,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었으며 同域을 이루어 살았다는 논의에 

반 하 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학이 아닌 인종학이나 인류학에서 다룰 문제

으며, 역사학은 양지의 교통과 정복-피정복의 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 생각이었다.

한국사의 범주를 반도 남부의 ‘韓種族’을 심으로 설정한 이마니시는 일본민

족이 韓種族에 의한 정치체보다 국과 교통한 시기가 훨씬 앞선다는 것을 근거

로 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 문화 으로 앞섰다며, 양자의 정복-피정복 계를 

정립하 다. 

하지만 일본부로 변되는 일본과 한국의 정복-피정복의 계에 해 사료는 

오직 일본측에만 남아 있었다. 이에 해 이마니시는 지배를 당했으며 문화 으

로도 열등한 한국측에 련 사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련 사료의 부재를 

애써 넘겼다. 문제는 이와 련된 유물․유 도 없는 것이었다. 이마니시는 임나

일본부는 상설 청이 아니라 ‘年貢取立의 代官’이라며 사료와 유물로 확인할 수 

없는 고  일본의 남선 경 을 설명하 다.

한편 이마니시는 임나일본부와 같은 반도의 경 은 大和朝廷의 앙 집권력이 

63) 末松保和, 앞의 책, 4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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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었을 때 가능했다며, 진구황후의 신라 정벌을 기 으로 백제와 신라를 복

속하며 이루어져, 562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즉 일본의 남선 경 은 3세기 

이후에 시작되어 4, 5세기에 정을 이루다가 6세기 반 신라가 가야를 복속

하여 일본부가 사라지고 일본은 국내 개 을 비하며 문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마니시는 기원 후 일본에 加羅의 사신이 온 것이나 6세기 반 이후 신라와 

일본의 은 지속성이 없는 일시 인 것으로 보았다.

이마니시의 사망 즈음인 1930년  반 이래 한국 고 사 연구에서 독보 인 

치를 차지했던 스에마쓰에게서는 더 이상 한일의 ‘同族’ 계 는 고  한국

의 문화  우 와 일본으로의 문화 유입과 련된 반발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마니시의 활동 이후 어도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역에서 한일의 ‘同族’을 주

장한다거나 韓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문화  등에 한 논의가 구축되었음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부는 상설 청이 아니라 일본에서 견한 官人 내

지 지배권이며, 562년 이후 임나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로 다이카 개신과 같은 

일본 국내  상황에서 찾는 스에마쓰의 논의는 이마니시의 그것과 닮아 있다. 

그 지만 고  한일 계에 한 스에마쓰의 구상은 이마니시의 그것에 비해 

시공간 으로 확 된 것이다. 먼  스에마쓰에게 ‘韓’은 반도라는 지리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낙랑군이나 방군과 일본의 교통,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사

신의 견을 모두 한일 계의 범주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를 보여 다. 그러나 

고  한일 계에 한 스에마쓰의 설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를 시종일  

일 계 속에서 해석한다는 이었다. 일본의 외 정책은 언제나 륙 – 국

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일 계 역시 이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즉 당시 일본이 국에 직  교통했다는 것은 일본과 국 사이에 이를 매

개해  수 있는 일본의 세력지의 존재를 말해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부는 

남선 경 의 장소이자 일본의 국 교통의 거 이었다. 이는 일본이 반도 남

부의 일각을 유했던 시기를 일 교통이 확인되는 기원 후까지 소 시킬 수 

있는 방식이자 일 교통에 한 기록을 통해 사료로서 증명하기 곤란한 일본부

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원 후부터 남선을 경 했

다는 것은 이미 일본에 상당한 수 의 집권력을 갖춘 정치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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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에마쓰의 논의는 일본에서 고  국가 

체제의 등장 시 을 획기 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한다고 하

겠다.

한편 고  한일의 계를 일 교통의 제로서 사고함에 따라 한일 계의 

상한선 ― 일본의 남선 유의 시  ― 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그 하한선도 

폭 연장되었다. 일 계가 확인되는 한 한일 계 역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고  한일 계를 서술하며 그 하한선을 10세기가 시작할 무렵, 

바로 遣唐使가 폐지되는 시 에 설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때문에 이마니

시에게서 일회 , 우발  이었던 562년 이후 삼국과 일본의 계는 여 히 

반도에 미친 일본의 향력이 상당했고 당시 일본의 국제  상이 隋․唐에 못

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역사  사건들이었다. 더 나아가 삼국통일 후 일본에 

한 신라의 조공과 일본의 遣新羅使 역시  교통의 확보라는 논리 속에서 설

명되었다.

고  한일의 계에 한 이마니시와 스에마쓰의 이러한 구상은 당시의 학계

에 폭넓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등장했던 한국사에 한 通史들에서 고  

한일의 계에 해서는 이들의 논의에 기반한 내용들이 서술되기 때문이다.64)64) 

그 다면 지 까지 논의한 고  한일 계에 한 역사 서술의 변화는 왜 발

생했을까. 가장 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륙 침략이라는 시  상

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외정책, 특히 아시아 정

책에서 가장 큰 고려 상은 국이었다. 하지만 1930년  들어 만주사변과 만

주국 건국으로 일본은 국과 극단 인 치 상황에 놓이며 쟁을 고하고 있

었고,  정책은 이 에 비할 수 없는 요성을 띠게 되었다. 고  한일 계

64) 특히 1935년 中村栄孝는 고  이래 조선 후기까지의 한일 계를 심으로 한국사에 

한 통사  근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그는 독자들에게 末松의 �日韓關係�를 일독할 것

을 권장했다. 뿐만 아니라 ‘古代의 日鮮關係’ 부분에서는 자신이 집필에 那珂通世, 白鳥庫

吉 등의 논의를 참고했는데 ‘특히 末松保和씨의 �日韓關係�를 참조했다’고 밝혔다(中村

栄孝, 1935 �朝鮮史: 國史と海外史との交關�, 歷史敎育硏究 , 2면  15면). 한편 稻葉

岩吉 역시 1935년 한국사를 통사 으로 정리했는데, 고  한일 계에 한 稻葉의 서술 

역시 末松의 설명과 유사하다(이에 해서는 정상우,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

국사에 한 通史的 이해｣ �역사와 실� 104, 107-110면).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425

사를 일 계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은 륙으로의 침략이라는 시  

상황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나바 이와키치(1876～1940)의 만선사  

해석이다. 앞서 언 했듯이 스에마쓰는 조선사편수회 시 을 ‘두 분의 선생’에게 

배움을 얻은 시기라고 회고했으며, 그  하나는 이마니시 다.  다른 한 명은 

바로 이나바 다.65)65) 표 인 만선사가 던 이나바는 한국 민족과 그 민족성의 

형성  역사의 개를 이해하기 해 가장 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를 둘러

싼 환경, 바로 ‘반도’라는 ‘ 륙의 향이 긴 한 토지’임을 역설하는 한편 만선

사가로서 고구려사를 무엇보다 요시하 다.66)66)이러한 면모는 ‘韓’을 지리  개

념으로 보고 낙랑․ 방  고구려와 일본의 계를 한일 계의 범주에서 포함

시킨 스에마쓰의 논의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나바는 이미 1915년

에 한사군의 설치로 인해 일본 역시 ‘國民的 觀念의 覺醒을 환기해 肇國의 思想

과 같은 것이 스스로 豐葦原의 內外에서 理 되었을 것’이고, ‘漢委奴國王’이라고 

새겨진 漢印(1784년 발견)을 ‘日支交聘의 跡’이라며, 大和朝廷은 이미 1세기에 

국(漢)과 교통했다고 하 다.67)67)이는 한사군 설치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일본

에서 국가라는 정치체가 등장했으며 1세기에는 국과 교통할 정도로 체제를 정

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나바는 이미 1920년 에 ‘樂浪海中有倭人’

이라는 漢書 地理志의 기사와 스에마쓰도 제시했던 魏 使 가 倭에 온 경로에 

한 魏志의 기록을 근거로 일본인의 남선 거주를 기원 후로 소 했음은 물론 

일본부의 창건은 시기 역시 아무리 늦어도 2세기에 상당한다고 논의했다.68)68)즉 

만선사  시각에서 륙과 일본의 계를 요시했던 이나바는 이른 시기부터 

일의 교통 시기를 끌어 올리며, 이마니시에 비해 일본인들의 남선 거주와 일

65) 旗田巍 編, 앞의 책, 78-79면. 末松은 稻葉에 해 ‘內藤선생의 系統을 이은 … 자세랄까 

이랄까 하는 에서 특징이 있는 선생’으로, 今西에 해서는 ‘稻葉씨와는 全然 傾向

을 달리하는 證學派’라고 평가했다. 자신은 이 게 서로 다른 양측의 사고와 방식을 �朝

鮮史� 제1, 2편의 자료를 모으며 배울 수 있었다며, 稻葉과 今西에게 감사했다.

66) 정상우, 2017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 성｣ �만주연구� 24, 

63-64면.

67)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大阪屋號出版部, 471-476면.

68) 稻葉岩吉, 1925 ｢朝鮮民族史｣ �朝鮮史講座: 分類史�, 2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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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창건 시기를 보다 이른 시기로 보았다. 낙랑과 왜의 교통에 한 漢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일의 교통 시기를 소 하며,  소 된 일의 교통 시기를 

제로 왜의 남선 경  시기 역시 1세기경으로 끌어 올린 스에마쓰의 논의는 이

나바가 추정한 일본의 남선 경 의 시작 을 더욱 끌어 올린 모습이다. 이 게 

볼 때 고  한일 계에 한 스에마쓰의 설명은 일본의 륙 침략이 개시되어 

국과의 쟁 기운이 감도는 시기에 이마니시와 이나바의 구상을 시공간 으로 

확장한 것이라 하겠다.

결론 으로 한국 강  기 반도 남부의 韓種族과 일본민족과의 계로 설정

되었던 고  한일의 계는 1930년 에 어들어 일 교통의 제로 지역으로

서 반도와 일본민족의 계로 환되었다고 하겠다. 이 게 한국의 의미를 반도

라는 지역으로 보는 것은 韓民族의 역사로서의 한국사를 해체시켜 제국 일본의 

지역사로서 재배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고  한일 계사는 일 

계사라는 일본사의 틀 안에서 설명되어 버렸다.69)6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에

마쓰로 변되는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본의 남선 경  시기를 끌어 올리

고, 반도에서 일본 세력이 미쳤던 시기를 더욱 길게 보았는데, 이는 大和政權의 

집권 체제 정비 시기와 연동되어 일본에서 고  국가의 등장 시 을 더욱 먼 과

거로 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단지 일본의 남선 경 의 시기를 끌어 올리

는 문제를 넘어 이른 국가 성립 이래 일본의 국력이 성장하여 일 부터 국과 

교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발 을 거듭하여 隋, 唐에 하며 동아시아

의 역사를 이끌었던 일본의 역사  상을 확인하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기도 하

다.

주제어 : 이마니시 류, 스에마스 야스카즈, 고  한일 계, 일본부, 일 계

투고일(2019. 7. 25),  심사시작일(2019. 8. 8),  심사완료일(2019. 8. 19)

69) 사실 일본사에 한 기획물인 �岩波講座 日本歷史� 시리즈의 하나로 �日韓關係�가 서술

된다는 것 자체가 1930년 에 한일 계사가 일본사의 틀 안에 자리잡았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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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 in ancient Korean-Japanese relation historical studies 

during the colonial era 

� with a focus upon studies of Imanishi Ryu and those of 

Suematsu Yasukazu �

70)

Jeong, Sang-woo *

To rationalize the colonial rule insisting that Japan dominated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or to explain the Japanese origin through modern historical methodologies, 

many Japanese historian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anci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Imanishi Ryu(今西龍), the top authority in the Korean 

ancient history study, opposed the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homogeneity of Korea 

and Japan, and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as ‘conquering-being 

conquered’. He claimed that it was natural that Korea, which was culturally inferior, was 

conquered and that had no historical material about Ilbonbu, also. He insisted that 

Ilbonbu was not a permanent government but a government official who collects tributes. 

It was the way to explain Japanese ruling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ancient, which cannot be confirmed by historical materials and relics. On the other 

hand, Imanishi believed that the ruling of a peninsula such as Ilbonbu had been carried 

out after the conquer of Empress Jinggu’s Shilla and was carried out until 562. These 

overseas operations were possible when the Yamato court’s central power was 

established, meaning that Japan’s national system has been organized since the 3rd 

century.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s vision of ancient Korea-Japan relation was wider than 

Imanishi’s, in time and space. First of all, Suematsu took “Han(韓)” as a geographical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asic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428·한국문화 87

concept, and explained the peninsula(Nakrang(樂浪)․Daebang(帶方), Goguryeo(高句麗)) 

and Japanese traffic within the context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However,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uematsu's vision on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was 

to interpret it in China-Japan relations. In other words, Japan’s foreign policy was 

always aimed at the continent (China), so Korea-Japan relations should also be looked at 

in this context. According to Suematsu, the fact that Japan had traveled directly to 

China in ancient meant that there was a Japanese sphere of influence in south of 

Korean peninsula which mediated Japan and China. This meant that if the Sino-Japanese 

traffic was confirmed, Japan had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Suematsu’s idea that Japan had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around 

A.D. to the end of the 9th century when traffic between China and Japan was 

confirmed. This was also the way to explain the existence of the Ilbonbu, which was 

difficult to prove as a historical materials through records about China-Japan traffic. In 

addition the fact which Japan ruled other countries from around A.D. meant that a 

political system with a certain level of power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Japan.

This was not only to claim that Japan’s influence has long been maint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confirm the historical position of Japan, which has led the 

history of Northeast Asia along with China since ancient times.

Key Words : Imanishi Ryu(今西龍),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 ancient 

Korean-Japanese relation, Ilbonbu(日本府), Chinese-Japanese re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