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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한국
전쟁과 일본’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일본의 정치와
외교로, 전후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
업을 주로 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베트남전쟁 시기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의 대응과 시민사회
에서 전개된 평화 운동의 재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저작으로 『전후 일본의 생활
평화주의』(편저, 박문사, 2014),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2014)가 있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
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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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일본 연구환경은 일본 관련 학과의 양적 증가로 확인되듯, 과거 20
년간 눈에 띄게 발전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179개 4년제 대학 중 105개
대학에 일본 관련 학과가 있고, 2만 570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다.1 특기할
만한 것은 2012년 서울대학교 학부에 일본 관련 전공과정인 인문대학 아시
아언어문명학부가 신설된 것이다. 대학연구소나 학회의 성장도 놀랍다. 정
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전문적 학술지를 발행하는 일본 관련 대학
연구소가 10개로, 그 중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
터 등 2개 대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인문한
국(Humanities Kore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1973년에 한국일본학회
가, 1978년에 현대일본학회가 창설된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
행하는 일본 관련 학회가 20개나 된다. 대학에서 일본 관련 학과와 연구소
가 늘고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본관련 연구자가 제도권 연구기
관에 안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20여 년의 양적 성장의 양상은 일본 관련 박사 학위 수여자 수와
연구자 수의 급증에서도 확인된다. 국회도서관 검색을 통해 필자가 조사한
바(최종 검색일, 2015년 1월 20일)로는 해방 후 2014년까지 국내에서 일본 정치
분야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연구자가 66명인데, 이 가운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배출된 학위 수여자는 45명으로 70%에 육박한다.2
일본 관련 단행본 발간 또한 전체 1만 3367건 가운데 1995년 이후 발간된
단행본 수가 9904건으로 전체의 74%에 이른다. 일본 관련 논문 수는 전체
6만 9399건에 달한 가운데, 1995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4만 7373건으로 이
또한 68%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일본 연구의 70%는

1 ㉿ᐶᏊ, 「1990ᖺ௦௨㝆ࡢ㡑ᅜࡢ᪥ᮏ◊✲ — ไᗘど⥺ࡢኚ」, 㒌༡⇩ ⦅, 『ୡ⏺ࡢ᪥ᮏ◊✲ — ᪥ᮏ
◊✲ࡢ᪂ࡋ࠸ືྥ』, ᅜ㝿᪥ᮏᩥ◊✲ࢭࣥࢱ࣮, 2013, 43~45쪽.
2 이러한 경향은 전체 일본(정치) 관련 연구자 수의 증가에서도 확인된다. 진창수, 「한국 일본학의 현황
과 문제점」,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7, 15쪽; 이면우,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
2000~2005: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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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의 일본 연구는 비약적인 양적 발전
을 이루어 왔는데, 이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
다.3 현재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발전이 요구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본 연구를 되돌아보
고, 그 성과를 가감 없이 정당하게 평가한 후에 문제를 적확하게 인지할 필
요가 있다. 이 글은 그 일환으로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하는 데 중요
한 일익을 담당해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과제
를 논하려 한다. 일본 연구의 성과를 돌이켜 보는 데 특히 정치 분야 연구에
주목하는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
다도 냉각된 한일 관계에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는 책임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일본 연구에 대한 수많은 검토와 분석들의 성과 위에 서
있다. 한국의 일본 연구는 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자기 점검
과 연구 내용에 대한 자기 검열을 요청받아 왔다. 그것은 한국의 일본 연구
가 일반적인 지역연구에 요청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수행해야 한다
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 즉 연구사 정리
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날카롭게 의식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3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일
반 대중의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연구자의 현저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ᒾ
ⱱᶞ, 「ࢱ࠾ࡅࡿ᪥ᮏ◊✲ࡢ⌧≧ㄢ㢟」, 㒌༡⇩ ⦅, 『ୡ⏺ࡢ᪥ᮏ◊✲ — ᪥ᮏ◊✲ࡢ᪂ࡋ࠸ື
ྥ』, 9쪽; Ho Hoang Hoa, 「࣋ࢺࢼ࣒࠾ࡅࡿ᪥ᮏ◊✲」, 㒌༡⇩ ⦅, 『ୡ⏺ࡢ᪥ᮏ◊✲ — ᪥ᮏ◊✲ࡢ
᪂ࡋ࠸ືྥ』, 39~42쪽. 또한 일본 연구와 관련한 국제 비교를 주제로 필자가 참석한 몇 차례 회의에
서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일본 연구의 양적 급증이 뚜렷한 현상으로 보고되는 사례는 없었다.
또한 김상준과 서승원의 지적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구미의 국제 정치학계에서 일본 연구는 오히려
퇴조하고 있었다. Sangjoon Kim and Seung-won Suh, “Expanding Focus on Japan and the Bounded
Dynamism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South Kore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1), 2010, pp. 367~368. 따라서 이 시기 한국에서 일본 연구의 급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
구 주제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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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이 점을 중시하여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 연구사 정리’를 시도하
고자 한다. 다른 한편 해방 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닌 특징을 명확히 규명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역사적 유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의 일
본 연구가 양적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활발한 것은 전근대 조선의
일본 연구가 중국을 포함한 당대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하고 정확했
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한국의 일
본 연구가 비교적 적었던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
기의 일본 연구에 대한 검토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갖게 되는 특정한 성격
의 조건과 배경을 분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먼저 한국의 일본 ‘연구사 연구’를 정리 소개하면서,
각 시대의 ‘현대 일본 정치 연구’가 품었던 문제의식의 추이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의 기원과 배경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 전근대
조선 시대의 일본인식 · 일본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4장에서
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닌 특징과 경향을 현대일본학회와 그
기관지 『일본연구논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대일본학회와
그 기관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대일본학회
는 한국에서 현대 일본의 정치 분야 연구자를 망라한 거의 유일한 연구 공
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학회로서 가장 먼저 설립된 이후 지금까
지도 신구 세대가 비교적 원활히 소통하며 문제의식의 계승과 공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일본학회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이 지향하는 바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연구에 대한 연구들: 일본 연구사 연구
1) 급성장의 시대: 1990년대의 총괄
한국에서 일본 연구가 본격적인 양적 급성장의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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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김장권은 당시까지의 일본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의 글
로 6개의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리고 있다.4 대체로 해방 이후 이 시기까지의 일본 연구를 세 시기로 구분하
여 제1기를 해방에서 국교정상화까지, 제2기를 1965년에서 1980년까지, 그
리고 1980년 이후 제3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학문 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일본 연구가 미발전 분야였다가 3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
다. 그리고 그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주제들이 편향성과 과도한
실용성을 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고 난 뒤, 1991년 1월부터 1996년 6월
사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본 1444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1990년대 한국의
일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했다.
김장권에 따르면 1990년대 전반의 6년은 일본 지역연구의 ‘비약적인 성
장기’였다. 이를 이끈 것은 일차적으로는 신진학자들의 일본 연구열과 일
반 대중의 관심이었고, 연구자의 양적 증가와 학회 연구기관의 증가, 정부
의 연구지원 정책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 특히 정치
학 분야가 이러한 붐을 이끌고 있었다. 또 김장권의 분석 가운데 특기할 것
은 이 시기 연구에서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관계’ 연구나 ‘비교’ 연구
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한편 독창적 연구보다는 외국 연구의 소개와 개설
수준의 연구가 많다는 분석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김장권은 일본 연구의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이 시기 연구가 ‘주체적 시각’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
장과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도,
1990년대 연구들이 대체로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4 김장권, 「일본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상섭 · 권태환 편, 『한국의 지
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46~51쪽. 이 글은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에서
1996년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장권이 소개하는 기존 연구사 정리
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 지역연구소 편, 『한국내 일본연구자에 관한 조사보고서』, 1988; 길승흠,
「일본정치 연구동향」,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편,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
연구』, 1990; 김용덕, 「일본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연
구』; 한상일 외, 「특집: 한국의 일본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학보』 제30집, 1993; 박용구, 「일본연
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1994; 최상용
외, 『일본, 일본학』, 도서출판 오름, 1994.

228 일본비평 12호

다.5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일본 연구는 한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기
인한 민족의 특수한 과제로서의 일본 연구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외국의 일본 연구를 적극적으
로 소개하고 그에 입각한 연구들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또한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일본연구의 ‘이중과제’, 즉 ‘한국
적 연구방법론의 확립’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 또는 ‘모델로서의 일본론
(모델론)’과

‘관계로서의 일본론(관계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이 시기의 일

본연구가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어서 1990년대의 일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김유향에 따르면,
일본 정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세대들의 등장으로 비로소 ‘하나의 과학
적 연구대상으로 정립’됨과 동시에, 연구 영역 면에서도 다수의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 영역의 다양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6 그러
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일본 연구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
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목표는 ‘한국적 일본 연구’의 정립에서
찾아졌는데,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과 현지에서의 직접적 조사에 기반한 연
구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
가 일본 및 미국의 학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
망을 제시하고 있다.7

2) 일본연구의 ‘이중과제론’: 성숙 이후의 과제설정
박철희의 연구사 정리에서도 재확인되듯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
반에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는 가장 큰 붐을 이루었다.8 이는 같은 시기에

5 김장권,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68~71쪽.
6 김유향, 「현대 한국 정치학의 일본연구: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새로운 경향」, 『한국의 일본연구:
2000년, 연구동향과 논저목록』,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2000. 12.
7 김유향, 「현대 한국 정치학의 일본연구: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새로운 경향」, 8쪽.
8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1), 2010, p.
312. 참고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 일본 정치를 주제로 하여 작성된 박사 논문은 66건이다. 66건의 박
사 논문을 연도별로 보면, 1975년 2건, 1980년 2건, 1983년 2건, 1986년 1건, 1988년 1건, 1989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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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최고의 붐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깊다. 일본의 성공은 커다란
관심이었고 일본 문제는 학위 논문의 주제를 찾던 대학원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풍부
한 연구비와 장학금을 제공하여 이러한 연구자들을 흡수했다. 때마침 한국
에서도 세계화 바람이 일면서,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역연구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일본 연구의 붐을 이끌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이 시기 등장한 일본 연구자들은 일본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공유
하고 있었다. 즉 일본에 대한 무의식적 반일 감정을 이어받으면서도 모델론
으로서의 일본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 일본 연구자에게
는 한국의 일본 연구자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일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주력 세대였다는 점에서 오는 자신감에 기인한 것이었
다.9 이런 자신감을 배경으로 이들 제3세대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
들을 계승하면서도(inheriting the tradition) 연구 지평을 확대해 나갔고(widening
the horizon),

일본 연구 어젠다의 세계적 전개에 동기화하면서(synchronizing

research agendas)

새로운 연구 영역을 모색해 나가는(searching for a new research
10

area), 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박철희는 제4세대 연구자 등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지구적 문맥에서 이해하는 데 익숙하고, 연구자로서의
성장 배경에서부터 이미 학제적인 특성을 지닌 제4세대 연구자들이 등장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연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

1991년 1건, 1992년 4건, 1993년 1건, 1994년 6건, 1995년 5건, 1996년 3건, 1998년 1건, 2000년 1건,
2001년 7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3건,
2009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1건이다. 2001년을 정점으로, 1990년대 중
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p. 312.
10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pp. 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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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본 사회를 ‘국제 비교적 시각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 틀에서
분석’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적인 독특한 시각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11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본 연구에서의 ‘이중과제론’의 제기라고 할 만
한 것이다.
한편 국제정치 분야에서 한국의 일본 연구를 정리 검토한 김상준과 서
승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대한 연구(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JIRS)는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탈

냉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현실주의에 입
각한 국가주의적 시각(realistic nationalism)과 반일 민족주의(anti-Japanese sentiments)에

민감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더구나 현실정치와의 불가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유산에서 자유
로우며 한일 관계의 정치로부터 분리된 일본 연구의 독자적 학술 영역을 확
보하여, 한국적 고유 이론과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었다. 그것은 존재구속
성(the principle of existential determination)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12 이는 바꾸어 말하면 역사환원론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한국적 고유 이론 또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일본 연구에서의 ‘이중과제
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관자의 연구사 정리와 문제 제
기 또한 한국의 일본 연구가 처한 이중적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
조관자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2000년대 이후 자국의 근현대사를 일국사에
서 벗어나 지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한국 연구와 연동하면서, ‘특수한
일본 연구’에서 ‘보편적 일본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일

11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pp. 326~327.
12 Sangjoon Kim and Seung-won Suh, “Expanding Focus on Japan and the Bounded Dynamism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South Korea,” pp.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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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회가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 사회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이
를 바라보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성숙’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
다.13 이 또한 양적 성장의 끝과 질적 성숙의 처음이 겹치는 영역에서 이중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한국의 일본 연구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 정치 연구의 흐름에 대한 검토와 분석 및
문제 제기들을 정리하면,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이미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한국적 특수성’에 입각한 연구는 식민지배
의 역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역사환원론), 또는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을 추
구하는 대전제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모델론)을 모두 포함한다. ‘세계사
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연구는 지구적 권력 이동과 세계사적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거기에 한국을 연동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얻은 ‘한국적 경험’을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녹여내는
이중 과제의 수행이,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일본 연구가 짊어져야 할 책무로
제기된다.

3. 일본연구의 선배들: 조선에서 해방 공간까지
1) 조선, 일본연구의 선진국으로 등장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과제론은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권력 이동과 문명 전환,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커다란
지형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있어왔던 일이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단일한
과제로서의 일본론이 조선 또는 한국의 역사에서는 지배적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단일한 과제란, ‘일본을 배제한 세계관으로 일본을 통제하기’라고 할

13 ㉿ᐶᏊ, 「1990ᖺ௦௨㝆ࡢ㡑ᅜࡢ᪥ᮏ◊✲ — ไᗘど⥺ࡢኚ」, 5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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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마주한 현실
에서 일본은 언제나 쉽게 배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는 쪽에서는 언제나 ‘일본을 포괄
한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을 통해 일
본을 포섭하기’를 과제로 삼게 되었
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조선 · 한국을
지배하는 ‘단일과제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늘 ‘이중과
제론’의 형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하 이러한 점에 착목하
여 조선의 일본 인식 · 일본론의 전개

<그림 1>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일본조선비교사
화』(日本朝鮮比較史話) 표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은 사실 일본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이었다. 요시다 도고(ྜྷ⏣ᮾః)
는 『일본조선비교사화』(᪥ᮏᮅ㩭ẚ㍑ྐヰ) 중 「제5장 한인이 본 일본」(㡑ேࡢ
ほࡓࡿ᪥ᮏ) 편에서 조선인의 일본 시찰이 서양인의 그것보다 탁월하다고 평

가하고 있다. 즉 서양인이 보는 일본론의 경우 흥미 위주의 보고서가 대부
분이어서 오류나 과장, 견강부회가 많으며 양질의 것이라 해도 순수하게 학
술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긴장도가 낮고, 중국인의 일본론은 문예의 범
위를 벗어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인의 경우 파견되
는 사신들의 학식이 높아 문장력 자체가 좋을뿐더러, 나가사키(㛗ᓮ)의 서
양인이나 중국인과는 문제의식과 태도부터 달랐다고 하여 그 기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14 그들의 태도가 진지했던 것은 조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도 지리적으로 일본에 근접하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이었겠지만, 그

14 ྜྷ⏣ᮾః, 『᪥ᮏᮅ㩭ẚ㍑ྐヰ』, ᅧྐㅮ⩦᭳, 1924, 79~82쪽; 금병동, 최혜주 옮김, 『조선인의 일본관:
600년 역사 속에 펼쳐진 조선인의 일본인식』, 논형, 2008, 12쪽.

233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그림 2> 송희경의 노송당일본행록 표지
[다니무라 이치타로(谷村一太郎)·오가와
도시가즈(小川壽一)의 교주본(校注本)에서]

에 더하여 왜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출병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실로 엄존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일
본을 잘 관찰하여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
기록에는 현재의 ‘일본론’에 상응하는 기록이 적지 않다.
조선인의 일본 기록 가운데 사료로 남아 있는 최초의 예는 송희경(Ᏽᕼ
⎆)의

『노송당일본행록』(⪁ᯇᇽ᪥ᮏ⾜㘓)이다. 송희경은 1420년[세종 2년, 오에

이(ᛂỌ) 27년]에

쓰시마(ᑞ㤿ᓥ) 정벌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에 파견되어

체재했다. 송희경 일행은 1420년 윤정월 15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4월 21
일에 교토에 도착했다가 그해 10월 25일에 한양에 도착했으니, 장장 9개월
간의 여행이었다.15 그때의 경험을 기술한 것이 『노송당일본행록』이다. 이

15 강재언, 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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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본의 정치, 외교, 종교, 풍속 등을 기록한 일본관찰기로, 한국의 외교
교섭사 자료로도 현존하는 최고(᭱ྂ)의 기록이다.16 일본의 정치와 관련해
서는, 국왕(쇼군)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나 천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17
외교 교섭 상대는 천황이 아니라 국왕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최초의 체계적 일본론으로 주목할 만한 저작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ᾏᮾㅖᅧグ)다. 신숙주는 1443년[세종 25년, 가키쓰(ྜྷ) 3년]에
요시노리(⩏ᩍ)-요시카쓰(⩏) 계승의 경조통신사(ᘫ㏻ಙ)로 파견되었
던 사절단의 일원이었다. 『해동제국기』에는 일본과 류큐(⌰⌫)의 왕정, 지
세, 교린(㞄)의 연혁, 사자(⪅)의 응접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다. 그 중 「일본국기 · 천황대서」(᪥ᮏᅜグ · ኳⓚ௦ᗎ)는 진무천황(⚄Ṋኳⓚ)으
로부터 ‘당대의’ 스코천황(ᓫගኳⓚ, 재위 기간은 1348~1351)까지 사적을 약술
하고 있고, 오류가 적지 않긴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서술한 천황기
(ኳⓚグ)로 객관적인 기술이 특징이다. 게다가 천황은 국정과 외교의 전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18 신숙주는 임종 자리에서 성종의 물음
에 대답하여 “바라는 것은 일본과 화()를 잃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고 한
다.19 임종에서까지 임금 앞에서 일본과 화친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조선 조정에 일본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
하게 한다.

2) 임진왜란, 일본 인식의 뒤틀림을 설정하다
임진왜란 시대에는 김성일(㔠ㄔ୍)의 『해사록』(ᾏᵖ㘓)이 있다. 도요토미 히
데요시의 요청에 응해 김성일이 1590년에 7개월간 일본에 체재할 때의 교
섭 내용과 관찰한 문물이 기록되어 있다. ‘예와 의를 교제의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주체성에 기반한 외교’로 일본 측의 ‘부당한 대우’

16 강상운, 「Ᏽᕼ⎆ⴭ, 『⪁ᯇᇽ᪥ᮏ⾜㘓 』」, 『국제정치논총』 3권, 1964, 124쪽.
17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21쪽.
18 신숙주, 신용호 외 주해, 『해동제국기』, 범우사, 2004. 그에 대한 해제서로 손승철 편, 『「해동제국기」
의 세계』, 경인문화사, 2008.
19 사에키 코오지(బᘯḟ), 「동아시아 세계와 『해동제국기』」, 손승철 편, 『「해동제국기」의 세계』,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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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항하여 그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또
한 일본의 문화적, 경제적 영위(⇯∔)의 성대함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도 있
다. 그러나 김성일은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과의 병화(ර⚝)는 없다”라고 보
고하여, 조선의 방어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20 다만 김성일의 주장
은, 통신사 일행이던 황윤길 등의 보고 내용이 일본에서 공인의 신분을 망
각하고 행동한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펼치는 극단론이라 보고, 이를 견제하
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적 연구가 필
요하다.21 또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조선의 민
심 안정을 우선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의 일화는 종종 일본에 대한 내재적 이해가
일본에 대한 낙관론으로 흘러, 결국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본’의 침략
을 초래했다는 교훈으로 쓰이고 있다. 결국 당시 일본을 가장 ‘잘 알고 있
던’ 김성일의 실패는 일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탐구 자체가 위험시되는
풍조를 낳고 말았을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구체적 전략에서 거의 ‘무’에 가
까웠던 황윤길은 ‘일본위협론’이라는 깃발을 세워 놓은 것만으로 모든 ‘나
태’가 용서되는 상황이 되었다. 시대를 건너뛰어 한말 일본에 대한 지식으
로 무장한 개화파의 실패는 김성일의 실패에 승수(ᩝ)가 되어, 해방 후 한
국에서 객관적 일본 연구의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두
가지 사태에서 이러한 뒤틀림을 만든 요인은, 물론 일본의 ‘침략’이었다.
아무튼 임진왜란 후, 즉 김성일의 실패 이후 조선의 일본 관찰에는 지금
의 일본 멸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시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
다. 임진왜란을 외교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1596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
된 황신(㯤ៅ)의 『일본왕환일기』(᪥ᮏ ⎔᪥グ)는 상당히 정확하게 당시의 일
본 사회를 묘사하고 있지만, 할복자살의 풍습 등을 소개한 대목에서는 일

20 『ᐉ♽ಟṇᐿ㗴』 ➨25༹, 24ᖺ 3᭶,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국학자료원, 2010, 148
쪽에서 재인용. 정약용(ⱝ㙼)의 ‘비어고’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정약용, 정해렴 역주,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 비어고, 민보의』, 현대실학사, 2001, 23~25쪽.
21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148~149쪽.
22 김명준, 『임진왜란과 김성일』, 백산서당, 2005, 28~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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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풍습의 기이함과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조선과 한국에서 발전된
거의 전형적인 일본론, 즉 ‘전투적이고 야만적인 문화의 일본론’, ‘음탕하고
잔인한 일본인론’들이 이것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인다.23 임진왜란으로 일
본에 납치된 조선인(피로인, ⿕᧨ே)들을 송환하기 위해 파견된 초기 조선통
신사들의 대일 인식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1617년 2차 통신사로 파견된
이경직(ᮤᬒ✇)의 『부상록』(ᢇ᱓㗴)은 ‘쇄환’(ๅ㑏)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배경에 일본인의 ‘교묘함과 간사함’이 있다고 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24
반면 이와 같은 전형적 일본 인식과 더불어,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배경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의 전
통적 대일 인식이 변화되는 양상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관료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평창군수로 있던 권두문
은 항전 끝에 포로가 되었다가 원주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인데, 그는 『남
천선생문집』(༡ᕝඛ⏕ᩥ㞟)에 21일 동안의 포로생활을 통해 관찰한 일본군의
생활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일본군의 잔인함과 무례함에 대
해 비판하면서도, 생활 풍속에 대해서는 요즘말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
서 일본인의 실상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25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
은 피로인들의 일본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인 피로인인 강항(ጧỽ)과 정희득(㒯ᕼᚓ)은 비록 일본인들이 한
문을 모르지만 일본 고유의 글을 사용해서 언어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
는 일본 나름의 예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항의 『간양록』(┳
⨺㗴),

정희진의 『해상록』(ᾏୖ㗴) 등은 피로인들에 의한 대표적인 일본론으

로서, 일본의 기술우대 풍조를 긍정적으로 전하는 등, 화이론(⳹ዀㄽ)에 사
로잡히지 않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26 이러한 사실을 종
합해 보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공식적 일본 담론이 일본 멸시론에 입각

23
24
25
26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36~43쪽;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61~74쪽.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16~117쪽.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183~194쪽.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242~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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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으면서도, 비공식적 담론 공간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실
상이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되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일본론도 배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열은 이후 조선의 일본 인식에 하나의 정형
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다.
1607년에 최초의 통신사절로 일본에 파견된 경섬(ᭃ)의 『경칠송해사
록』(ᯇᾏᵖ㘓)도 “일본의 국속(ᅧ)은 살인을 담용(⫹ຬ)하다고 간주한
다”며, “용맹과 무예만을 존중하여 인륜을 모른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절개
와 의리에는 감탄하여 존중할 줄도 안다고 하여, 일본인의 성정을 높이 평
가하는 일면도 있었다.27

3) 조선통신사, 일본과 교린하며 경계하다
에도 막부(Ụ戶ᖥᗓ)와의 교린 관계를 상징한 통신사들도 그들이 관찰한 일
본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초기의 통신사들은 교린하면서도 경계를 늦
추지 않는 태도였다. 위에 소개한 『부상록』도 일본의 풍속과 제도에 대해서
는 관찰한 바를 담담하게 기록하면서도, 조선인 쇄환과 관련한 일본인의 태
도에서 ‘교묘함과 간사함’이 보인다고 하여 분개하고 있는데, 1624년의 사
절단 기록인 강홍중(ጧᘯ㔜)의 『동사록』(ᮾᵖ㗴)도 도쿠가와 이에미쓰(ᚫᕝ
ᐙග)

정권의 안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호전적인 각 번(⸬)

의 군사들에 대한 경계의 눈을 늦추지 않고 있다.28 한편 『동사록』은 일본에
대해 전면적인 ‘내재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도요토
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을 평가하여,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게는 한 하
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이지만, 일본에서는 그의 공로가 있었다고 말해
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 역사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다.29 이러한 시각이 조선이 일본과 교린관계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명청 교체기에 있던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에서 북

27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46~49쪽.
28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43쪽.
29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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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제로 고민하던 조선이 남방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
가 작용하면서, 점차 조선은 일본과의 평화 우호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입장이 이후 통신사의 일본 관찰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일본
의 학문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평가에 입각한 일본 유학자들과의 대등한
교류로 이어졌다. 1636년 4차 통신사의 일행으로 다녀온 김세렴(㔠ୡ⃯)의
『해사록』에서는, 그가 일본 유학자 하야시 라잔(ᯘ⨶ᒣ)과의 교류를 통해 그
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에 돌아와
국왕이 일본의 사정에 대해 묻는 데 대해 일본에 문장을 자유로이 구사하
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길가와 에도에서 찾아 온 많은 사람들이 주자
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을 얕잡아볼 수 없다”
고 대답하고 있다.30 이를 통해, 여전히 일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당시
의 풍조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사들만의 나라가 아
니라 학문적 역량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일본에서는 5대 쇼군 쓰나요시(⥘
ྜྷ)가

숭유정책을 펴면서 일본의 유학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아라이 하

쿠세키(᪂ⓑ▼) 등 쟁쟁한 일본 유학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
면서 이 시기 통신사를 매개로 한 조일(ᮅ᪥) 간의 학문적 유대는 더 강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은 제7차 통신사 이후 일본의 평화
우호 정책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일본에 대한 적극적 평가
이긴 하나,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유학’에 있다는 점에서 문물에 입각해 있
다기보다는 이념에 기울어진 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1719년의 사행기록인 신유한(⏦⥔⩶)의 『해유록』(ᾏ㗴)은 이 시기 조선
의 일본 관찰의 백미라고 할 만한 서적이다. 신유한은 일본의 통치 방식이
유교적인 예교가 아니라 병제를 통한 군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서적 출판이 왕성해 ‘천하의 장관’을 이룬다고 하여 일본 문물의 풍성함도

30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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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31

4) 실학자와 조사시찰단,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관찰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교린 관계의 붕괴를 예감하면서 새로운 태도로 그
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시 일본
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유선』(ᫍ†僿說㢮㑅)이 대표적이다. 이익은 일본의 국학 융성과 존
왕론을 경계하여 천황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32 이익은 『성호사설유선』의 「일본충의」(᪥ᮏᛅ⩏) 편에서, 일본에서 천황
을 복권시킨다는 명의가 정당하게 나오고 있으니, 이에 66주의 태수들이 호
응하게 되면 “저편은 천황이요, 우리는 왕이니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를 묻고 있다.33 이러한 인식은 1764년의 사행기록인 조엄(㉿᭢)의 『해사일
기』(ᾏᵖ᪥グ)의 일본 관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해사일기』는 쇼군의 권
위가 실추하면서 일본에서 존왕주의(존황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하고 있다.34
한편, 정약용의 『일본론』(᪥ᮏㄽ)과 이덕무(李ᚫ᠗)의 『청령국지』(⺭ᅧ
ᚿ) 등으로 대표되는 18세기 후반 실학파의 일본 연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의 조선 침략에 기원을 둔 ‘무’의 일본관에서 탈피하여 ‘문’의 일본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경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일본론』의 1
과 2에서 일본의 예의와 문물이 과거에 비해 발전했고, 동아시아의 현실이
일본의 침략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의 위협에 대해 당장
임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35 그러나 이후 일본
측의 내부 문제와 사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통신사 파견과 접수를 통한 한일 교류는 뜸해졌다.

31
32
33
34
35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265~267쪽.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55~57쪽.
이익, 정해렴 편역, 『성호사설⢭㑅 (중) Ṗྐホㄽ과 Ṗྐᩃカ(ྐ)』, 현대실학사, 1998, 374~375쪽.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307~309쪽.
하영선,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을유문화사, 201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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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원한 양국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서양 문물의
급격한 유입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근대화의 격랑’에 휘말리게 되었
다. 이러한 국제 환경을 배경으로 조선에서는 일본 경계론이 확산되어 ‘위
정척사’(⾨ṇ᩺㑧)라는 사상 조류를 낳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대조선 방침이
교린에서 정한으로 무게가 이동하여 ‘조선멸시론’과 ‘정한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36
이렇듯 19세기 들어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동과 이에 적응하는 일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론은 다시 분열되어, 실체로부터의 분리가 진행되었
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인식 대상이 이중적이었던 데 더해 이를 인식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의 이중적 심리가 투사된 결과였다. 그 결과, 근대 조선의
일본관은 ‘애증의 복합심리’가 작용하는 이원성을 특징으로 하게 되었다.
이는 ‘비난과 예찬’, ‘배제와 수용’의 양 극단의 논리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일본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37 나아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근대적
국교를 수립한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론은 모델로서의 일본론과, 저항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일본론의 양 극단으로 나뉘게 된다. 조선의 내셔
널리즘이 일본에 의한 근대화와 일본에 의해 저해된 주체화를 거침에 따라
친일-부일(㝃᪥)-반일-항일의 내셔널리즘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38
그런 가운데 근대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지역 연구로 일본론이 시도되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이 남긴 보
고서들이 그것이다. 어윤중(㨶ඔ୰)의 『재정견문』과 『일본대장성직제사무장
정』, 강문형과 민종묵 · 엄세영 · 이헌영 등의 『문견사건』, 엄세영의 『일본사
법성시찰기』, 강문형의 『공부성』, 박정양(ᮔᐃ㝧)의 『일본국문견조건』, 『일
본국내무성직장사무』, 『농상무성직장사무』, 조준영의 『문부성』, 홍영식(ὥⱥ
᳜)의 『일본육군총제』(᪥ᮏ㝣㌷⦻ไ), 심상학의 『일본문견사건초』와 『외무성』

36 손승철,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 2006, 207~210쪽.
37 장인성, 「근대조선 일본관의 구조와 성격」, 김용덕 · 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174~181쪽, 212쪽.
38 남기정, 「전후 한국 민족주의와 한일관계: 민족주의의 두 속성에 주목하여」, 현대일본학회 편, 『21세
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7, 98~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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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실체로서의 일본 연구의 맹아(ⴌⱆ)라 할 만한 보고서들로, 김옥균(㔠⋢
ᆒ)이나 박영효(ᮔὋᏕ), 유길준(පྜྷ℄)의 저작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

고 있었다.39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류의 일본론은 이후의 정치 상황과 맞물
리면서, 더 이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자 인식으로서의 지역 연구로 발전
되지 못했다. 이는 애석한 일이지만, 이들 보고서류의 일본론은 이후 한국
의 일본 연구에서 보이는 ‘모델로서의 일본론’의 원류가 될 만한 것들이었
다고 할 수 있다.

5) 한 사회민주주의자의 일본론: 목적 의식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다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주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일본 연구
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식민지에 순응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일
본에 대한 투쟁과 승리를 목표로 한 입장에서도 일본을 객관적 타자로 이
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탈하여 해방
되는 순간부터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졌으며 임박한 숙
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당시의 일본론들을 살펴보면, 일본
에 대한 해방 직후의 연구들은 대개 미국의 시각을 통한 것들이었다. 그것
은 대개 일본 점령의 주체인 맥아더 총사령부의 일본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
이 번역 소개된 것이었거나,40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중심으로 한 전후 개혁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들의 논평이 그대로 번역되는 수준이었다.41
그러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주체적 시각에서 집필된 일본론이,
1954년에 출판된 김철의 저서 『일본: 민주화의 좌절』이었다. 저자는 이 책
에서 전후의 일본이 민주국가로 소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 사실 여부
가 ‘절박한 의문’으로 제출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해답 찾기를 시도하

39 허동현,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당대, 78~91쪽, 199쪽.
40 聯ྜ㌷ྖ௧㒊 ⦅, 『᪥ᮏᡚ∑≢⨥ྐ: ⁹Ὢㆰ으로부터 降అㄪ༳ᘧ까지의 ┾┦』, ᮾὒ᭩㝔, 1946; 㔠
ဴᏱ ⦅, 『᪥ᮏᡚ≢ุグ』, ᮅ㩭ᨻ⥂◦✲♫, 1947; 리차아드 라우터백, ᓲỌ᳜ ㆞, 『맥아더 ୗ의
᪥ᮏ』, ༤ᩥฟ∧♫, 1949.
41 ᓲṊྜྷ ⦅, 『(ᩋஸ᪥ᮏ)㌷㛸의 㯭ᖥ』, ᅧ㝿ᩥ༠᭳, 1946.

242 일본비평 12호

고 있다.42 저자는 서문에서 “다만 사실을 추구하기에 힘썼다”고 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무릇 대상에 다소의 호의를 가졌거나 반대로 혐
오를 느낀다고 하여 사실에 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는 한국의 대외 정책이 “마땅히 타당한 인식에 입각하여 내외의 일반적인
공명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 위에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
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 정
책이 반공과 반일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극단을 오가며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총사령부의 민주화 노력이 완결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된 것이라고 최
종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의 민주화는 ‘거름(걸음, 원문대로)을 멈추었기
때문’이었다.43 미국의 민주화 노력은 “중도에서 폐기되고 지금 구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이니 이는 날로 민주주의의 실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기에 일본의 민주화는 좌절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재군비 문제에
대해 저자는 매우 냉정한 분석에 기반해 합리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요시다의 뒤를 이을 보수 연합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양
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는 것이 곤란하고 국민투
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9조의 개
정은 곤란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이미 이 당시에 “징병
제와 전쟁을 예상하는 개헌은 먼저 정치 이전에 속하는 소박한 대중적 반대
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여 내린 결론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

42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부흥서원, 1954. 김철은 함경북도 경흥 출생으로 1945년 경성고등학교
(㙾ᇛ㧗➼Ꮵᰯ)를 졸업한 뒤 1949년 일본 도쿄대학(ᮾிᏥ) 역사철학과에서 연구생으로 수학했
다. 1949년 재일거류민단 기관지 『민주신문』 편집국장, 1950년 일본 『요미우리』(ㆫ㈽᪂⪺) 서울특
파원, 1961년 혁신계의 『민족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고, 1955년에는 재일거류민단 사무총장을 역임
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 이후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사회당, 사회
민주당 등 진보 정당의 발전을 위해 진력한 바 있으며, 1971년에는 통일사회당 후보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검색,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553695&cid=46626&categoryId=46626(최종 검색일: 2015. 1. 10).
43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240~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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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 또한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전망이, “미래에 희망을 부칠만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그 근거로 전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을 들고 있다. 즉 “아직 일본에는 점령 하에 발전된 자유로운 언론과 약간
의 민주적 제도가 남아 있으며 민주화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한 젊은 세대
가 역시 시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전진
의 기운”이 일본 국민 사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일
본의 민주화는 비록 성공과 좌절의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장래 “충분히 민주화되는 날도 오기는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
며 마무리하고 있다.45
그러나 김철이 시도한 객관적 일본 연구는 이후 절멸되다시피 했다. 한
국에서 해방과 전후의 시대가 강렬한 반일과 항일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
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일단락되었던 1960년대 중반부터는 모델로
서의 일본론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다만 모델로서의 일본론은 한편으로는 김철이 시도한 객관적 일본론의
성과를 일부 계승하고 있다. 1968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일본 문제
세미나는 김철의 일본 인식을 계승하여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일본 연구
가 지향할 목표로서, 모델로서의 일본 연구를 제시함을 선포한 사건이었다
고 기록될 것이다. 즉 전후의 일본이 “종전(⤊ᡚ) 전의 제정(ᖇᨻ) 일본인 경
우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전(ᡚ๓)의 일본과는 “다른 점도 허
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군국주의를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
는 일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현황이
“싫든지 좋든지 한일 간의 협조가 요청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는 “현대 일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평한 인식이 앞서야 할 것이고 또 이
를 위한 학도의 학구적 노력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목적론적 일
본론을 위한 객관적 일본 연구의 실천이 전면적으로 선언되었던 것이다.46

44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344~345쪽.
45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347~349쪽.
46 「취지문: 일본 문제 세미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7권, 1968. 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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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의 일본론과 일본 연구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명분으로 한 ‘객
관적 이해’를 전면에 내걸고,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확보하고 내용을 확보해
가게 되었다.

4. 현대일본학회와 『일본연구논총』
1) 한국의 사회과학자들, 일본연구공동체를 만들다
다음으로 한국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온 현대일본학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
춰 활동의 경위와 한국의 일본 연구의 특징과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한
국 최초의 일본 관련 학회는 1973년에 창립된 한국일본학회다. 이 학회는
전국 규모의 포괄 학회로, 일본 관련 학회로서는 한국 최대 규모이지만, 어
학과 문학이 중심이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 연구로서 일본 연
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에 비해 현대일본학회는 처
음부터 사회과학적 지역 연구로서 일본 연구 확립을 목표로 하여 탄생했던
것이다.
한배호(㡑ᇵᾈ)에 따르면, 현대일본학회의 전신인 현대일본연구회는
1978년 9월에 창립되었다. 창립 멤버는 서울시 안국동에 위치한 ‘경향’이
라는 이름의 한정식 노포(老㗤)에 모인 10여 명이었다. 회장은 당시 고려대
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직책은 모두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존칭은 생략한다)였
던 한배호가 선출되었다. 또 당시 창립 회원이자, 총무간사로 선출된 한상
일(㡑┦୍)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실질적인 창립
은 1977년이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현대일본연구회라는 명칭을 쓴 것은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부에서는 권오기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전후 일본의 정치」에 대해,
제2부에서는 김종현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가 「현대 일본의 경제」에 대해, 제3부에서는 박준규 당시
서울대 문리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발제했으며 구범모, 권오기, 김규남, 김상협, 김운태, 김
종현, 민병기, 박관숙, 박봉식, 박준규, 설한준, 손제석, 신기석, 양호민, 오지택, 유정렬, 이갑섭, 이기
원, 이명식, 이용희, 이창렬, 임종철, 정도영, 주종환, 차기벽, 최종기, 최창락(가나다순, 존칭 생략) 등
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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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이었다. 또 한 명의 총무간사에 김용서(㔠㱟⍞) 이화여자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연구간사에 어수영(㨶⚽Ọ)과 유근호(ᰗ᰿ᾈ), 편집간사에 길
승흠과 박충석(ᮔᛅ㘏) 등이 선출되었다. 회장인 한배호는 프린스턴대학에
서 학위를 받고 1970년에 귀국했다. 1971년에 고려대 교수가 되어, 동시에
동(ྠ) 대학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장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배호
는 일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47
한배호의 일본 연구에 대한 태도는, 우선 비교정치의 한 분야로서 연구
하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
는 것 등 두 가지였다. 당시 한국 학계의 분위기는 일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
하는 것 자체가 당치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본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퍼져 있었고, 논의가 있다고 해도 ‘시사해설 수준’에 머무르거나, 반일 감정
에 치우친 논의에 압도되어 있어서, 그러한 비학문적 일본론을 학문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일본 연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명
을 다하겠다는 뜻을 회원들이 공유하여 발족한 것이 현대일본연구회였다.
그리고 1979년 11월에 『일본연구논총』이 창간되어, 기획과 출판을 중심으
로 연구회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현대일본연구회 회원들은 손수 대학 교재 출판을 결의하고, 1981
년에는 연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정치론』을 출판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일본정치 교과서’였다. 한편 『일본연구논총』은 1981년과
82년, 84년에 「국권론과 민권론」, 「자민당 정권의 장기 집권연구」, 「일본의
정책 결정의 해부」라는 기획으로 제2호, 제3호, 제4호가 발간되었고, 이들
은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본 정치 강의용 교재가 갖춰졌다.
이처럼 현대일본학회의 활동이 학술지 발간과, 그 뒤를 잇는 교재 출판
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무렵, 한국의 지역
연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소련 · 동구

47 한배호, 「현대일본학회의 30년을 회고하며」, 『일본공간』 제3호, 2008, 232~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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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화 운동은 단기적으로 소련 · 동구권 연구의 특수를 가져왔으나, 소
련이 붕괴하자 공산권 연구가 쇠퇴하여, 이와 동시에 지역연구 전체가 위축
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현대일본학회는 처음부터 외부 연구비에 의
존하지 않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의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48
오히려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1990년 중반에 현대일본연구회
의 중심 멤버들이 각 대학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학회 활동에 집중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학회를 구제한
것은 일본 연구의 ‘제3세대 연구자’들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해외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파가 귀국해 현대일본학회의 신입회원으
로 가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유학파는 유학 시절부터 계속해서
‘재팬 스터디’라는 연구모임을 가졌는데, 구성원 대부분이 그대로 현대일본
학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현대일본연구회와 ‘재팬 스터
디’를 통합하는 형태로, 현대일본학회가 탄생했다. 이 시기에 가입한 제3세
대 연구자 중에서 2007년에는 학회의 회장이 배출되기도 했다. 김호섭(㔠ᾈ
⇶)이

현대일본학회의 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학회의 세대교체

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김호섭 회장 시기에는 학회를 국회의 사단법인으
로 등록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했다.

2)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를 기획하다
이제 『일본연구논총』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창간호부터 2000년에
발간된 제12호까지는 기획 중심의 편집방침이 관철되었다. 제12호까지는
각 호의 권두에 회장이나 출판간사의 권두언이 실려 있어, 기획의 방향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여름에 출간된 제13호부터는 연간 2
회 출판하게 되었고, 심사체제로 전환했다. 이것은 우선 1990년대 중반 이
후 회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원의 급증과 함께 당시까지 ‘클럽’

48 한배호, 「현대일본학회의 30년을 회고하며」,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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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살롱’과 같이 운영되던 학회를 좀 더 많은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개방
하는 체제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민간 지
원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으
려면 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할 필요도 있었다. 심사제도로 전환한 후
로 개별 논문의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통일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단 특집 중심의 편집이 있었던 초기의 『일본연구논
총』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에서 일본 연구의 초창기 상황과 그러한 상
황 안에서 현대일본연구회 회원들이 고투했던 사정을 파악해보려 한다.
1979년에 발간된 『일본연구논총』 창간호에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
이 특수한 이미지로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국
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안겨준 나라이자, 정치 · 경
제 ·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며, 또한 패전 후의 경제 부흥을
거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다. 당시 소련과 중국에 대
한 관심에 힘입어, 지역 연구로서의 학문적, 정책적 연구가 그 깊이와 외연
을 넓혀가던 중에, 한편으로 “일본은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 지적 풍토
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막 관심을 갖게 된 “비(㠀)기성
세대에게 진지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학술지를 창간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49
창간호의 집필은 길승흠, 어수영, 김용서, 신희석(⏦⇊㘏), 한상일, 장을
병(ᙇஎⅨ), 이정복 등 7명이 담당했다. 주제는 전후 정치, 근대 정치외교사,
비교정치, 정치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통일성이 결여되긴 했으나, 당시 일본
연구로서는 첨단을 걷는 내용이었다. 게재 논문은 대부분 박사 논문에 기초
한 것으로, 최신 연구였다.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은 미시간대학(길승흠과 어
수영),

클레어몬트대학(한상일), 워싱턴대학(이정복), 도쿄대학(김용서, 신희석),

성균관대학교(장을병) 등이었다. 창간호 말미에는 회원 명부가 첨부되어 있
는데, 26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49 한배호, 「창간사」, 『일본연구논총』 창간호, 1979, 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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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도 특집으로 꾸며졌다. 「국권론과 민권론」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민주주의가 일본 고유의 전통적 · 토착적 요소와 어
떻게 갈등하고 조화하면서 일본 사회에 뿌리내렸는지를 고찰했다.50 이는
당연히 당시의 한국적 정치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긴 주제였다. 제2호에는
회원 10명의 논문과, 영일동맹(ⱥ᪥ྠ┕)에 관한 비회원 한국인 연구자, 그리
고 이시다 다케시(▼⏣㞝)와 야마다 쇼지(ᒣ⏣ḟ) 두 사람의 논문이 실렸다.
제3호의 특집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관한 주제였다. 당시 자민당은 “자
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지만, “독재
나 전제 정당으로 변모하지 않고 선거에 의해 정권을 유지”했고, “정치체제
역시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 초의 한
국적 상황에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51 제2호와 마
친가지로 제3호도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미래를 일본 정치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구상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되고 발간된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
의 민주주의가 한국이 추구할 모델로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기도 했다. 제
3호 발간 시점의 회원은 24명이었다.
창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84년에도, 일본 연구를 둘러싼 환경은 그다
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연구논총』 제4호(1984년 8월)의 서언에서 회
장 양호민(ᱱዲẸ)은 출판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52 1984년은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친선과 협력을 구
가하고 군사적으로도 서로 자국의 안전에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된 반면, 국민 간의 상호 이해는 “아직은 간단히 도달하기 어
려운 이상적 목표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여, 현대 일본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필요하나, 한국의 일본 연구는 아직 맹아기에 있다고 보았다.
“시류적인 일본 이해나 상식적인 일본 소개를 넘어”, 일본을 과학적으로 면
밀하게 분석하여 스스로의 입장에서 일본 문제를 엄밀히 규명해가기 위해

50 유근호, 「책을 내면서」, 『일본연구논총』 제2호, 1981.
51 어수영, 「책을 내면서」, 『일본연구논총』 제3호, 1982, 3쪽.
52 양호민, 「서언」, 『일본연구논총』 제4호, 198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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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문 학자들의 착실한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4호가 이러
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내정과 외교 · 방위 문제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을 주제로 하여 5편의 논문을 게재한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회원은 여전
히 24명이었다.
『일본연구논총』 제5호(1986년 4월)를 발간하면서, 최초로 한일 연구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제5호에는 한일 관계, 한국의 대일 정책,
일본의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한-일, 북한-일본, 한-미-일 관계 등에 관한
10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중에는 마스미 준노스케(༖‽அ㍜), 사카모토 요
시카즈(ᆏᮏ⩏), 후쿠시마 신고(⚟ᓥ᪂࿃), 와타나베 도시오(Ώ㎶ኵ), 이로
카와 다이키치(Ⰽᕝྜྷ) 등 일본인 연구자의 논문도 게재되어 있다. 제5호
는 「한국과 일본: 전후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비공개
학술회의의 성과였다. 제5호에는 “과거의 청산”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양
국 관계의 방향설정”이라는 말이 주로 등장했다. 나아가 “전후의 국제 질서
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세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큰 변화의 발상지”였다는
점에서, “전후의 국제 질서 안에서 양국 관계를 논할” 때가 왔음을 언급하
면서, 양국이 가장 중요하게 합의한 전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우
리 모두 코밋트하고 있다”는 점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 가
치를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차이는 개별 국가의 국익이라는
범주 안에서 정당화되고 방어되어 왔다. 따라서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국익을 타국의 척도로서 측정하려는 아집에서는 탈
피하고, 어떤 공동의 척도를 창출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일본이 지닌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다원적 가치를 추구
하는 개방성에서 나오는 정치적 제약성을 인정하고, 반면 일본은 한국이 처
해 있는 바 국토 분단에서 오는 모든 정치적인 부담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
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토로했다. 이러한 정황과 내용들이 제5호 특집 주제
의 배경을 이루었다.53 회원은 24명이었다.

53 오기평, 「회장 인사」, 『일본연구논총』 제5호, 1986,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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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는 한국 정치의 거울로서의 일본론이 등장했다. 『일본연구논
총』 제6호(1989년 12월)의 특집은 ‘현대 일본의 혁신 세력’이었다. 세계적으
로는 소련과 동구의 ‘혁명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혁신을 부르짖는 사회 세력에 이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혁신 세력
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는 인식 하에, 일본의 혁신 세력, 노동 운동,
사회당 · 공산당의 활동과 그들의 대외 정책 등을 분석했다.54 1989년을 기
하여 회원은 3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른바 제3세대의 등장을 의미했다.

3) 제3세대 연구자들, 모델론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다
1990년대에 들어 모델로서의 일본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서의 일
본론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변화의 조짐을
『일본연구논총』 제7호(1991년 10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권두언에서 박충석
(ᮔᛅ㘏)은

일본이 “경제 대국을 그 기반으로 하여 군사 대국, 그리고 나아

가서 정치 대국에로의 도약을 용의주도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특
집이 꾸며졌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이자, ‘패자’
(ᩋ⪅)였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된 경제 성장의 기적과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과 과제를 발견하고 있
다.55 특히 제7호의 특집은 일본에 대해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었다. 회원은 41명으로 증가했다. 제7호부터 집필자는 김성
철(㔠ᡂဴ), 염재호(ᗮ㍕㙞, 스탠퍼드대학), 김호섭(미시간대학), 김장권(쓰쿠바대학)
등 미국과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제3세대 연구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들에 이어서, 하버드대학, 미시간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
레스 · 버클리, 예일대학, 시카고대학, 옥스퍼드대학, 도쿄대학, 히토쓰바시
대학 등을 졸업한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왔다. 신규 회원 중에는 사회학이나
경제학 전공자들도 있어, 학제 간에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가능한 진용이

54 이상희,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6호, 1989, 3~4쪽.
55 박충석,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7호, 1991,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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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졌다.
『일본연구논총』 제8호(1993년 12월)도 기본적으로는 제7호와 같은 흐름
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는 자민당 장기 정권이 붕괴하고 연립정권이 들어
선 시기로,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일본의 특수성이 문제시되고, 일본의 변
혁이 모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게재된 논문은 21세기 일본의 위상을 전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56 회원은 48명이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30주년
인 1995년경부터는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있는 일본과 새로운 관계에 입
각하여, 21세기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
대적 요청과 회원의 증가라는 주객관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일본
연구회’는 ‘현대일본학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인식과 진용
을 반영하여 발간된 것이 ‘21세기의 한일 관계’에 관한 특집으로 꾸며졌던
『일본연구논총』 제9호(1997년)57와 1997년 4월에 개최된 「21세기 동아시아
의 리더십」(“Leadership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의 발표문 논문집인 『일
본연구논총』 제10호(1998년)다. 제10호는 영어로 출판된 만큼, 또 하나의 특
징이 있었다. 한일 관계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자세가 보인다는 점이다. 집필자는 도널드 헬먼(Donald C. Hellmann),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후쿠이 하루히로(⚟ᗈ), 이정복, 다니 사토미(㇂㔛
⨾), 이치무라 신이치(ᕷᮧ┿୍), 김성철, 염재호 등이었다.

『일본연구논총』 제11호(1999년)는 제3세대 연구자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집필자는 김영작과 한상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세대 연구자였다. 해외에
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주제로 공부한 소장연구자가 대거 귀국하면서 사회
과학적 · 학술적 일본 연구란 본연의 임무가 마침내 가능해진 때문인지, 초
대 회장인 한배호가 「학문과 정치 현실: 갈등하며 공존하는 두 세계」(권두 논
단)에서

현대일본학회의 활동을 회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일본을 접한 것이 하나의 계

56 길승흠, 「머리말」, 『일본연구논총』 제8호, 1993, iii~iv쪽.
57 『일본연구논총』 제9호는 1995년 3월 24~25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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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학회 등에서 중국과 일본이
사회과학의 분석 대상으로 객관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연구되고 있는 것
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미에서는 학자나 저널리스트가 일본
연구를 수행하나, 한국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넘치는 문학평론가”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총괄하는데, 이것은 『축소지향형의 일본인』을 쓴 이
어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배호는 한국적 정치현실을 이해하고 분석
하기 위한 이론적 전망을 갖는데 일본의 정치를 연구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
여 학문연구와 정치현실에 대한 개입이 ‘긴장하는 공존관계’임을 역설하고
있다.58
제11호에 함께 게재된 김영작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
본연구 동향: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본 회고와 전망」은, 전후 한국의
일본 연구의 총괄이다. 여기서 김영작은 일본의 정치외교, 군사 · 안전보장
과 한일 관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99년 6월까지 출판된
단행본(320권), 석사 · 박사 논문(380편), 『정치학회보』 수록 논문(40편), 『국제
정치논총』 수록 논문(43편), 『일본연구논총』 수록 논문(74편) 등 방대한 양의
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작은 이들 연구의 시기를 구분해,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4년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는 1945년부터 1965
년까지의 ‘공백기’(혹은 ‘피임기’)다. 제2기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의 ‘요람
기’(혹은 ‘육아기’), 제3기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소년기’(혹은 ‘성장기’),
제4기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청년기’다.59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의 반 이상이 제4기의 10년 동안 발
표된 것들이다. 단행본의 경우 60퍼센트가 조금 못 되고, 석사 · 박사 논문의
경우 63퍼센트를 조금 넘으며, 학술논문의 경우 45퍼센트가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제4기에 간행되거나 발표되었다.60

58 한배호, 「학문과 정치 현실: 갈등하며 공존하는 두 세계」, 『일본연구논총』 제11호, 1999, 21~24쪽.
59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본 회고와 전
망」, 『일본연구논총』 제11호, 1999, 39쪽.
60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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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보면, 제1기에는 한일 관계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제
4기에는 일본의 정치 분야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단행본의 경우
는, 한일 관계 분야가 제1기에 70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나, 제4기에는 14퍼
센트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줄었고, 일본 정치 분야는 제1기에 26퍼센트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이, 제4기에는 47퍼센트를 조금 넘는 정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경우에도 뚜렷하다. 주제별로 본
두 번째 특징은 특히 일본의 정치 가운데서도 군사 · 안보 분야 연구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일본의 정치 분야 가
운데 군사 안보 분야 외에도 점차 관심 영역이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다.61
제1기는 학문 그 자체로서도 불모의 시기이자, 강렬한 반일 감정의 시
기로,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제2기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 강
해, 그 영향 탓에 객관적으로 일본을 연구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1960년
대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해,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경험한 학자
들이 귀국해, 일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시기다. 현대일본연구
회의 발족과 『일본연구논총』의 창간이 이를 상징한다. 제3기에는,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일본 연구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귀국해 주축을 이루었다.
게다가 대학이나 여타 연구기관에 일본 관련 연구소가 개설되어 일본 연구
의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사회과학의 방
법론에 입각하여 연구함으로써 사회의 터부에 도전했던 시기다. 이를 김영
작은 국교정상화에 따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되고, 국
교정상화 이후의 경제 성장에 자신이 붙어, 심리적 여유를 갖고 과거의 감
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4기에는,
제3기에 정립된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여 연구의 증가 경향에 가속
도가 붙었다. 게다가 냉전이 끝나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여 그 역할이 확대된 것과, 일본의 정
치와 사회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 등을 배경으로, 일본 연구의

61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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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던 시기다. 또한 한일 관계
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에서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자민당 장기
정권이 붕괴하는 와중에,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용(ㆰᐜ)이 시작되려는 시기
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일본에서 등장했던 ‘보통국가’론은 한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4기에 압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사정이 배경이 되었다.62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김영작은 21세기를 앞둔 한국의 일본연구 과제
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여전히 양적 · 질적 측면에서 연구를 활성화시
키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 연구는, 정치학의 여타 분
야와 비교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둘째 과제로
는 일본 연구의 종합화와 체계화를 들었다. 정치사에 관한 계통적 연구와,
쟁점 중심의 일본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전체상을 도출할 필요
가 제기되었다. 셋째 과제는 연구회와 학회의 활성화와 연구 재정지원 확보
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과제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 구축에 기여
하기 위해 한국의 일본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종래 일본 연구의 패러다임은 ‘네거티브 패러다임’과 ‘포지티브 패러다임’,
그리고 양자의 ‘혼합 패러다임’(일본 모델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
점을 지적하는 시점)의

세 가지가 있었으나, 이들 패러다임으로부터도 전환할

시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각,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동경이
갈등하고 공존하는, 일본을 향한 한국인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열
린 내셔널리즘과 지역으로서의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을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63
이상이 김영작의 문제의식이자,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한국의 일본
연구자들이 갖고 있던 평균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 설정 하에 처음으로 기획된 『일본연구논총』 제12호(2000년)

62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50~63쪽.
63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6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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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1세기, 일본의 국회개혁」이라는 주제로 발간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배성동이 현대일본학회의 회장이 되어 「전환기, 일본의 국가개혁」을 주제
로 한 책의 출판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세 번의 워크숍과 1999년 8월의 국
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일본연구논총』 제12호는 이들 학회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이었다. 소장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연구자 13명과
야마구치 지로(ᒣཱྀ㑻), 후쿠이 하루히로(⚟ᗈ), 마부치 마사루(㤿ῲ),
쓰지나카 유타카(㎷୰㇏) 등이 집필자로 참가했다. 총론은 배성동과 윤정석
이 쓰고, 결론은 김영작이 썼으나, 본론의 논문을 쓴 한국 측 집필자는 모두
3세대에 속하는 연구자들이었다.

4) 직업으로서의 일본연구, 이중의 과제를 의식하다
『일본연구논총』 제13호(2001년 여름, 회장은 이정복)부터는 체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 『일본연구논총』은 2년에 1회씩 발간되고,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제13호부터는 연 2회 발간과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논문 발표 기회를 늘려보자는 요청(せㄳ)과 학문적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체제 변화를
의도해서인지 표지와 속표지도 바뀌었다. 또한 집필자의 면면도 일변했다.
권두언을 쓴 이정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세대’ 연구자가 집필자였다.
6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이 수록되었는데, 7명의 집필자 중 미국에서 학위
를 받은 사람이 3명,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이었다. 내용은 전후
정치사, 현대정치 분석, 금융 개혁의 정치, 복지정책, 중일 관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정복은 현대일본학회의 세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세대는 식
민지시기에 교육을 받은 원로회원들로, 일본을 학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세대였다. 제2세대는 일본어로 교육을 받지 않은 1940년대 출생자들로, 미
국 대학에서 일본과 관련된 연구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일본에 유학
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1950~1960년대 출생자들로, 한국
국내나 일본, 미국의 대학에서 일본 연구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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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 제2세대가 반드시 일본 연구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반면, 제3세대는
명확히 일본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이다.64 제3세대가 되어서야 겨
우 ‘직업으로서의 일본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제13호에는 논
문 7편, 에세이 1편, 서평 1편이 실렸다.
『일본연구논총』 제15호(2002년 여름)에서는 한상일이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로 ‘현대일본학회의 일본 연구’
를 총괄하고 있다. 한상일의 총괄과 회고에 따르면, 연구회의 결성은 당시
학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기보다,
일본 그 자체의 이해와 일본의 정치 · 사회적 변동 규명을 통해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됐다
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연구회 멤버들의 구상 속에는, 일본에 대한 ‘지적(▱
65

ⓗ) 작업’과 ‘객관적 연구’라는 두 개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상일은 초대 총무간사였던 만큼, 회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비
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창간호에 수록된 회원 수는 26명이었는데,
당시의 연령으로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1명, 50대가 3명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30대가 약 절반으로, 매우 젊은 인적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정치학이 압도적으로 많아 21명이었고, 경제학 3
명, 법학 1명, 사회학 1명 등의 구성이었다. 최종 학위 이수 국가별로는 한
국 5명, 일본 7명, 미국 13명, 영국 1명으로, 그 중 일본을 주제로 하여 학위
논문을 쓴 회원은 9명이었다. 여기서 한상일은 네 가지의 특징을 찾아내고
있다. 하나는 30~40대 연구자, 즉 해방 10주년을 전후하여 태어난 연구자
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유학파가 많다는 점이다. 30~40
대의 연구자가 유학했던 때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시기
로, 미국에서는 지역연구가 학술적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확립되었
던 시기다. 이들은 그 세례를 받은 연구자들이었다. 셋째로는, 해외에서 유

64 이정복,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13호, 2001, 1~3쪽.
65 한상일,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5호, 200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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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한 연구자들이 많은 가운데 일본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 연구자는 소수
파였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일본연구회에 모인 다수의 연구자들
에게 일본 연구는 새로운 영역이었다. 네 번째의 특징으로 정치학 연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66
1999년 시점에서 회원 수는 106명으로 늘고, 일본 연구를 전문으로 하
는 연구자가 증가했다. 한상일은 연구자 수의 증가가 상징하듯, 새로운 단
계에 들어선 일본 연구의 과제를 지적한다. 정치학에 치중된 연구를 시정하
고, 우선 제 사회과학의 학술적 연구를 지향해야 하며, 역사와 사상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점을 반성하여, 사회과학과 역사 · 문학의 통합을 통해 국민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미국의 일본 연구로서 획기적 의미를 가진 ‘일본근대사 연구’ 시리
즈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특유의 시각에서 일본을 분석하는 기획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학계의 평가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새로운 세대에
게 숙제를 던지고 있다.67
2003년 여름의 『일본연구논총』 제17호에 기재된 김영작의 「학회의 위
상강화를 위한 제언」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김영작은 이 시기
에 학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그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처
방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김영작은 일본 연구자가 늘고, 그들을 받아들
이는 대학의 자리가 늘어난 것, 게다가 일본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이 늘어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연구를 둘
러싼 환경이 갖춰지고 인프라가 확장되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학회 활동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
었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로는 학회 활동으로부터 학회 외부의 활동으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김영작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
회가 학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고, 국가의 공적 평가와 지원

66 한상일,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4~5쪽.
67 한상일,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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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체제 속에서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
다.68

5) 최근의 일본연구, ‘모델론’에서 ‘관계론’으로 추이하다
그 이후로, 전술한 것과 같이 『일본연구논총』은 전면적인 심사제도로 전환
되어, 특집을 꾸미는 일이 없어졌다. 그 후 일본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
를 수행하는 것은 대학연구소 등의 프로젝트로 이행해 갔다. 그 대신 일본
의 정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의
일본 연구자가 가지는 관심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연구논총』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경향으로는 첫째, 국내정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연구들
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009년과 2010년에 정점을 찍은

<표 1> 2005~2014년 『일본연구논총』 게재 논문 분석(단위: 편 수)
논문주제

국내
정치

국제
정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치사 · 사상사

3

1

2

5

3

3

3

3

2

1

국내정치

0

4

3

4

3

4

2

4

2

6

경제정책

3

4

1

3

6

5

3

3

1

1

사회문화정책

0

1

8

3

2

3

1

2

1

2

행정 · 지방자치

2

4

2

0

3

1

0

1

0

0

기타 정책

0

0

0

0

0

1

1

0

2

0

합계

8

14

16

15

17

17

10

13

8

10

대외관계

10

8

11

10

8

5

4

2

6

6

한일관계

7

7

2

4

1

1

13

1

4

6

합계

17

15

13

14

9

6

17

3

10

12

기타

1

1

1

0

0

0

0

1

1

2

합계

26

30

30

29

26

23

27

17

19

24

68 김영작, 「학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언」, 『일본연구논총』 제17호, 2003,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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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은 2012년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한일관계보다 일반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세하며, 점점 줄
어들다가 2011년 이후 부활 기조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11년은 한일관
계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경향에서 현대 일본연구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즉 미세하나마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일본 국내정치’에서 ‘일본
의 대외정책’ 또는 ‘국제정치 속에서의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2011년에 한일관계 연구가 돌출적으로 증가하고, 2014년에도 다
시 한일관계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9년과 2012년의 일본에서
의 정권교체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일본의 정치변동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우선적
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반응 이후에는 국내정치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내재적 이해의 노력이 동등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도 한국의 현대 일본정치 연구가 ‘이중과제론’으로 제
기되는 숙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전반
적으로는 국내정치에서 대외정책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
을 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덧붙여 지적할 수
있겠다. 즉, 한국의 현대 일본정치 연구는 ‘이중과제론’ 안에서도 ‘일본모델
론’의 시각이 후퇴하면서, 일본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관계
론’의 시각에서 과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일본 연구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그것
은 전근대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연구를 향한 불신의 시선
을 극복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불신의 씨앗은 김성일 일화에서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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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그에 입각한 ‘합리적’
대응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세오판’을 유도한
원흉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일본에 대한 어떠한 낙관론도 조선시대 이후 한
반도에서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거꾸로 국익의 사칙
연산을 생략한 ‘근본주의적’ 일본 비판은 일단은 무오류의 철칙으로 대접받
게 되었다. 이러한 뒤틀림은 근대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 과
정을 겪으면서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연구는
언제나 일본 비판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어야 했고,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적극적 평가를 의도하면 할수록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일종
의 ‘후미에’(㋃⤮, 사상검증을 위한 의례)와 같이 필수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
라서 ‘객관적 일본이해’는 늘 ‘주체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늘 ‘목적의식적’이어야 했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연구에 ‘이
중과제’를 부과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과제’를 한국의 일본 정치연구가 스스로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주체적 필요성’이 더 이상 필수 전제
가 되지 않아도 되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마련되었다. 마침 그 시기에 한
국에서는 ‘세계화’를 구호로 지역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일본
정치 연구가 양적 급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객관적 일
본이해’는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로 털갈이를 하여 일본
연구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현대일본학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
해 온 일군의 일본연구자들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의 축적 위에서 이러한 변
화에 즉응해 일본 연구의 질적 도약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의 일본 정치 연
구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노정(㟢࿊)되고 있다. 그것은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
는 목표가 가지는 이중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정치 연구가 국
제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파악하는 ‘관계론’적 관점에 서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그러한 입장의 과도한 반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시 ‘한일’ 관계라는 특수한 시점으로 돌아오는 손쉬운 통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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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목적에서 보다 중요
한 과제는 일본 정치 연구를 국제적 시좌에서 시도하여 연구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힘써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
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연구의 세계적 전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는 ‘지역에 대해 시선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시선이 제국의
지정학으로부터 강대국의 지역연구로 이동하고, 바야흐로 일상과 생활 세
계에 대해 관심을 쏟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상(⌧≪)을 감
안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지역연구의 중심이, 정책학으로부터 사회과학으
로, 그리고 문학 · 사학 · 철학으로 이동해온 것과도 관련된다. 이 현상은 또
한 달리 말해 지역연구가 적용의 학문으로부터 설명의 학문으로, 그리고 이
해의 학문으로 변화해온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가 등장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역
연구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바야흐로 한국의 일본 지역 연
구는 트랜스내셔널한 지역 속에서 일본을 파악하고, 이를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본 지

역 연구는 또 다른 ‘이중과제’를 안고 있는 듯 보인다. 첫째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일본의 일본 연구와는 다른 또 하나의 중심을 세워, 일본 연구의 또
다른 발신국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일본 연구자 네트워크에 일본
을 포함한 아시아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중첩시키는 것이다. 그 목표는 조선
의 선배들이 일본 연구를 통해 시도했던 세계인식을 21세기에 동아시아 수
준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는
없다’와 ‘동아시아는 실체이다’라는 양 극단의 주장 사이에서 동요하며 공
동(✵Ὕ)이 되어가고 있는 ‘동아시아’론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 정치학은 추상론으로 치우치려는 최신의 포스트모던한 지역연구를 정책
론의 영역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으로
서의 일본 정치’ 연구가 21세기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선도적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델론’과 ‘관계론’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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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복하며 일본연구의 ‘이중과제론’을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길이 될 것이
다.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째에 맞이한 한일관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출
구가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된 초고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일본어 초고는 정지희(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박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근현대사, 미디어와 대중문화 연구)가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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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치네트워크는 협력의 촉진자 내지 갈등의 중재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일 국
교 정상화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치네트워크는 반공과 경제 협력을 동전의 양면으로 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심에 섰다. 처음에는 군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적 연계가 점차 선으로 나아가 초당적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갔다. 탈냉전과 민주화가 진행
되면서 안보 협력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협력체로서의 한
일 관계가 강조되면서 중층적인 지적 교류 네트워크가 정치네트워크와 병행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력의 상대적 균등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한중관계의 발전은 양자
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보스 정치가 약화되고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한편,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갈등 조절자로서의 정치네트워크의 효용성은 낮아지고 있
다. 기존의 한일 정치네트워크들은 부단한 적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대 간 소통의 부적응,
정권 핵심부와의 연계의 약화, 포괄적 대표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합골절 상태
에 놓여 있다. 새로운 한일 협력의 비전이 요구되는 이유다.
주제어: 정치네트워크, 한일의원연맹, 지적 네트워크, 한일포럼, 구조전환, 복합골절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 남기정
투고일자: 2014. 12. 26 | 심사완료일자: 2015. 1. 5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연구
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 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 책임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하나는 기존 연구사 정리다. 둘째는 전근대 시기 일본론
의 검토다. 셋째는 현대일본학회 활동에 대한 분석이다.
기존 연구사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한국적 연구방법론 확립’
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늘 새로운 문제 제기처럼 반복
되고 있다. 조선시대 일본론은 조선 바깥의 세상을 이념과 분리해서 실체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주자학적 세계 인식과의 긴장관계에 더해, 일본 그 자체
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객관적 실체 사이의 긴장이라는 ‘이중의 긴장’이 상존하는 모습을 지닌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을 이해하는 데 미국이라는 보편적 시각이 등장한다. 객관적 일본 연구는 이와
의 긴장관계를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모델로서 일본론이 등장하는 가운데
모델과 실체 사이의 긴장이 의식되었다.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본 정치 연구는 이러한 유산들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또한 극복하는 노력들이 이
어졌다.
주제어: 일본 연구, 이중과제론, 조선의 일본,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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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to strengthen anti-communist alignment worked
as a backbone of cooperation. Personal linkage between the key members of political network
and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lso strengthened cooperative tie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combined with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weakened while cooperative platforms based on shared systems and
values have been upgraded. A variety of intellectual networks have been formed while existing
political networks continued to play a pivotal role.
Howeve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erms of regional and domestic political order led
to a new situation. Economic power gap between Korea and Japan narrowed down. South
Korea acquired elevated confidenc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Progress of Korea-China
ties added a new horizon in handling history-related issues. In addition,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both societies made coordination through informal political network ineffective.
The end of boss politics, generational change in both societies, increasing voices of civic
organizations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as made informal consultation
among key political leaders difficult, though not impossible.
Even though existing political networks are trying to adapt to new political environments,
certain issues have hardly been settled yet: mismatch of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lack of political linkages with core political executives, and exclusive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Developing a renewed vision for future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would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se problems.
• Keywords: Political

Network, Korea-Japan Parliamentary League, Intellectual Network,
Korea-Japan Forum, Structural Transformation, Compound Fracture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 NAM Ki 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which has been leading Korea’s Japanese studies as an area study of Japan.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and
responsibilities in hopes to develop Korea’s study on Japanese politics.
In order to do so, three methods have been proposed. One is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The other is review of premodern Japanese studies, and the last is analysis of the
activities done by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establishing Korea’s own research
methodology” and “securing universality”are raised as double mission that must simultaneously
be achieved. These two tasks had been raised since the 1990s, however, are repeatedly
addressed as newly found examinations. Joseon Dynasty’s Japanese studies served as a tool
to understand the world outside of Joseon objectively separating the world from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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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is approach, conflict between neo-Confucianist cosmopolitan perception against
independent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perception emerges. After Korea’s Liberation, a
new universal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appears in understanding Japan, creating
new tension with objective Japanese studies. After the 1960s, studies on Japan are focused on
Japan as role-model.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began since the 1980s, achieving incremental
development in the 1990s, is the result that succeeded and overcame the past heritage.
• Keywords: Japanese

Studies, double missions, Joseon’s perception on Japan,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ARTICLES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 CHOI Yun Young
Tawada is a writer who continues to ask how the boundary emerges, exists, and falls down.
She carefully watches the changes in the cross-boundary movement. These ques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identity blurring. Based on text analysis of her three works
Opium für Ovid, Das nacke Auge, and Schwager in Bordeaux, this paper shows that Tawada's
texts deal with the phenomena that the boundary of self-identity, language, culture and
nation is not firm but floating. She compares and mixes nonequivalent entities such as myth
and economy, east and west, and capitalism and socialism. Implications of her writing are
big, especial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cause globalization’s characteristic also lies in the
transgressive movement in all human lives.
• Keywords: Yoko

Tawada, transgressive writing, Opium für Ovid, Das nackte Auge, Schwager
in Bord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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