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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역사교육과정과 역사교사의 역할

신 선 호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사)

내  용  목  차

 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3.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4. 역사교사의 역할

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006년 12월 26일,‘역사교육강화방안’발표 
  2007년  2월 28일,  새 교육과정 고시
  2007년  6월 21일,  역사·국어·도덕 과목 국정에서 검정 전환을 고시  

  

작년과 올해는 역사교육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는 그야말로 역사 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과목이 ‘역사’ 라는 

데 아마 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공식 으로 8차 

교육과정이라는 표 을 쓰지 않는다. 교육부는 면 개정보다는 수시 개정을 지

향하고 있으며, 이번의 개정 역시 수시 개정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도 ‘역사’ 교육과정만큼은 8차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해도 될 만큼 커

다란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은 해당 시기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하면서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다. 



교육과정에 향을 주는 요소는 일반 으로 국가사회  요구, 학문  요구, 학습자 

요구로 나뉜다. 

교육목표 설정

학습경험 선정 학습경험 조직

학습성과 평가

우선 이번 역사과목 교육과정 개정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향을 미쳤다. 2006

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역사교육강화에 보내고 있는 뜨거운 

지지와 기 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78.9%),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임(90.3%)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2006.9.23 - 

이러한 국민 인 열망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역사교육강화방안’(2008.12.26)을 

발표하 다. ‘역사교육강화방안’에는 ‘역사’과목 독립, 역사 수업시수 확 , 동아

시아사 신설 등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학습자  요구 한 고려되었다. 국민들은 역사교육에 한 높은 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 문제  한 날카롭게 지 하고 있는 것이다. 새 교육

과정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 ’와 재미없는 역사교육의 ‘ 실’ 사이에 

가로놓인 강을 넘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시 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으로 국민 33.7%가 암기식 학습, 

32%가 장감 없는 교실수업 지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2006.9.23 - 



【표 1】사회과 11개 과목  역사 과목 연도별 수능 선택 순  변화

항목

구분
국사 세계사

2005학년도 수능 5 10

2006학년도 수능 6  11

2007학년도 수능 7  11

학문  요구와 장 교육 실천의 상호작용도 이번 교육과정에 큰 향을 미쳤다. 

‘동아시아사’ 신설은 그 좋은 가 될 것이다. ‘마주보는 한일사’ ‘미래를 여는 역사’, 

‘한일교류의 역사’와 같은 한 · ·일 공동역사인식을 향한 장 역사교육의 실

천이 새로운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2.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이번 사회과 교육과정은 역사교육강화라는 국가사회  요구를 수용하되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원칙 속에서 개정되었다. 우선 사회과의 

체 인 편제 변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사회과 교육과정 신구 비교

  행 개 정 안

1 2 3 고1

⇒

학년 1 2 3 고1

사회 지리

세계사

일사

세계사

지리

일사

지리

일사

세계사

사회
5시간 3시간

(지리+일사) (지리+일사)

(국사) (국사)

국사 

  

(역사)
5시간 3시간

(국사+세계사) (국사+세계사)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큰 변화는 역사를 사회과 내 한 과목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역사의 교과 독립 요구, 사회과의 

지리 ·일사 역의 역사 수  독립 요구와 역간 집 이수제 등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역사를 교과 수 으로 독립하게 될 경우 재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10개 교과의 틀을 무 뜨리게 되고, 역간 집 이수제는 기술·가정, 

과학 교과 등의 분과 요구가 불거지는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행의 사회과 통합 틀을 최 한 유지하는 범  내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역간 집 이수제 등의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별 내용 구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역사｣ 내용 구성

학교 별 학년 내용구성 비고

등학교 5학년(3시간) 인물사, 생활사 심 ｢사회｣의 한 역

학교

2학년(3시간)
선사~조선까지의 한국사

선사~ 세까지의 세계사 근 사 심 

구성
3학년(2시간)

~ 까지의 한국사

~ 까지의 세계사

고등학교 1학년(3시간) 근  한국사와 세계사 융합

‘역사’라는 명칭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것만이 아니라 내용 으로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유기 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수 은 다소 차이를 갖는다. 학교의 경우는 동시 를 병렬 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고등학교는 내용까지도 유기 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학교의 근 사는 고등학교의 근 사만큼 우리역사와 세계사의 계가 긴

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한 국사와 세계사에 한 

통사 인 학습이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 계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다만 학교 내용의 경우 교과서 집필시 자에 따라서는 각각의 내용을 재구성

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지와, 장수업에서 교사가 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진술상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의 진술은 각 

단원별로 강화(大綱化)된 성취기 만을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 에 도달하기 

해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학습활동에 사용할 학습거리와 학습 방법에 해

서는 일차 으로 교과서 집필자, 궁극 으로는 장 교사가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부분 정선하여 축소시켰다. 역사의 경우 망라  역사를 

탈피하고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최소 핵심 개념을 심으로 제시하고자 노력

하 다. ‘낱알 낱알 떨어진 서말의 구슬보다는 한말의 잘 꿰어진 구슬’이 아이들

에게는 더 값진 것이 아닐까? 

3. 개정 역사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새로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순차 으로 장에 용된다. 

【표 4】학교급별 교육과정 현장적용 일정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2009년  1, 2

2010년  3, 4  1

2011년
 5, 6

<5학년 사회>

 2

<역사(상),역사부도>

고 1

<역사>

2012년
 3

<역사(하)>

고 2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2013년 고 3

가. 초등학교 사회5(역사영역)

등학교는 6학년 1학기에서 다루던 우리 역사 내용을 5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1년간 배우게 된다. 행 등학교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 은 불과 1학기 

만에 우리 역사 체를 통사 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이다. 교과서가 무 압축

이어서 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무 어렵다. 만화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등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흥미와 심을 가졌던 아이들이 역사에 좌 하는 첫 계기가 

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등학교 때 통사를 훑고 

학교에서 통사를 다시 공부하게 된다. 계열성이 확보되지 않아 역사학습에 한 

흥미는 더욱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인물사와 생활사를 심으로 한 내용 구성을 강조하 다. 특히 



학생들이 알기 쉽게 당 의 주요 인물이나 문화재를 심으로 역사에 흥미롭게 

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당 의 역사를 망라 으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기를 다루는 제2단원을 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견훤, 궁예, 왕건 등의 인물을 통해 파악한다. ②고려시기 

왕과 귀족,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탐구하고 비교한다. … ⑤금속활자, 청자, 팔만대장경 

등 고려 시기 대표적인 문화재를 통해서 고려시기 과학과 문화를 탐구한다. ⑥생활을 개선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고려시기 인물을 조사한다.”

 나. 역사(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의 이름이 한국사도 세계사도 아닌 ‘역사’다. ‘역사’ 과목을 우리나라와 세

계를 서로 고립된 별개의 주체로 악하는 시각을 지양하고 서로 연 시켜 체계

이고 입체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기 때문이다. ‘역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역사｣ 내용체계

8학년 9학년 10학년

한국사

 역

<한국사 역>

◦ 문명의 형성과 고조

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

◦ 통일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

◦ 고려 사회의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

<한국사 역>

◦ 조선사회의 변동

◦ 근 국가 수립 운동

◦ 한민국의 발

◦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

◦조선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  근

◦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

의 근  개  운동

◦ 근  국가 수립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개

◦ 체주의의 두와 민족

운동의 발

◦ 냉  체제와 한민국 

정부의 수립 

◦ 한민국의 발 과 국제

정세의 변화

◦ 세계화와 우리의 미래

세계사

 역

<세계사 역>

◦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등장

◦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교류의 확 와 통

사회의 발

<세계사 역>

◦ 산업화와 국민국

가의 형성

◦ 아시아․아 리카 

민족운동과 근

국가 수립 운동

◦  세계의 개



학교 과정은 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한 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흐름을 악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고등학교 과정은 근 사를 심

으로 세계사의 흐름 에서 한국사를 주체 으로 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학교 ‘역사’가 한국사와 세계사를 형식 으로 통합하는 것에 그친 반면에 고등

학교 역사는 완 한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8·9학년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에 한 통사 학습이 한 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재 학교 장에서는 교사가 극 으로 학습 내용을 재

구성한 학습 자료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과정의 단원 제시 방식과 다르게 교사가 두 역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창의 인 수업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 역은 학교 과정을 근  심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근 사 심

으로 구성하여 복 학습이 되지 않도록 계열성을 확보하 다. 10학년 ‘역사’ 제1

단원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 ’은 근  한국사를 체 으로 개 하는 단원이다. 

사실 내용을 축약 으로 다룰 수도 있고, 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근  한국사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구성 비율은 학교에서 3 : 2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수  단원 비율을 그 로 유지한 것이다. 고등학

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구성 비율이 8 : 2 는 7 : 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시수도 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도 ‘동아시아사’ ‘한국문화사’ 과목이 신설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다. 

1) 한국문화사

‘한국문화사’는 우리 문화가 형성 발 되어 온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해 개설된 선택과목이다. 한국문화사는 국민공통과정 역사



과목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심화과목이다. 학습자가 우리 역사를 심

층 으로 이해하고 역사  사고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의 개과정을 

주제별로 구성하 다.

【표 6】｢한국문화사｣의 내용 체계

역 내용 요소

원시 사회와 

문화

선사 시  자연 환경, 인류와 문화의 이동,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청동기· 기철기 문화 

고  사회와 

문화

신화와 의례, 고  국가의 특징,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고  국가와의 

계, 고  종교, 유물과 유 , 문자 생활, 생활양식

고려 사회와 

문화

경제 제도와 신분 제도, 외 계, 유교, 불교, 문학과 술, 과학 

기술, 의례와 생활 습속

조선 기 

사회와 문화

경제 제도, 유교 문화, 문물제도와 학술 편찬, 문학과 술, 과학과 

기술, 불교와 민간 신앙, 락, 친족, 가족 문화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

경제 제도의 변화, 성리학  질서의 완화, 외 교류, 실학, 문학과 

술, 과학 기술, 서민 문화

근  사회와 

문화

민주 공화정, 자본주의 발 , 신문물의 도입, 신분제 폐지, 민족말살

정책, 민족문화수호 운동

 사회와 

문화 
산업화, 농  공동체 해체, 도시화, 도시의 성립과 변천, 민주화

한국문화사는 한국 역사의 반을 문화요소를 심으로 다루되 각 시 별로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찰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시기의 문화가 형성

되는 과정과 그 시기 문화가 지닌 특징 등을 살피되, 사회 경제  맥락과 교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한 개방 이고 종합 인 이해에 도달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사는 행 고등학교 1학년 국사 교과서의 ‘문화’ 단원만을 뽑아서 단

순히 재편집한 형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종래 통사에서 문화 단원을 

다루는 방식 즉 수많은 문화유산을 단편 이고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지

양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 과목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2) 세계 역사의 이해

‘세계역사의 이해’는 여러 지역의 독특한 문화  특징과 그 역사  형성 과정을 

비교의 에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의 교류와 갈등을 통해 형성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세계 역

사의 이해는 역사  사건은 물론  세계의 특징  쟁 들을 역사의 맥락에서 

탐구함으로써 역사  탐구 방법을 익히고 역사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개별 국가를 넘어서서 지역 세계라는 

새로운 단 를 설정하고 여러 지역의 역사  경험을 비교할 수 있는 주제, 각 지

역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세계의 특징과 쟁 을 악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7】｢세계 역사의 이해｣ 내용 체계

역 내용 요소

역사와 인간 세계사 학습의 요성, 세계사 탐구 방법,

도시 문명의 성립과 

지역 문화의 형성

도시 문명의 발생, 진․한 제국, 마우리아 왕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로마 

지역 문화의 발 과 

종교의 확산

유목민족, 수․당과 동아시아, 이슬람 세력, 게르만 민족과 

로마, 유교, 불교, 힌두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과학기술, 

문화교류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

송과 동아시아의 경제, 이슬람 세계의 경제, 유럽의 경제, 

동아시아 교역, 인도양 교역, 지 해 교역, 사하라 횡단 교

역, 몽골 제국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  교역망의 형성

동아시아·무굴 제국·오스만 제국·유럽 세계에서 등장한 새

로운 국제 질서, 동아시아 교역, 서양 교역, 은의 유통과 

세계 교역망의 통합

서양 근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과학 명, 계몽사상, 시민 명, 산업 명과 산업화, 국민국가, 

자유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운동

아시아․아 리카․아메리카에서의 식민 지배와 민족 운동, 

일본․ 국․오스만 투르크 등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

 세계의 변화와 

과제

20세기의 쟁과 갈등,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자본주의의 

변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과학기술 



세계 역사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 사의 

비 을 높 다. 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한 배려이다. 

둘째 서구 심주의를 배제하 다. 단원명에서 고 , 세 등 시  명을 삭제함으

로써 서양의 시기 구분에 의해 다른 지역의 역사를 일방 으로 재단하는 문제 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다양한 문화권, 문명권, 지역 간의 갈등과 교류, 

력과 같은 상호 작용을 시기별 특징과 함께 비교사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이 게 함으로써 망라주의를 벗어나고, 학교 세계사 역과의 계

열성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 다. 

3)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는 한․ ․일 3국을 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단 로 가르치는 과목이다. 즉 이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된 인간 활

동과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 으로 악하여 이 지역에 한 이해를 증진

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 발 을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표 8】｢동아시아사｣ 내용 체계

역 내용 요소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간 인구 이동과 쟁, 고  불교,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 동아시아 국제 계

생산력의 발 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 과 소농 경 , 문신과 무인, 성

리학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  통의 형성

17세기 후 동아시아의 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  통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  국민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오늘날의 동아시아
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 , 갈등과 화해



이 과목은 우리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서 시도된 이 없는  새로운 역

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 과거 삶을 반추하며 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

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날로 긴 해가는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는 그간의 연 기순의 역사  기술 방식을 벗어나 주제 심의 서

술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망라주의는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구성이다. 이 과목의 

내용 요소는 지역  양상을 비교하기에 합한 것을 심으로 하되 동아시아 지

역의 갈등과 교류를 사실 그 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 으로 동아시아가 긴 한 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유산을 축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동아시아사는 재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

하고 력 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역사교사의 역할 

가. 기회인가? 위기인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해들은 김구 선생은 ‘아 왜 이 

항복’이라는 유명한 탄식을 하 다고 한다. 그것은 국내진공작 을 계획하고 있던 

김구선생이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지 못한 것에 한 아쉬움과 그에 따른 외

세의 개입에 한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재 우리 역사교육계가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 역사교육강화방

안은 우리 역사교육계의 꾸 한 노력의 결실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힘입은 바 크다. 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역사교육강화방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이러한 외  요인에 의해서만 역사

교육강화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 부터 역사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역사교육 정상화론’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는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역사교육계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교육강화방안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외부(여론) 힘에 많이 의지했다는 이다. 사의 경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체 인 힘으로 서지 못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리기 쉽다.



과정이야 어 든 역사교육계의 입장에서는 기 끝에 기회가 온 셈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이 기회가 오히려 기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만약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그 교과서를 교사들이 수업 장에서 잘 구 하지 못한다면 지 의 지지는 그 로 

비 과 비난의 화살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말 것이다. 지 의 기회를 이용해 

외부요인에 의해서 흔들지 않는 튼튼한 역사교육의 버 목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역사교육의 버 목을 세우는 일에 가장 요한 책임은 바로 역사교사

들이 맡아야 한다. 새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사의 역할이 더욱 요해지기 때문이다. 

새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은 강(大綱)화 된다. 강화한 취지는 교육과정 권한

을 앙정부에서 학교단 로 넘겨 으로써 교육권한의 지방분화, 교과서 자와 

학교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 강화, 교육과정 실천과정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

이다. 행 교육과정이 소주제의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여 교과서와 수업을 획

일화하고 있다는 비 을 수용한 것이다. 성취목표의 최소 필수화를 통해서 선택과 

집 , 단원 구성의 유연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과정 운 의 재

량권을 가진 장 교사들의 책임감이 무거워진 것이다. 역사교사가 노력하지 않

는다면 새교육과정은 고스란히 교사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오히려 그만큼 학습

자의 혼란만 가 시킬 수 있다. 

나. 역사교사의 역할

앞으로 새교육과정 운 의 책임자로서 새교육과정의 정착을 해서 장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강화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교과서에 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나가야 한다. 교과서는 학습자료 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여 히 

가장 요한 학습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교육부는 새교육과정에 따라 역사 

과목들(7개 과목) 한 교과서 모형 개발을 마쳤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결합한 

‘역사’과목 뿐만 아니라 신설된 동아시아사와 한국문화사 등은 새로운 내용 선정 

원리를 지향하고 있어 각별한 심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

부는 2008년에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물들은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집필진이 아니더



역 개발진

학교 역사

○ 총 6명 - 연구책임자      김한종(한국교원  교수)

   김형종(서울  교수)       김정겸(목일 학교 교사)

   이성호(배명  교사)       고재연(구월  교사) 

   김선옥(상경  교사)

고등학교 역사

○ 총 9명 - 연구책임자     방지원( 고 교사)

   김태웅(서울  교수)      김종훈(강남  교사)

   송지선(구로고 교사)      이지 (경기여고 교사)

   윤종배(온곡  교사)      남동 ( 명 소하고 교사)

   천은수(인천 부개고 교사) 김지 (부천 북여  교사) 

라도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 후속 연구 결과물에 해 극 인 의견을 개진함으

로써 보다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도와야 한다. 

【표 9】교과서 모형단원 개발진 현황 

둘째 교과서에 해 극 인 참여와 평가를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과서는 

역사학자가 쓸 것이 아니라 역사교사가 써야만 한다. <표9>의 모형단원 개발진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가 가 써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보다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이번에 발간된 ‘독일· 랑스 공동역사교과서’의 자가 모두 

직 역사교사라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교과서 집필에 더 많은 역사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한 교과서가 나온 다음에는 채택을 통한 장교사의 

평가권 행사로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잘못된 서술이나 내용 

구성에 해서는 출 사  자에게 시정을 극 으로 요구해나가야 한다. 교

육부에서는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CUTIS)를 운 하고 있다. 이곳에 반

된 오류시정 요구나 의견은 실시간으로 교과서 수정에 반 되고 있다.  

셋째 역사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창

조 으로 재구성해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상의 성취수 과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수업 진행을 반드시 교육과정(교과서) 순

서에 의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창조 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옥같은 

역사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멋진 역사수업을 만드는 것은 역사교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째, 역사교사들에게 지워진 사회  책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 을 한 역사인식의 공유  교과서 력에 역사교사들이 앞장 서야 

한다. 야단법석을 떨었던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실제 채택율은 ’01년 0.039%, 

’06년 0.409%로 극히 낮았다. 한ㆍ일 역사교사 단체 등 시민단체의 자발 인 공동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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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의 세계사적 계기와 동아시아

최 덕 수

(고려대학교 교수)

1. 머리말:‘세계화’와 역사교육

※ 국사교과서(2010년) 독립

한국근 사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
 세  계  사    세계역사의 이해

학문적ㆍ현실적 배경

‘세계화시 ’

※ 20세기 : 제국주의(식민지, 쟁)와 냉 의 시

※ 21세기 : (탈)냉  이후의 세계사 - 지역공동체

                                   EU/동아시아공동체론

                                   환태평양/환황해경제권

   동아시아공동체/동북아시아 균형자론

      국제화․세계화 

             한일 계의 실상과 허상

                         ‘21세기 새로운 한일공동 트 십 
공동선언’(1998.10.8)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  



                         과거사청산 /독도문제(2005-2008)

                           교과서문제(1982-2001/2005) ‘근린제국조항’(1982.9.9)
                        “‘反日’에서 ‘克日’로” 독립기념 건립기 모 (1982.8) 

[자료1] 6자 회담 참가국 국력비교

국명 인구 면 GDP 국방비

한국 4900만 9.9만㎦  9570억弗 219억 弗

북한 2300만 12.2만㎦ 약 200억 弗 약 20억 弗

미국 3억 1000만 962.7만㎦ 13조 8438억 弗 5287억 弗

러시아 1억 4000만 1707.5만㎦ 1조 2895억 弗 347억 弗

국 13억 3000만 959.6만㎦ 3조 2508억 弗 495억 弗

일본 1억 3000만 37.7만㎦ 4조 3837억 弗 437억 弗

〔자료2〕

1982.8.26 일본관방장관 미야자키고이치 성명

“과거 우리나라의 행 에 의해 한국 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에세 多

大한 고통과 손해를 끼친 일을 깊히 자각하고, 그와같은 일이 두 번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반성과 결의 에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으며...일한공동코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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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 일  공동성명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도 당

연히 존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검정 기 에 ‘근린조항’ 신설

           “근린 아시아 각국과의 근  역사상을 다루는데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 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1985. 8.14  방장 담화

           “ 내각총리 신(나카소네야스히로)이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 신 

자격으로 참배함” 

1994.6.9   “戰後五十年國 決議”(‘역사를 교훈으로 평화 결화를 새롭게하는 

결의’)       8.15  ‘ 후오십년종 기념일담화’(村山談話)

           “세계의 근 사에 있었던 다양한 식민지지배와 침략행 을 돌아보

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했던 행 와 다른 국가의 국민, 특히 

아시아 각국의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마

음을 밝힙니다.”

1995.6.14  ‘여성을 한 아시아평화우호기 ’ 설치.

2001.2005년 역사교과서 왜곡심화와 응

‘고이즈미정권의 탄생(2001.4-2006.9)과 역사인식’

2001.8.15 내각총리 신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2002.4.21              “

2003.1.14              “

2004.1.1               “

2005.10.17             “

2005.3.16 일본시마네 의회 “다께시마의 날(2월 22일)” 의결

2005.3.18 마산시의회 “ 마도의 날(6월 19일)” 의결

2009.1.13 “한일정상회담 의미와 과제, 경제 기극복 의...

과거사는 비켜가/한일 계  냉온탕되풀이 

조선일보 2009.1.13 기사. 



2. 동아시아 세계의 세계화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1) 西勢東漸과 東아시아세계

인도항로 (1498, 연산 4년)

주항로 (1513)

마젤란 세계일주 (1519, 종 14년)

나가사키 (1567)

마카오 무역거  (1571)

마닐라 건설 (1571)

국 동인도회사 (1600)

동무역체제 (1757)

阿片戰爭 (1839 - 42)  南京條約 

望厦條約 \ 黃埔條約 (1844)

廣東條約 (1847) 기독교포교권

伊犂條約 (1851) 자유무세무역

* 太平天國 발발 (1851 - 1864) 

南京占領 (1853)

페리 艦隊 (1853) 米日和親條約 (1854)

日米修好通商條約 (1858)

* Hendrick Hamell(1630-1692), 1653년 제주표류, 하멜표류기｝1688년.

2) 19세기 후반 西勢東漸의 質的변화

* 世界貿易에서 地域的 構造의 變化. 18~19세기 (單位 : %)

1720 1750 1780 1800 1820 1840 1860

국 13 13 12 33 27 25 25

랑스 8 10 12 9 9 11 11

독일 9 11 11 10 11 8 9

스 스 1 1 2 1 2 2 2

네델란드․벨기에 5 4 4 4 6 7 6

스웨덴․노르웨이 2 2 3 1 2 2 2

이탈리아 4 4 4 3 4 5 3

오스트리아제국 2 3 3 2 3 4 3

러시아 9 10 9 9 6 5 3

미국 ― ― 2 5 6 7 9

歐米 合計 53 58 62 77 76 76 73

기 타 47 42 38 23 24 24 27

合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W. W. Rostow, The World Economy, London, 1978,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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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華夷秩序

宗屬關係: 冊 과 朝貢/ 交隣關係

청국  아편 쟁(1840-42)  ‘中體西用’   ‘殖産 業’(산업화)

일본  ‘黑船’(1853)       ‘和魂洋才’ = ‘富國强兵’

조선  ‘운양호사건’(1875) ‘東道西器’    근 화, 자주국방

  

阿片戰爭(1839-42)     南京條約 13개조\ 望厦條約\黃埔條約(1844)\

伊犁條約(1851)\ 北京條約(1860)

        *南京條約(1842)

         香港島 할양\ 5港(廣州, 厦門, 福州, 寧波, 上海)

         개항장 사주재\ 비배상\공행무역폐지

         정 세, 사재 권, 최혜국조 , 개항장군함정박권.

       * 太平天國 발발(1851-1864)  洪秀全  拜上帝敎

南京占領(1853) 

페리艦隊(1853)        米日和親條約(1854)  日米修好通商條約(1858)

 

丙寅洋擾(1866)  辛未洋擾(1871)

척화비 건립과 ‘내정’

“洋夷侵犯 非戰卽和 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辛

未立”

강화도조약 (1876)

‘開港’의 배경:內因論    국내개항론자의 등장   

外因論                 일본의 조선정책

구미열강의 개방요구

* 征韓論=明治6年政變



3. 1880년   조선정부의 개화정책과 동아시아

1) 개항 후 대외정세의 파악

제1차 修信使 金綺秀(1876. 5. 29 ~ 6. 28)

제2차 修信使 金弘集(1880. 7)

※ 駐日 淸國公使 何如章ㆍ參贊官  黃遵憲 <<朝鮮策略>>

   朝鮮策略的 세계인식 ‘親中國 結日本 聯美國’

   

2) 정부기구개편

統理機務衙門 설치(1881. 1)

事大. 交隣. 軍務. 邊政. 通商. 軍物

機械. 船艦. 理用. 典選. 譏沿. 語學

別技軍    (1881. 5)

領選使    (1881. 11)   學徒(20人)  工匠(18人)

朝士視察團(1881. 5-8)  朝士(12人)  隨員(26人)

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1882. 4.  6)

朝英修好通商條規 조인(1882. 4. 21)

朝獨修好通商條規 조인(1882. 5. 15)           

※ 開放과 武備自强    

4. 1882년 조선과 동아시아

1882. 6.  9   武衛營軍兵들 폭동. 壬午軍亂

6. 10   大院君 재집권

6. 15   花房義質 일본공사 나가사키 도착. 임오군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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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   일본내각 조선출병 결정

6. 22   일본내각 戒嚴令 制定 發

6. 25   청 정부 임오군란 개입 발표

6. 27   청의 馬建忠ㆍ丁汝昌 등 군함 3척으로 인천 月尾島 도착

6. 29   花房義質 호  육해군과 함께 인천 제물포 도착

일본내각 징발령 制定 發

6. 30   미국 군함 모노사키호 인천 月尾島 도착

7.  3   花房義質 1개  이끌고 입경 

7.  7   청군 南陽灣 도착

7. 12   청군 제독 오장경 군 를 이끌고 입경(약 4,500명)

7. 13   청군 大院君 납치. 天津으로 호송

7. 17   일본과 濟物浦 조약과 朝日修好條規續約을 체결

8.  1   민비 창덕궁으로 환궁

8.  5   국의 斥和碑를 모두 헐게 함

8.  9   수신사 朴泳孝, 金晩植 등 인천출발

8. 23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조인

청국과 일본의 조선정책의 환과 ‘내정’

           청 : 신속방화정책

         일본 : 자유민권운동과 조선문제

5.맺음말:  ‘내정’과 ‘ 외정책’

초기개화정책의 목표와 성격 

: 개방 개  정책의 국내외  환경



한반도의 국제적 분쟁지역화의 기점 

※(사료) ‘수도와 지방에 세운 척양비를 모두 뽑아버리라.’ 高宗實 ｝고종 19년 8월 5일   

왕이 말하길 … 우리나라는 바다의 한쪽 구석에 처하여 다른 나라와 교섭해 보지 

않은 관계로, 견문이 넓지 못하고 고스란히 제 지조나 지키면서 500년을 내려왔다.

최근에 천하대세는 옛날과 아주 다르다. 유럽과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 곧 영국·

프랑스·미국·러시아 등은 정밀한 기계를 제조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세계 수 

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병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국제공법으로 서로 대치하기를 

마치 춘추 열국 시대와 다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홀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중

국도 오히려 평등한 처지에서 서로 조약을 맺으며, 서양을 엄하게 배척하는 일본도 

결국 서로 선린 관계를 맺고 통상을 하니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는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 논의를 벌이는 사람들은 또한 서양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지고 장차 예수교에 물들 것이라 여긴다. 이것은 물론 유교와 세상 교화를 위

해서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이고, 종교를 막는 일은 원래 종교를 막는 문제이며,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세

계의 공법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설사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래 배운다 하더라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이상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무슨 걱정인가. 숭상하고 

물리치는 데는 딴 재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종교를 배척하고 도구와 기물(器物)

을 본받는 것은 원래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하고 약한 형

세가 두드러진 조건에서 그들의 도구와 기물(器物)을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

들의 침략을 막아내며 그들이 넘겨다보는 것을 막겠는가. 참으로 안으로는 정사와 교

화를 잘하며 밖으로는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예의를 지키면서 각 

나라와 대등하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일반 백성들과 함께 태평세월을 누린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 그리고 이왕 서양의 각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이상 

경외(京外)에 세워놓은 ʻ척양비(斥洋碑)ʼ는 시기가 달라진만큼 모두 일제히 뽑아버릴 

것이다.…”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2008, 지식산업사

국역사교사모임, 역사무엇을 어떻게가르칠까, 2008, 휴머니스트.

이시가와쇼지 외,  끝나지않은20세기, 2008, 역사비평사.  



식민지 경험과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속의 식민지시기, 그리고 한국사 속의 자리매김

정 재 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1. 왜 ‘식민지시기’인가?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제국일본의 식민지 다. 식민지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왔다 헛개비처럼 사라져버린 회오리바람이 아니라, 그 처지로 락하

는데 오랜 기간의 사(前史)가 있고,  그 질곡(桎梏)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기

간의 후사(後史)가 있던 을 감안하면, 식민지시기는 한국 근 사라는 옷감을 

짜는데 날  혹은 씨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식민지 을 당시 세계

의 부분이 그와 유사한 처지 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도 

다수의 세계인과 공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시기에 

한 연구는 한국의 근 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근 사,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양자의 사를 악하는데 아주 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역사학은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 맞추어 식민지시기의 성격에 해 

여러 가지 담론을 쏟아내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입론(立論)의 주지(主旨)는 ‘식

민지  근 성론’, ‘식민지 근 화론’, ‘탈근 론(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등으로 각양각색이지만, 제국일본의 식민지지배를 ‘근 성’

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새롭게 조명해보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는 일치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식민지시기를 ‘근 성’이라는 키워드로써 조망하는 것은 

20여 년 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도 이었다. 한국사의 정체성(停滯性)과 타율

성(他律性)을 강조한 식민주의사 (植民主義史觀)을 극복하는 것이 체 명(絶



體絶命)의 과제 던 당시의 한국사학계에서 식민지시기에 해 ‘근 성’을 운

(云 )하는 것은 도 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叛 )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식

민지시기의 연구는 한국의 발 에 한 일본의 왜곡, 한국의 항에 한 일본의 

탄압 등을 서로 립시켜 악하는 것이 주류이었다. 1980년  말까지 한국사학

계를 풍미한 민족주의 역사학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이런 방식의 연구를 한

껏 부추겼다.

그런데 1990년 에 들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소냉 의 종언이라는 세계

사의 환을 배경으로 하여 식민지시기에 한 한국사학계의 연구경향은 격히 

변화했다. 식민지 근 화론은 물론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 각종 포스트주

의와 문화이론이 폭발 으로 등장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담론도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고담 론(高談峻論)에서 마을과 개인이라는 미세한 신변잡설(身邊雜說)로 

바 어갔다. 한국의 식민지 연구가 세계의 식민지 연구와 연구방법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근 사 속에서 식민지시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묻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식민지시기 

연구를 ‘근 성’이라는 시각에 을 맞추어 소개하고, 논의를 좀더 심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 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화제는 

주로 식민지 근 를 둘러싼 몇 가지 담론의 주지(主旨), 한국 근 사에서 식민

지시기가 차지하는 치, 식민지 근 의 세계사  보편성과 한국사  특수성 등이 

될 것이다. 다만 나의 천학비재(淺學菲才)함으로 인해 논의는 주로 사회경제사 

연구에 집 하게 될 것이다. 이 이 세계화가 격히 진행되는 오늘의 실에서 

한국의 식민지시기를 세계사와 한국사의 상호 련 속에서 새롭게 재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 식민지시기의 ‘근 성’을 어떻게 악할 것인가?

역사연구의 시각과 지향은 당시 의 과제와 역사가의 의식에 크게 좌우되게 

마련이다. 해방 이후 자주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마당에서 진행된 한국사

학계의 식민지시기 연구는 제국일본이 만들어낸 식민주의사 을 비 하고 극복



하는데 주력했다. 1960년  이래의 ‘내재  발 론’ 는 ‘식민지 수탈론’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연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조선후기 즉 17-18세기 한국의 각 분야에서는 자본주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자생 으로 등장하여 근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서구 역사의 발 법칙이 한국역사에도 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내재  발 은 19세기 반 이래 제국일

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 왜곡 는 압살되었다. 특히 식민지시기에는 제국일본의 

억압과 수탈로 인해 한국의 사회경제는 몰락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항과 

해방 운동이 치열하게 개되었다. 

와 같은 의 식민지시기 연구는, 제국일본이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군수공업화정책 등을 통해 토지, 미곡, 자원, 인력 등을 얼마나 많이 수탈했는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식민지 수탈론’이라 불리는 연구가 그것이다. ‘식민지 

수탈론’은 ‘내재  발 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일제 침략이 없었더라면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 맹아(萌芽)가 더욱 성장하여 근  자본주의로 발 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내재  발 론’과 ‘식민지 수탈론’은 표리가 되어 

한국민족의 항일투쟁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해방

운동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한 역이 되고, 근 화성취는 지고지선(至高至

善)의 목표가 되기 일쑤 다.

그런데 1980년  반 이후 한국사학계에서 ‘내재  발 론’과 ‘식민지 수탈론’에 

해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주로 한국근 경제사를 연구하는 이

들은 와 같은 연구가 조선후기의 역사 개를 서구의 역사경로에 꿰맞추기 해 

근  요소만을 부조(浮彫)시켜 실증 면에서 약 이 많다고 비 했다.  성장

하던 자본주의 맹아가 제국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 어떻게 변용되어갔는가를 

밝히지 못함으로써 한국 근 사의 흐름을 정합 (整合的)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약 을 안고 있다고 지 했다. 즉 두 가지 이론은 근 사회의 발 과정에서 국제  

계기 혹은 외래  요소가 수행한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제국일본의 

침략과 억압에만 을 뺏겨 그것의 문명화 작용 즉 개발의 측면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의 비 론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명칭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의 연구를 일단 

‘식민지 근 화론’이라고 부르겠다. ‘식민지 근 화론’은 식민지시기를 연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수탈과 억압’이 아닌 ‘개발과 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개발을 통한 수탈’이라는 

의미에서의 ‘식민지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이 근  농민, 노동자, 자본가 

등의 계 으로 변신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개발’이다. 후자는 한국인을 식민지의 

지배 상 는 항 주체로서만 보지 말고, 식민지  왜곡을 내포하면서도 근  

민족으로서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시한다. ‘식민지 근 화론’은 1980년  

반 이후 실 사회주의의 면  붕괴라는 세계정세와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  

발 이라는 국내사정을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실례로서 극 ․ 정 으로 

활용한다.

‘식민지 근 화론’의 논지(論旨)를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변동에 을 맞

추어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식민지시기에 본원  축 이 속히 진

되어 자본-임노동 계가 확 되고 공장제 공업이 속히 발흥했다. 그리하여 

1930년 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한국경제의 개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 과정

에서 한국인 소유의 공장과 한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폭 증가하고, 제한된 분야

이기는 하지만 근  설비를 갖춘 기업이나 기능공  기술자도 출 했다. 한국

인의 ‘자기성장’은 비록 식민지 체제의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목

할만한 상이었다. 식민지시기의 이러한 변화는 한 번 일어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개로 이어지는 역

사  조건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식민지 근 화론’을 바탕에 깔면서도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를 경제

성장사의 에서 분석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국민경제계산의 틀에 

맞추어 식민지의 경제통계를 정리하여 경제성장을 수량 으로 악하고, 근 경

제학의 개념과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성장요인을 구명한다. 그 결과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등의 매크로 데이터가 정비되고,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의 경제상황을 

연속 혹은 단 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되었다.  한국경제를 

일본제국주의의 경제권에 속한 다른 지역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질을 구명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식민지에서 성립한 자본주의란 결국 본국 자본주의의 이식이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일본 자본주의의 연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이 주도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변동의 일환으로서 악해야만 그 

특성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와 다른 견해를 가진 한국사 연구자 에서 ‘식민지 근

화론’에 해 거세게 비 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비 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식민지 근 화론’은 한국에서 제국일본의 ‘개발을 통한 수탈’을 말하면서도, 실은 

제국일본의 한국인에 한 수탈과 차별의 측면은 무시하고 발 과 성장의 측면

만을 부각시킨다.  한국인이 지식․기술․ 리 등의 능력을 축 하여 근 민족

으로서 성장해갔다고 말하지만, 식민지체제가 강고해질수록 자주  민족의식이 

쇠퇴하여 ‘친일’이 내재화되었다는 측면을 무시한다.  그들은 식민지시기의 한

국경제의 발 을 한국인 경제의 발 이라는 잘못된 등식에서 출발한다. 식민지시기 

한국농민의 소득변화를 보면, 농업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보다 일본인의 토지소유 

증가율이 훨씬 높아서, 농업개발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한국인 몫은 

오히려 감소했다. 공업의 개발과 더불어 한국인 노동자 수는 증가했지만 실질

임 은 하락했다.  시체제 말기 직 까지 성장의 경향을 나타낸 한국인 기업도 

부분 세규모인데다가 특정한 분야에 몰려 있어 한국경제에서 큰 비 을 차지

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의 수  증가로 인한 소득창출도 크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인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여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한국경제의 명

맥을 장악해갔다. 그러므로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ㆍ노동ㆍ자본의 세 가지 생산요

소 가운데 일본인이 토지와 자본에 한 지배력을 격히 높여간 과정이었고, 한

국인은 주로 노동 공 의 확 를 통해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양  성장의 지표를 가지고 식민지 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식민지를 독립된 국민경제인 것처럼 다루면 그 속에 감추어진 민족모

순을 드러낼 수 없다.  해방 시 에서 한국에 남은 일본인 자산의 가치도 식민지 

경제구조의 와해과정  한국 쟁을 거치면서 격히 어서, 1950년  말까지 

미국이 한국에 원조한 액수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식민지의 물  

유산이 1960년  이후 한국의 경제발 에 큰 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기 때문에 식민지시기의 연구는 오히려 일제의 수탈을 더욱 명백히 밝힘과 동

시에,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력이 어떻게 철되어 갔는가를 

구명해야 한다. 즉 식민지시기의 변화를 일제 지배의 소산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인이 산업ㆍ교육ㆍ사상ㆍ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에도 좌 하지 않고 분투한 

것으로서 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  반 이후 한국의 식민지시기 연구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식민지 근 성’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ㆍ민

족ㆍ계  등을 시하던 거시(巨視) 담론은 약해지고 권력ㆍ문화ㆍ지식 등을 강조

하는 미시(微視) 담론이 유행하게 되었다. 탈민족(脫民族)과 탈국가(脫國家)를 주창

하는 포스트모더니즘도 등장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에서 종래 유행했던 사

회사연구 등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방법론이었다. 사회사의 패러다임은 

거  구조와 그것의 형성 과정에 역사서술의 을 맞추고, 역사를 통일되고 일

된 체제로서 악하며, 사회경제  결정론에 입각하여 인과  분석과 설명을 

시도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은 역사가 인식하고 서술하려는 상, 즉 역사  

실이 본질 으로 매우 복합 이고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단히 불투명하고 모호하다는 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실을 하

나의 에서 악하고 일률 으로 설명하거나 통일된 체계와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연구하는 것은 역사가 원래 지니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이다. 특히 역사를 체로 귀일(歸一)하는 하나의 일 (一貫)된 과정

으로 악하는 것은 목 론 이고 결과론 인 에 불과하다. 역사는 단선 인 

발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그 흐름이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기도 

하는 ‘복수의 역사’들로서 이루어진다. ‘복수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역사를 단 ‘하나의 역사’로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험한 일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 선 역사연구자들은 자본주의․국

가․민족․계  등과 같은 거시  언설 신에 육체ㆍ욕망ㆍ문화ㆍ지식ㆍ권력 

등과 같은 미시  용어를 구사하여 민족주의에 경도된 식민지 연구를 비 한다. 

탈국가와 탈민족을 지향하는 한국근 사 연구자가 모두 포스트모더니즘의 

신 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지만 그들의 역사 에 랑스 사상을 심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의 사고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민족

이나 계  등은 본질 으로 언어와 언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유동 이고 가

변 인 성질을 띠고 있다고 인식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식민지시기의 

연구는 정치ㆍ경제ㆍ제도 차원의 근 화 분석이 아니라, 감옥ㆍ경찰ㆍ군  등의 

지배기구 는 학교ㆍ병원ㆍ일터 등의 일상기구를 통해 제국일본이 어떻게 을 

통제해왔는지를 밝혔다.  지배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한 지식의 창출과 통  

념의 활용이나, 신체ㆍ정신ㆍ여가 등에 내포되어 있는 식민지 근 의 특질을 

구명했다. 도시화의 진 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일하는 여성의 처지에 해서도 



심을 기울 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 역에서 개발이냐 수탈이냐를 둘러싸고 

개된 식민지 근 성에 한 논의를 모든 사회 역으로 확 시키고, 통과 근 , 

식민지성과 근 성, 근 사와 사 등을 서로 련시켜 악함으로써 식민지시기 

연구에 자극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식민지시기 연구는 아직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충분히 악

하고 미래의 도정(道程)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한 것 같다. 통일 민족국가 

건설의 근  로젝트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한국에서 국가ㆍ민족ㆍ계 을 경시

하는 역사연구가 근 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심스

럽다는 비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사 속에서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한국의 근 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국일본에 의한 식

민지지배와 미소(美 )의 결에 추수(追隨)한 남북분단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물론 

한국사의 개와 맞물려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내재  특징과 외래 (外來的) 

특징이 날 과 씨 처럼 얽힌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의 태반(太半)을 차지하고 

있는 후진국은 개 식민지 는 반식민지를 경험했으므로, 한국의 근 사는 

세계사에도 통하는 특징을 집약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식민지시기를 근 사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에 해서는 

이미 100년 가까운 논쟁의 기록이 있다. 좀 난폭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반

건사회론’과 ‘식민지자본주의사회론’ 등의 몇 가지 담론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민지반 건사회론은 제국일본 아래 한국사회는 제국주의자본, 속자본, 민족

자본, 반 건제 등의 여러 경제범주가 서로 규정 인 향을 미치면서 첩되어 

있다고 본다. 그 에서도 일본제국주의 경제에 의해 지지‧보호‧이용되는 부문이 

 비 을 차지한다. 반 건제(半 建制)의 ‘반(半)’이란 세계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되면서 창출된 자본주의 (前資本主義的) 토지소유 계를 가리키므로, 반

건제란 일반 으로 근  지주제를 의미한다. 식민지에서의 제국주의는 권



력의 장악과 행사를 통해 경제 계 반에 압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민지

반 건사회는 상부구조로서의 권력이 식민지 이고, 그 토 의 주축이 반 건

이라는 뜻이 아니라, 토  그 자체에서 식민지성과 반 건성이 동시에 철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해야 한다. 이러한 식민지반 건 인 사회성격은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실시한 토지개 과 농지개  등을 겪으면서 해소되었다.

반면에 식민지자본주의사회론은 일제하의 한국사회가 융독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이고, 반 건 인 지주제의 확 ․강화라는 농업변동조차도 일제 융

자본의 포  지배에 규정되어 일어난 상으로 본다. 한국사회는 1910년 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본원  축 과정을 경험하 으며, 1930년

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막 한 농업인구가 국내외의 특정지역과 산업부문으로 

단기간에 속히 이동하는 사회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소공장의 량 발생‧

발 과 동시에 규모 공장화의 경향이 진 되고, 경성을 비롯한 도시와 농 에서 

범 한 자본주의 인 사회  분업이 성립했다. 그리하여 1930년  후반 이후 

한국사회는 러일 쟁기의 일본과 비슷한 수 의 자본주의사회를 형성했다. 당시 

한국경제는 도시기능이 소수 도시로 극단 으로 집 하고, 세공업이 박약한 

반면 공장이 압도  우 에 서서 칭을 이루고,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에 강하게 

의존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역에서 한국인의 활동이 격히 증  

하는 것과 같은 독자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

경제의 제가 되었다.

불과 20여년 만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학계와 사회과학계는 개 한국자본주

의가 미국과 일본의 심자본주의에 종속되어 아무리 용을 써도 ‘ 개발’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른바 종속이론에 의거한 세계체제론  분석이 유행한 

것이다. 이런 분 기 속에서 식민지반 건사회론은 한때 세를 떨쳤다. 그런데 

그 후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발 을 지속하고,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

배  범주가 된 작 의 실 속에서 식민지반 건사회론은 거의 생명력을 잃었다. 

반면에 식민지시기의 성격에 한 담론은 자본주의사회론으로 수렴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식민지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악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각 을 받고 있다.

식민지자본주의 논쟁에서는 민족경제론과 이 구조론이 립하고 있다. 민족경

제론은 식민지시기의 한국경제가 일본자본의 진출에 의해 형성된 제국주의 경제와 



한국민족의 생활기반이 된 민족경제의 두 가지 역으로 나 어졌다고 본다. 그

리고 자의 확 가 후자를 왜곡 는 축시키는 항 계에 있었다는 을 강조

한다.

한편, 이 구조론은 식민지 경제의 재래  통부문과 외래  근 부문 사이에는 

련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즉 두 부문은 기술이나 자본 규모 는 생산성에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들도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외부의 요구에 강요당해 비록 수출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그것은 식민지의 

다수 주민과는 련이 없는 비지(飛地) 경제를 형성하는 데 그친다고 주장한다. 

민족경제론이나 이 구조론은 민족에 따른 차별이 주요 모순인 식민지 경제구

조를 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을 제공했다. 그 지만 이 시기의 경제통계 분석 

등이 진척됨에 따라 이 구조론은 사실 계의 증명에서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권력이 일원 으로 철되고 국이 하나로 결합된 경제권이 형성

된 마당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제를 인 으로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사학계에서는 식민지시기를 자본주의로 변신하는 과도기로 악

하는 시각이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근 의 사회구성을 반식민지․

국가  농노제사회(1876~1910)→식민지․과도  사회(1910~1935)→식민지․자본

주의사회(1935~1945)→종속자본주의사회(1945 이후)로 악한다. 그들은 특히 

1930년  반 이후를 식민지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그때 나타난 근  지주

소유, 공업화정책, 노동자 형성 등의 변화가 해방 이후의 종속자본주의의 기 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 등 서구의 한국사학계는 와 같은 여러 담론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탈민족주의ㆍ탈식민주의ㆍ탈근 주의의 시각에서, 의 담론들이 

근 주의라는 일원론 ㆍ단선론  발 논리로써 역사를 악한다고 비 한다. 즉 

‘식민지 근 화론’ 등은 건제→자본주의 는 개발국→ 진국→선진국이라는 

발 논리를 제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근 화를 역사의 진보․발 으로 

악하는 헤겔주의  역사 에 사로잡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식민주의․

근 성․민족주의를 상호 보완  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식민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에서의 근 성은 한국인이 수동 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직 ․간 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축된 것이다.  식민지 주민의 아이덴티

티는 단순히 민족만이 아니라 계 ․성․지역․신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했



다는 을 강조한다. 그들은 식민지시기의 한국자본주의에서 내재 ㆍ 통  요

소를 부정하고 외래 ㆍ일본  향을 시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한국자본주

의를 언 할 때는 식민지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동력에서 그 연원을 찾는다. 

탈근 주의  역사인식에 기 한 그들의 식민지사회론은 최근 국내 학계에도 상당 

부분 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의 개에서 과거가 재를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근 사를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을 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식민지 경제가 

일본인이나 일본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하지만 통시  이래 한국경제의 

상황이나 한국인의 응에 크게 규정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식민지기에 

일어난 한국경제의 변화가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출발 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 인 에서 각 시기를 통하는 역사의 연속  측면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때 무역과 투자, 기술과 노동, 교육과 인력, 법률과 

제도 등은 좋은 분석 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래 인 충격과 내부 인 변화의 

에서 한국인이 어떤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어떤 규범과 양식을 만들어갔는

가를 좀 더 철 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

4. 세계사 속에서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

한국의 식민지 근 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 어떤 유사 과 상이 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제국일본과 피지배자로서의 한국의 특성에 

좌우되게 마련이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서구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경험을 

배우면서 그들과 동아시아에서 마지막 단계의 토쟁탈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처지

다. 제국일본은 여기에서 승리하여 다른 제국주의와는 달리 지리 ･인종 ･문

화 으로 근 한 지역을 식민지로 거느리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2천년 이상 독립

국가로서 잘 정비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문화 으로는 오히려 일본보다 우월하

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통째로 식민지로 락한 

것이 한 다른 식민지와 구별되는 특성이었다. 이런 연유에서 제국일본은 한국

에서 직 통치를 통한 동화정책과 개발정책을 강권 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한



국에서는 제한 이기는 하지만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와 경제성장 등의 상이 

일어났다. 이것도 다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근 성을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 식민지의 특

질에 해 약간 부연하겠다.

일본 제국주의는 서구 제국주의에 항하며 안 보장을 실 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군사 ․정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한국의 침략과 

지배는 정치 ･군사  목 에 따라 이루어져 가혹하고 잔인했다. 높은 수 의 정치

체제와 문화역량을 지녔던 한국인은 이에 해 치열하게 항하고, 제국일본은 

이를 탄압하기 해 더욱 난폭하게 억지력을 휘둘 다. 국의 인도 지배 등 다른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경제  이익을 가장 시한 것과는 비되는 성격이었다. 

제국일본도 물론 한국의 지배에서 경제  이득을 함께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인은 

군사  억압과 경제  수탈을 동시에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지배는 기본 으로 랑스 제국주의와 같이 직 통치 

방식을 취했다. 국이 인도 등에서 취한 간 지배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제국일

본은 한국에서 무력을 통해 앙집권화를 실 하고, 식민지의회와 같은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의 궁극  목표는 과도하게 발달된 무소불 의 지배

체제 유지와 이에  복종하는 황국신민의 형성이었다.

일제는 한국통치의 기본방침으로서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이 천황의 은혜를 

릴 수 있다고 표방하고(一視同仁), 이를 해서는 한국인이 완 히 일본인이 

될 것을 요구했다(內鮮一體). 그 지만 제국일본이 제시한 이러한 동화 논리는 

처음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별을 제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인과 한

국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에서 차별 우를 받았다. 제국일본은 이를 

은폐하기 해 서구에 한 열등감과 식민지에 한 우월감이 교차하는 이  

문화담론을 했다. 따라서 제국일본의 동화정책은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략  평등, 즉 권리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 의무의 평등만을 

강요한 사탕발림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제국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끊임없이 항했다. 그 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제국일본의 회유와 분열 정책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해방이 되어 

새 국가를 건설할 때 지도자의 빈곤과 정치력의 결여라는 문제에 부딪쳤다. 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역이 체로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한 것에 비해, 제국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한국이 체주의 사회를 경험한 것은 좋은 비라고 할 수 

있다.

5. 세계화 시 에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21세기에 들어선 지  국제화․세계화의 물결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 10여년 

만 하더라도 하나의 화두(話頭)에 불과했던 이 말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

상을 규제할 정도로 실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의 본질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교통통신과 국제교류의 발달로 인해 지구상의 정

보․물자․자본․인간․문화 등이 실시간 로 유통되어 국가․민족․지역의 장

벽이 그만큼 낮아진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지구 의 

출 을 앞에 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의 역사 ․세계 에도 큰 변화를 

구하는 요소이다. 

한국의 식민지시기 연구는 요하다. 이 시기의 연구를 통해, 한국은 왜 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해방 이후 어떤 사회로 

바 었는가? 등의 물음에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학계에서 

식민지 근 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근 성은 역사의 여러 요소가 구체  계 속에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층

․복합  성격의 상이지만, 근 성 그 자체는 일단 자기해방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정 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식민지에서 근 성은 거꾸로 통

제와 억압의 힘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의 이  성격도 인정해야 한다.

한편, 서양의 근 는 본질 으로 식민주의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식민지 근 성 

속에는 서구  의미에서의 보편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 근

성과 탈근 성 는 탈식민주의를 논하는 것은 한국과 서구의 연결고리를 구명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식민지시기에 한 연구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  련 속에서 그 성격을 비교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식민지시기 연구가 한국과 세계의 근 사상(近現代史像)을 수립

하는데 도움을  수 있게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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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운동과 근대개혁에 대한 논쟁

한 철 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내  용  목  차

 1. 한국 근 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 개화 의 형성과 개화운동

 3. 구국 민족 운동의 개

1. 한국 근 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국근․ 사｝교과서가 오랜 국정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검인정교과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혹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과 

첨 한 이견이 상존하는 근 사 분야보다 근 사를 먼  검인정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 다.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기 도 컷지만, 우려했던 바 로 한국근․ 사 검인정본은 발표되자마

자 일종의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검정 원들이 사퇴하고, 재검정과 교육부의 

직권 수정을 거쳐 출 되었다. 그후에도 교과서의 편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간헐

으로 이 지다가 2008년 정권이 바 면서 최고조에 달해 교과부의 직권 수정 

요구와 이에 한 집필자들의 수정 거부, 역사학자와 역사교육계의 반발이 잇달

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체제에서 검인정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인 상으로 

보아넘길 수도 있지만, 한국근 사 과목 수업의 어려움을 단 으로 고해주는 

징조로 여겨진다.

사회과 교육과정  7장 ｢한국근 사｣ 부분을 살펴보면 , “11, 

12학년에서의 ｢한국근 사｣ 과목은 우리 민족의 가까운 과거를 정확히 앎으

로써 당면한 과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역사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해 설정된 과목”으로 규정하 다. 이처럼 역사 학습의 궁극  목 이 과거에 

한 이해를 통해 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역사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있다면, 한국근․ 사 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은 그 지 못하고, 한국근․ 사 역시 심화학습에 걸맞는 교육과

정이라기보다 시간의 선후라는 편의  기 에 의해 나 어졌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부 고시에는 “한국근 사 교재도 다양한 탐구 자료를 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지 인 탐구

심과 상상력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고 제시하 다. 이러한 기 은 이론상으로 

한국근 사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법과 학습목표를 올바로 설정한 

것으로 환 할 만하지만, 입시 주의 행 교육 장에서 과연 이러한 수업이 

가능한지, 아니 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되씹어보아야 

할 목이다.

우선, 지 까지 1권에 불과했던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한 다수(1차 4종, 2차 2종 

총 6종)의 교과서로 다양해졌다는 측면은 일단 만족할 만한 수 은 아니더라도 

고무 인 상으로 여겨진다. 종 의 국정교과서는 그 체제상 일정한 목 을 지

녔기 때문에 무엇보다 역사  사실을 기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에 한  

자체가 제한 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검인정체제 하에서도 교과서의 집필 수 를 

간 으로 통제하는 ｢교육과정 거안｣과 ｢검정기 안｣이 있기 때문에 집필자에게 

완 한 자율성을 보장해  것은 아니지만, 집필자의 성향과 능력에 의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이 상 으로 넓어졌다.

다음으로, 모든 학생의 흥미와 참여가 이 지는 역동 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며, 역사를 지 인 학습이 아니라 역사  능력과 단력을 기를 수 있

도록 주체  역할을 담당할 교사들의 문제이다. 실제로 지 까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면서도 교사들은 개개인 혹은 집단으로 끊임없이 교재 혹은 수업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역사에 한 흥미와 심을 불어넣어 주었고, 올바른 

역사 을 형성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근․

사 과목이 질․양 두 측면에서 확 ․심화된 상황에서,  7차 교육과정의 

장 을 최 로 살리기 해서는 교사들의 수업비 과 역할이 훨씬 더 요해졌

다는 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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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여건을 제로 한다하더라도, 한국근 사에 한 수업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한국근 사가  사회구조를 형성한 모태이자 출

발 이란 측면에서 근 사보다는 상 으로 이해도가 높기도 하지만, 실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각양각층의 이해 계가 맞물려 역사  사실을 바라보는 

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 사 수업에서 교사들은 사실 그 

자체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기본 에 사실에 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  그 의

의를 소개․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배양토록 하는 데 역 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란만장했던 근

사를 통해 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수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근 사 체의 

역사  맥락을 정확히 악하고, 각 단원 혹은 주제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한 강의안을 진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근 사 체를 상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역사  흐름을 

체 으로 이해하고, 개화운동과 근  개 운동에 을 맞춰 다양한 과 

평가를 소개하면서 한국근․ 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탐색하는 

데 역 을 두고자 한다.

2. 개화 의 형성과 개화운동

1. 개화파의 형성와 개화정책

1) 개화파와 개화사상의 형성

① 형성 배경：북학  실학 사상, 청의 양무 운동과 일본의 문명 개화론의 향 

→ 통상 개화론

② 개화 사상의 선구자：박규수(박지원의 손자), 오경석(역 ), 유홍기(의 ) 등

③ 개화 의 형성 : 김옥균, 박 효, 홍 식, 서 범, 유길 , 김윤식 등(박규수의 

사랑방)



2) 개화 정책의 추진

① 수신사 견：김기수(1차, 1876), 김홍집(2차, 1880) 등 일본 견

② 통리기무아문 설치(1881)： 12사-외교, 통상, 군사, 기계와 선박 제조, 외국어 

교육

③ 군사 제도 개편：5군 을 무 과 장어 의 2 으로 통합, 별기군 창설

④ 시찰단 견 : 조사 시찰단(신사 유람단), 선사

3) 개화의 방법을 둘러싼 개화 세력의 분화

구분
온건 개화

(시무개화 , 수구당, 사 당)

진 개화

(변법개화 , 개화당, 독립당)

심 인물 김홍집, 어윤 , 김윤식 김옥균, 박 효, 홍 식, 서 범 

성격 집권 세력의 일부, 민씨 정권과 결탁 소장  료

정치  입장 친청 사  정책 정부의 사  정책과 청의 간섭 반

개  방안
동도 서기론에 바탕을 두고 진  

개  추구

정치, 사회 제도의 개 까지 포함

하는 진  개  추구

개  모델 청의 양무 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2. 갑신정변

고종 황제가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던 미국인 데니에게 

내린 태극기(1890)  태극기는 임오군란 직후에 처음 만들

어졌다. 수신사에 임명된 박 효와 김옥균, 서 범 등의 

개화당 요인들은 조선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드러내기 

해 배 안에서 태극기를 도안하 다(1882). 개화당 요인들

은 빠르게 근 화를 이룬 일본의 실상을 직  본 뒤 일본

에 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 견된 보빙사 일행(1883)  미국과 외교 계를 

맺은 뒤, 정부는 서양 국가 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사

단을 견하 다. 보빙사 일행에는 정사 민 익 이외에 

홍 식, 서 범, 변수, 유길  등 여러 명의 개화당 요인

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강 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미국의 근  제도와 문물을 둘러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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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신일록의 정강 14개조

① 흥선 원군을 조속히 귀국  하고 청국에 한 조공허례(朝貢虛禮)를 폐지

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재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할 것.

③ 국의 지조법을 개 하여 간리(奸吏)를 근 하고 궁민을 구제하며 국가재

정을 충실하게 할 것.

④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 에 재능있는 자만을 등용할 것.

⑤ 그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 오리 에서 가장 심한 자를 처벌할 것.

⑥ 각도의 환자(還上)을 구히 면제할 것.

⑦ 규장각을 폐지할 것.

⑧ 조속히 순사를 두어 도 을 방지할 것.

⑨ 혜상공국을 할 것.

⑩ 그동안 유배 는 고 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⑪ 4 을 합쳐 1 으로 하되, 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 를 조속히 설치

하고 육군 장은 왕세자로 정할 것.

⑫ 일체의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  할  하고 그 밖의 재무 청을 폐지할 것.

⑬ 신과 참찬은 날짜를 정하여 합문(閤門) 내의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공포할 것.

⑭ 의정부․6조 외에 일체 불필요한 청을 하되 신・참찬으로 하여  

이를 심의하여 품계하도록 할 것 등이다.

2) 갑신정변의 평가

① 정  평가 : 근  국민 국가 건설을 한 최 의 정치 개  운동, 로

부터의 근 화 운동 선구, 일본과의 결탁은 략 (조소앙 평가)

② 부정  평가 : 일본에 의존, 다수 료와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정권장악 추구, 개화 운동의 흐름 약화, 보수 세력의 국정 운  장기화



3. 갑오개혁

1) 갑오개혁의 과정과 내용

구 분 개  내용

제1차

갑오개

∙정치：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궁내부와 의정부, 왕의 권한 제한), 6

조를 8아문으로 개편(서양 제도 참작), 과거 제도 폐지, 경무청 설치

∙경제：재정의 일원화(탁지부), 은본  화폐 제도, 조세의 납화, 도량

형의 통일

∙사회：신분제 철폐, 조혼 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제2차

갑오개

∙군 제 폐지(8도를 23부로 재편), 사법권 독립(재 소 설치), 지방 의 

권한 축소(군사권과 사법 을 제외한 행정권만 행사)

을미개 ∙태양력 사용, 연호(건양) 제정, 소학교, 친 (서울)와 진 (지방) 설치, 

단발령

2) 갑오개혁의 평가

① 자율론：개화세력과 동학 농민층의 요구 반 , 개화  료들의 자주 ․근

인 개

② 타율론：일제가 침략 기반을 마련하기 해 강요한 개 , 민 과 유리된 개

③ 유길 의 삼치론(三恥論), 1894년 10월 : “지  조선의 개 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조선인된 자에게는 삼치(三恥)가 있다. 삼치란 스스로 개 을 

행하지 못해 귀국의 권박(勸迫)을 받았으므로 본국 인민에 해 부끄러운 

것이 그 하나요, 세계 만국에 하여 부끄러운 것이 그 둘이요, 천하 후세에 

해 부끄러운 것이 그 셋이다. 지  이 삼치를 무릅쓰고 세상에 나설 면목이 

없으나, 오직 개 을 잘 이룸으로써 자기의 독립을 보존하고 남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개진의 실효를 거두어 보국안민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 만일 다시 구폐를 그 로 행한다면 장차  한번의 권박을 

래해 국가가 앞으로 어떤 지경에 이를 지 알 수 없다. 우리들이 장차 이 

에 힘써 국민의 마음이 따르면 개 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만일 이에 통

하지 못해 다만 권면을 행할 뿐이라면 아마도 성공할 날이 없어 난이 먼  

일어날 듯하다.(｢문답｣, 유길 서｝4, 376～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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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국 민족 운동의 개

1.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1)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착취에 항거하여 기할 것을 구

하는 사발 통문(94.1) 통문이란 거사의 명분을 밝히고 발기인의 이름을 

은 문서이다. 특히, 사발 통문은 사발을 엎어놓고 참가자의 이름을 원을 그

리며 써 넣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단결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다. 

 등 발기자 20명의 이름이 보인다.

① 고부 농민 기(1894.1) : 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 동학의 

고부 주 던 의 주도로 시정 요구 좌 , 1000여 명의 농민군과 고부 

아 공격, 정부의 안핵사 견

② 동학 농민군의 1차 기(1894.3) : 안핵사 이용태가 기 련자를 역 으로 

몰아 탄압, 이 손화 ․김개남 함께 보국안민․제폭구민을 내세우고 

기, 4  강령과 격문 발표, 황토  투 등에서 정부군 격 , 주성을 령

하여 라도 일  장악

③ 주화약(1894.5.8)과 집강소 활동 : 동학 농민군의 주성 령에 놀란 정

부가 청에 지원 요청, 청․일 양국군의 병, 주화약 체결,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설치, 폐정 개 안 실천

④ 동학 농민군의 2차 기(1894.9) : 일본군의 경복궁 령  쟁 도발, 내정 

간섭 강화, 남북 의 연합 부  형성, 공주 우 치 투에서 정부군과 일본

군에게 패배,  등 농민군 지도자 체포



2) 동학농민운동의 평가 : 이 사건의 명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① 의의와 향 : 반 건 , 반외세  민족 운동

  ∙ 농민 쟁：종래의 산발 인 농민 기가 아닌 조직 인 농민 쟁의 성격

  ∙ 반 건 운동： 갑오개 에 향, 이후 농민들의 개  운동에 많은 향을 

끼침

  ∙반외세 운동：잔여 세력이 을미 의병에 가담, 학당 등 항일 의병 투쟁 

활성화

② 한계 : 근  국가 건설을 한 구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농민층 이외의 

넓은 지지 기반 확보 미흡

2. 독립 협회의 활동

1) 독립 협회의 창립

① 아  천으로 나라의 권  실추, 친미․친러 성향의 정동 내각 성립, 러

시아의 향력 강화

② 고종, 정동  등 개 료, 서재필의 합작품

2) 독립 협회의 활동과 만민 공동회

① 민  계몽 운동：독립문, 독립  건립, 강연회, 토론회 개최, 민 의 정치 의식 고양

② 자주 국권 운동：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구국운동 상소문 제출, 만민공동회 개최

③ 자유 민권 운동 : 법률과 재 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언론․출 ․집회․결사

의 자유 보장, 국민 참정권 운동 개, 개 인 박정양 내각 수립

④ 민 공동회 개최：정부 신과 여러 단체, 학생과 시민, 헌의 6조 결의(1898.10)

⑤ 의회 설립 운동：박정양 내각과 상하여 선․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추원 제 반포, 

최 의 의회 설립 단계

3) 독립 협회의 의의

① 민 을 바탕으로 국권 수호와 민권 신장에 기여한 근 화 운동

② 한계：외세 배척 운동이 주로 러시아를 상으로 함(미국, 국에 해서는 우호 )

③ 독립 회의 성격 논쟁 : 제황권강화론, 자주국권강화론, 정부탄압회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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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1) 대한 제국과 광무 개혁

① 한 제국의 성립(1897)：고종 환궁 → 자주 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해 칭제 건원(국

호를 한 제국, 연호는 무)

② 무 개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진  개  추구

분야 개  내용

정치 한국 국제 반포(1899) → 자주 독립과 제 황권 강화 표방

경제 근  토지․지세 제도 마련 시도(양  사업 실시, 지계 발 ), 황실 심의 상

공업 진흥책(근  공장과 회사 설립, 실업․기술 교육 기  설립, 유학생 견)

군사 원수부 설치(황제가 군  직  장악), 무  학교 설립(장교 양성)

③ 개 의 한계：집권층의 보수  성향과 일본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4. 항일의병전쟁

1) 전기(을미)의병(1895)

①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 실시

② 주도 세력：보수  유생층이 주도, 일반 농민층과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 

가담→친일 리와 일본인 처단

③ 단발령 철회와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부분 해산, 농민층은 학당 

등의 무장 조직을 통하여 반 건․반침략 투쟁

2) 중기(을사․병오)의병(1905~06)

① 을사조약에 한 반  투쟁：상소 운동(조병세, 이근명 등), 자결(민 환, 조

병세 등), 5  암살단 조직(나철, 오기호), 항일 언론 활동(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곡), 장인환과 명운의 스티 스 사살

② 을사․병오의병：국권 회복을 한 무장 투쟁, 평민 출신 의병장(신돌석)의 

활약



3) 후기(정미)의병(1907)

① 고종의 강제 퇴 와 군  해산

② 특징：해산된 군인의 가담으로 투력 강화, 직 리, 유생, 군인, 농민, 

포수, 상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국으로 확산 → 항일 의병 쟁으로 

발

③ 서울 진공 작 ：의병 연합 부 인 13도 창의군 결성 → 신돌석, 홍범도 등 

평민 출신 의병장 제외

  ∙ 평민 출신 의병장의 활약： 국 으로 유격  개, 호남 지역에서 특히 

활발

④ 의병 쟁의 축：일제의 이른바 남한 토벌 작 (1909) → 의병 쟁의 

축 → 간도, 연해주 이동, 무장독립군 재편성

⑤ 안 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4) 의병 전쟁의 의의 민족의 강한 독립 정신 표출,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 마련

4. 이 어린 소년이 총을 들고 항일 의병 투쟁에 나서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총을 든 어린 소년 의병의 모습에서 외세의 총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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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

니다. ……”,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

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

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독립 운동, 맥켄지(McKenzie, F. A.)

의 에는 일본의 노 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길을 선택한 의병

들의 비장한 각오가 잘 나타나 있다.

5. 애국계몽운동

1) 애국 계몽 운동의 성격

① 서양의 사회 진회론(약육강식과 자생존)의 향, 교육․언론․종교 등 문화 

활동과 산업 진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 :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회복과 국민국가 건설

② 주도 세력：개화 운동과 독립 회 운동의 통을 계승한 진보  지식인

2) 애국계몽운동의 의의 및 평가

① 국민들의 애국심과 근  의식 고취, 독립 운동의 장기 인 기반 마련(독립

운동기지 건설), 독립 국가의 올바른 이념 제시

② 애국계몽운동은 국권상실의 기에서 총을 들지 않은 소극 인 문화운동, 

운동 자체의 성격을 시기 일 되게 ‘애국 ’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

③ 애국계몽운동의 부분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논리인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선실력양성 후독립을 내세웠기 때문에 침략과 지배 논리를 간 ․극복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지 못함-‘자강운동’․‘자강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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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자료로 보는 일제하 사회경제사

박 찬 승

(한양대 사학과)

1. 인  구

<그림 1-1> 식민지시기 인구 변화 추세 (19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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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세조사 시 인구변화 (192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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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재조선 일본인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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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일본인 인구 증가율의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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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인구 - 일제 말기에 약 70만. 1910년  에 가장 많이 이주. 1919, 

1920년 콜 라 유행기에 조. 이후 거의 비슷한 수의 일본인이 조선에 이주.

<그림 1-5> 1930년도 각 도별 조선인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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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30년도 각 도별 일본인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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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구성 (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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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구성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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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구성은 1910년 만 해도 농업이 85%로 압도 이며, 상

업ㆍ교통업이 뒤를 이음. 타 직업은 극히 미미. 하지만 1942년에는 농업이 68%로 

어들고, 상업ㆍ교통업이 8%, 공업이 5%, 업이 2%를 차지함. 기타도 3%에서 

9%로 늘어남. 이는 1930년  이후의 공업화의 진 에 따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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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917년 재조선 일본인의 직업별 인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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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1942년 재조선 일본인의 직업별 인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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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인구의 직업구성을 보면, 1917년과 비교할 때 1942년에는 공무자유업이 

13% 가량 증가했으며 체 으로도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다. 상업, 교통업은 

1917년 약 29%에서 1942년 약 25%로 약간 어들었다. 농업 인구도 11% 에서 

3% 로 크게 었다. 일본인의 농업이민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신 공업

과 업 인구가 약 13%에서 약 21%로 늘었다. 이는 조선의 산업화에 따른 결과

일 것이다. 공무자유업이란 총독부 공리, 융조합 등 공공기  근무자, 경찰, 



교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가 직 인 지배 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약 70만명 가운데 약 40%인 

28만 명 정도가 공무  자유업에 종사)

<그림 1-11> 일본으로의 도항자 및 귀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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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재만한인 누년 인구표 (191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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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과 농민

<표 2-1> 1945년말 현재 토지소유 상황 총괄표
(단 : 만 정보)

구분 논 밭 합계 논 밭 합계

소

작

지

89 58 147 70.00 56.00 63.40 

일본인지

주소유
18 5 23 14.50 5.00 9.90 

조선인지

주소유

71 53 124 55.50 51.00 53.50 

5정보 이상 
소유지주 28 14 57 21.90 13.50 24.60 

5정보 이하 
소유지주 43 39 67 33.60 37.50 28.90 

자작지 39 46 85 30.00 44.00 36.60 

총 경지 128 104 232 100.00 100.00 100.00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1-29쪽에서 재구성 (<통계로 본 한국근 사>, 398쪽서 재인용)

<표 2-2> 신한공사 소유 경지의 규모와 비중

 경지

도별  

논 밭 총경지

신한공사
(A)

체(B)
(A/B)
×100

신한공사
(C)

체(D)
(C/D)
×100

신한공사
(E)

체(F) (E/F)×100

경기 23,634 230,442 10.3 9,658 162,575 5.9 33,292 393,017 8.5 

강원 819 42,048 1.9 1,055 100,161 1.1 1,874 142,209 1.3 

충북 4,927 65,320 7.5 3,971 77,983 5.1 8,898 143,303 6.2 

충남 24,035 152,568 15.8 7,053 76,116 9.3 31,088 228,684 13.6 

경북 13,499 196,973 6.9 6,503 164,714 3.9 20,002 361,687 5.5 

경남 26,084 172,301 15.1 7,327 88,433 8.3 33,411 260,734 12.8 

북 57,905 167,929 34.5 8,496 73,169 11.6 66,401 241,098 27.5 

남 55,068 205,890 26.7 17,663 125,115 14.1 72,731 331,005 22.0 

제주 17 789 2.2 905 89,020 1.0 922 89,809 1.0 

합계 205,988 1,234,260 16.7 62,631 957,286 6.5 268,619 2,191,546 12.3 



도별 지주수 백분비

남 159 33.1 

북 102 21.3 

황해 52 10.8 

경남 34 7.1 

경기 34 7.1 

충남 33 6.9 

강원 32 6.7 

평남 17 3.5 

평북 6 1.3 

경북 5 1.0 

함북 4 0.8 

충북 2 0.4 

합계 480 100.0 

<표 2-3> 30정보 이상 소유 일본인 지주의 

각 도별 분포 (1929)

일본인 지주들의 경작면 은 모두 25만 

7,268정보이며,  소유지 면 은 약 41만 

8,480정보에 달한다. 이외에도 동척의 경  

답 9만 6338정보, 소유지 13만 3,800여 

정보, 리지 2만 7,414정보가 따로 있다.

조선농업에 투자를 목 으로 하고 있는 

일본인 경 회사는 조선 내에 본 을 둔 

회사만 57개 사가 있고,  조선 외에 본

을 두고 조선 내에 지 을 둔 회사는 총 

20개 사가 있다. 77개사의 출자 는 공칭

자본은 1억 1,581만 2400원이요, 출자 는 

불입자본은 8,411만 5,950원이다. 이 거

한 농업자본은 부분 농사경 , 비료, 농

구 매, 미간지개간, 토지개량, 농산물 생

산 매, 수리사업, 토지가옥 임 차 는 

매매, 창고업, 조림, 양잠, 면화, 과수 종묘 

재배 등 리사업에 투자됨과 동시에 부동

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산업자

본을 출하는 등 융자본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여성, <數字朝鮮硏究>, 10-11쪽)

* 일본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

- “ 기의 일인 내주자로서 조선의 토지를 침탈한 자는 고리 업자, 부랑배, 

투기상인 등 갖가지의 악당들이 많았는데, 그 에는 한국흥업이니 한국척식, 일

한임업, 한국실업, 한국권업 등과 같은 주식회사도 20개를 헤었다. 이들 회사는 

그 본 을 혹은 일본 본토에 두고  혹은 조선 내에 두고 있어서 자본은 불입

이 최소가 3-4만원, 최 는 6-70만원에 달하는 것들이었다. 농업 경 과 아울러서 

그들은 고리 업, 곡물 매입, 창고업, 토지매매, 토지매수 등을 겸행해왔는데, 

일본인 자신이 고백하다시피 그들이야말로 조선농민의 무지와 無資力  그 요

행심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고리  방법 기타의 온갖 악랄한 수단으로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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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매득하고 奇利를 博함을 일삼는 부박한 도배들이었다.(조선농회편, <조선농업

발달사편>)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주로 남조선의 비옥한 곡창지 를 목표로 

하여 토지약탈을 강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북조선의 고원지 나 산악

지 와 같은 척박한 곳은 돌아보지 않고 주로 비옥한 稻作지 만을 골라가면서 

약탈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1910년 12월말에는 벌써 일본인의 소유지가 

8만 6,952정보를 헤아리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남조선의 도작지 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침탈당하는 토지는 주로 농민의  私有地 다. 왜 그러냐 하

면 빈약한 소농민들이야말로 가장 무권력하 으며,  그들의 고리  간계에 

가장 잘 농락되었던 것이다.  부락이나 씨족의 공유지도 많이 침탈당했음은 물

론이다.” (印貞植, <朝鮮農村問題辭典>, 1948, 新學社, 191-192쪽에서 인용)

<그림  2-1> 논밭 자작, 소작지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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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영농 종류별 농가호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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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각 도의 춘궁농가 호수 (1930년)

도별 자작농
자작겸

소작농
소작농 합계

총호수 비 비율(%)

자작농 자작겸
소작농

소작농 합계

경기 2,407.0 22,233.0 97,001.0 121,641.0 13.1 33.3 69.8 54.3 

충북 3,564.0 17,891.0 54,435.0 75,890.0 19.9 40.3 76.3 57.5 

충남 4,438.0 24,104.0 83,764.0 112,206.0 30.9 45.2 89.6 69.7 

북 3,098.0 23,191.0 110,469.0 136,758.0 28.7 42.6 71.5 62.2 

남 14,721.0 52,028.0 103,588.0 170,337.0 23.2 46.9 81.2 56.4 

경북 13,477.0 47,129.0 84,289.0 144,895.0 20.0 36.1 57.8 42.1 

경남 8,354.0 33,892.0 87,626.0 129,872.0 21.2 37.2 63.1 46.5 

황해 4,159.0 22,017.0 75,511.0 101,687.0 12.2 34.0 63.0 46.5 

평남 4,733.0 17,209.0 33,557.0 55,499.0 14.3 28.0 58.4 36.6 

평북 3,279.0 9,001.0 36,015.0 48,295.0 8.8 19.4 42.1 28.5 

강원 10,363.0 26,885.0 45,895.0 83,143.0 20.5 37.9 76.9 45.9 

함남 15,003.0 22,383.0 21,950.0 59,336.0 20.7 42.2 72.3 38.1 

함북 4,708.0 5,507.0 3,411.0 13,626.0 10.5 35.6 55.2 20.5 

합계 92,304.0 323,470.0 837,511.0 1,253,285.0 18.4 37.5 68.1 48.3 

자료 : 조선에서의 소작에 한 참고사항 요』(『통계로 본 한국근 사』, 142쪽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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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농가의 반 정도가 춘궁농가 으며, 특히 충남, 북, 남, 충북 등의 

지역에 춘궁농가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소작농  춘궁 농가는 체의 

68.1%에 달했으며, 자소작농은 37.5%, 자작농은 18.4%를 차지하여 소작농의 춘궁 

상태가 가장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농촌

- 목  : 일본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이를 강행하여 조선 을 한층 조직 으로 

량 약탈함으로써 일본의 식량 기와 그 외 사회  제 모순을 타 하려 함. 

(일본에서는 당시 매년 인구가 60-70만 증가. 이에 따라 식량 부족 래. 1918년 

650만석 수입(조선미 170만석), 1919년 950만석 수입(조선미 280만석)

- 계획 : 30년 동안 논의 개 개선 40만 정보, 밭을 논으로 만드는 地目 변환 

20만 정보, 개간․간척 20만 정보, 耕種法 개선. 

- 제1차 계획 (1920-25) : 매년 2백여만 원의 사업조성비를 총독부 산에서 지출. 

9만 정보 토지 개량 (목표는 12만 3천여 정보)

- 제2차 계획 (1926년부터 12년) : 정부 리자 이 심. 토지개량사업의 약 

반을 민간회사에게 맡기고,  개간․간척 사업의 경 도 민간에게 임하면서 

리자 의 지원을 꾀함 -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1926). 토지개량 목표 

35만 정보.

- 水利組合 : 토지개량을 목 으로 설립. 1934년 재 수리조합 192개. 일본인 

지주를 심으로 설립. 일본정부와 총독부가 보조 을 제공. 농민은 조합비를 

납부(사실상 水稅).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이 토지를 몰수. 지주들은 

조합비를 소작농민에게 가.

- 조선미의 수탈 : 조선에서의  생산 증가(1921년 1400만석에서 1928년 1700

만석으로). 일본으로  수출도 증가(1921년 300만석에서 1928년 7백만 석으로). 

증산액보다 많은 양의 수출 증가. 조선인 1인당 연평균  소비량 감소(1921년 

6말 7되 6홉에서 1930년 4말 5되).

총독부, 조선의 부족한 식량을 값싼 외국미, 만주 조(粟)를 수입하여 충당.

- 지주의 증  : 1920년 지주 갑(순지주) 15,565호, 지주을(지주+자작) 75,365호

에서 1930년 지주 갑 21,400호, 지주을 82,604호로 지주층 늘어남.



- 소작지의 증  : 1920년 2,195,145정보( 체 경지의 50.8%)에서 1930년 

2,439,736정보( 체 경지의 55.6%)로 늘어남.

- 일인지주 소유지는 1922년 86,780정보에서 1930년 216,700정보로 늘어남(동척 

113,000정보 제외)

- 농민의 빈궁화 심화

자작농 호수 : 1920년 19.4% -> 1930년 17.6%

자소작농 호수 : 1920년 37.4% -> 1930년 31.0%

소작농 호수 : 1920년 39.8% -> 1930년 46.5%

- 농민의 채무농민화

소작료 6할, 비료ㆍ농구가불  이자 2할 5푼, 부족한 식량 차입, 기타 조세, 

부채 → 1930년 농가 1호당 평균 부채는 137원.

- 絶糧農家의 증가 : 1926년 궁민(춘궁기 량농민) 296,000명에서 1930년 

1,048,000명으로 증가.

- 1930년의 궁민은 체 농민의 48.3%를 차지(소작농의 68.1%, 자소작농의 

37.3%, 자작농의 18.4%)

- 궁민은 업 는 해외 유망의 길을 떠남. 업자는 1925년 1년 동안 150,112명. 

해외유망은 1921-1930년 사이 총 27만 명이 일본으로, 40여만 명이 간도와 연

해주로 떠남.

* 산미증식계획과 쌀 생산량, 쌀 수이출량 및 소비량의 문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산미증식계획이 시작되기 인 1915~19년 평균 

 생산량은 1,393만여석이었고, 1930~1935년도 평균  생산량은 1,765만여석이

었다. 즉 평균 약 372만석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수출은 220만여석에서 

782만여석으로 약 562만석이 늘었다(송규진 외, 2004통계로 본 한국근 사: 

126~127). 한편 경제사학자 박섭 교수는 1910년   통계 가운데 1917년까지의 통

계와 1920년  이후의 통계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정한 추정통계를 

내놓고 있다(박섭, 2005, ｢식민지기 한국 농업의 신추계  기존 추계와의 비교ㆍ

검토, 1910-1944｣ 경제사학39호). 박섭교수의 통계를 보면, 1910년  후반  

생산량 통계를 약간 상향 조정하 고, 1920년  이후 특히 1930년 의  생산량 

통계는 폭 상향 조정하 다. 박섭교수의 1930년 의 수정 통계와 총독부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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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면 1930년 265만석, 1931년 245만석, 1932년 279만석, 1933년 316만석, 

338만석, 1834년 338만석, 1935년 367만석의 차이가 난다. 이들 통계를 가지고 계

산하면 1930-1935년의 연 평균 수확량은 1910년  후반보다 746만석 정도 증가한 

것이 된다. 이는 총독부 통계에서 약 372만석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꼭 2

배가 되는 수치이다. 같은 시기  수출이 약 562만석이 늘었다고 할 때, 박섭교

수의 통계 로 하면 증산분에서 약 180만석이 그래도 조선에 남았다는 결론이 

된다. 박섭교수의 주장은 약 2천만석의 체 생산량 가운데 300만석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00만석, 

15%의 오차는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1930년  반의  생산량이 

총독부의 통계처럼 약 1700만석이라면 증산분 370만석 이상이 일본으로 실려 간 

셈이 되고, 박섭교수의 통계처럼 약 2000만석이라면 증산분 700만석 가운데 570

만석이 일본으로 실려 간 셈이 된다. 따라서 1930년  반의  생산량이 문제가 

되는데, 통계의 차이가 무 크기 때문에 이에 한 단은 아직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후 일본으로 이 얼마나 실려 갔는가 하는 문제와 련

하여, 그동안의 교과서들이나 2008년 출간된 교과서 포럼의 안교과서는 모두 

증산량이 얼마이며, 그 가운데 얼마나 일본으로 ‘더’ 실려 나갔는가 하는 수출 증

가분의  액수를 가지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미증식계획 이 에 실려 간 은 언 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차라리  생산량 가운데 수출량이 어느 정도 비 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를 총독부통계연

보와 박섭교수의 추정 통계치를 가지고 비교해보기로 하자.

<표 2-5> 연평균 미곡생산량과 미곡 수출량

<통계연보> 

연평균생산량(A)

<박섭> 

연평균생산량(B)

연 평균 

수출량(C)
(C/A)×100 (C/B)×100

1915-1919 1,369만석 1,312만석 220만석 16.0 16.7

1920-1924 1,452 1,456 357 24.6 24.5

1925-1929 1,492 1,624 481 32.2 29.6

1930-1934 1,726 2,015 788 45.7 39.1

1935-1939 2,052 2,129 982 47.9 46.1

자료 : 박섭(2005, 122~123), 송규진 외(2004 :126~127). 



 <표 2-5>에서 보듯이 1910년  후반부터 1930년  후반까지 조선에서 생산

된 의 총량 가운데 일본으로 실려 간 이 차지하는 비 은 16% 에서 

46~47% 까지 꾸 히 높아졌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통계나 박섭교수의 통계에서

나 비슷하게 나오는 수치이다. 산미증식계획의 성격은 이러한 수치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을까 여겨진다.

<표 2-6> 시기별 1인당 미곡 소비량의 변화 추세

<통계연보>

국내소비량(A)

<박섭>

국내소비량(B)

인구(평균)

(C)
A/C B/C

1920-1924 1,095만석 1,099만석 1,766만명 0.62석 0.62석

1925-1929 1,011만석 1,143만석 1,915만명 0.53 0.60

1930-1934 938만석 1,224만석 2,060만명 0.46 0.59

1935-1939 1,070만석 1,147만석 2,234만명 0.48 0.51

* 인구 통계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년  참조

 하나 요한 지표는 조선 내에서의 1인당 미곡 소비량의 변화 추세일 것이다. 

의 표에서 보면, 1920년  반 0.62석에서 1930년  후반에는 0.48 내지 0.51

석으로 어들고 있다. 해방 직후 조선은행조사부에서 낸 조선경제연보(1948)를 

보아도 1인당 미곡 소비량은 1910년  후반 0.71석, 1920년  반 0.64석, 1920

년  후반 0.51석, 1930~36년 0.43석으로 계속해서 어드는 추세에 있었다(송규진 

외, 2004 :126~127). 이러한 까닭으로 조(粟) 수입액은 1914년 12만여 석에서 1928년 

190만여 석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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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과 노동자

<그림 3-1> 공장수의 변화 (1911-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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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장의 종업원 수 추이 (1911-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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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공업의 상황

식민지 조선의 공업은 10개 분야로 나 어 볼 수 있다. 즉 방직공업, 속공업, 

기계기구공업, 요업, 화학공업, 제재  목재공업, 인쇄  제본 공업, 식료품 공업, 

가스  기공업, 기타 등이다. 

1932년말 재 이들 공업의 공장 총수는 4,643개소 으며, 여기에 수용되어 있던 

직공 수는 약 89,600명이며, 총 공산액은 3억 2,086만 8717원이었다.

<표 3-1> 공업별 생산액 (1932년)

공업별 생산액 공장수 직공수 노임지불액 원료소비액

방 공업 30,612,211 264 17,832 2,085,544 23,526,660 

속공업 21,523,961 238 4,681 534,032 1,700,239 

기계기구공업 2,279,550 253 3,379 1,439,593 1,638,882 

요업 7,582,060 319 4,945 715,830 920,922 

화학공업 35,361,410 750 19,192 4,007,216 12,583,761 

제재목제품공업 6,753,975 174 2,838 1,976,609 4,140,437 

인쇄제본업 9,179,005 240 4,503 1,515,016 3,204,339 

식료품공업 192,064,000 2,142 28,531 5,068,901 133,685,104 

가스 기업 11,069,339 50 550 413,907 160,839 

기타공업 4,443,207 213 3,149 632,300 2,197,624 

합계 320,868,717 4,643 89,600 18,424,948 183,758,807 

출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2년
참고 : 이 표는 5인 이상 직공 사용공장을 조사한 것임. 직공 부분에서 직공 

이외의 직원은 제외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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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업별 생산액 (19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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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927년 각 도별 공업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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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생산액이 1927년에는 경기-평남-경북-경남- 남 순이었으나, 1936년에는 함남-

경기-경남-평남 순으로 바 었다. 이는 1930년  공업화가 함남, 평남 등 북한지

역을 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5> 1936년 각 도별 공업 생산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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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에 대해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참조)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직후 채택한 산업정책은 조선을 순수 농업지 로 묶어

두려는 것이었다. 회사령(1911-1920)으로 조선에서 근  공업이 발흥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1916년부터 제1차 세계 에 따른 호황기가 도래

하면서 조선의 공업발 을 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규제는 한결 느슨해지는 한편, 

기업설립 활동은 활발해졌다. 그 결과 회사령은 공식 으로는 1920년에 철폐되지만 

1916년부터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 후 1920년  말까지는 조선

총독부가 공업발달을 세우는 정책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다고 뚜렷이 공업개

발을 시하는 산업정책을 세웠던 것도 아니다. 이 시기의 산업정책은 산미증식

(갱신)계획을 심으로 하는 농업 부문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제1차 세계  직

후의 반동공황, 1923년의 동 지진, 1927년 융공황, 1929년의 세계 공황 등

으로 인해 1920년 는 만성  불황기 기 때문에 근  공업의 발달은 거의 정

체되었다. 따라서 1920년 의 조선의 공업은 주로 세 소자본의 속출을 특징으

로 하게 되고 조선 내에서 근  공업의 발달은 미미했다.

그러나 1920년  후반부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0년  

이후 조선의 표 인 재벌로 성장하는 일본질소비료의 조선진출이 시작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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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질은 1926년에는 조선수 주식회사(공칭자본  2천만 엔)를, 그리고 

1927년에는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공칭자본  7천만엔)를 잇달아 설립했다. 이 두 

회사의 자본  합계가 조선은행, 조선철도 다음의 3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투

자는 규모 인 것이었다. 이 두 회사는 1927년부터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29

년에는 흥남공장의 제1기 공사와 부 강 제1발 소를 각각 완공하면서 생산을 

개시했고, 1930년 에는 여기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일질의 조선 사업은 

비약 으로 발 하게 된다. 1920년  후반에는 일질 이외의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도 상당히 활발해진다. 미쓰이(三井) 계통의 남북면업ㆍ군시제사(郡是製絲)

ㆍ동양제사ㆍ오노다( 野田)시멘트, 미쓰비시(三菱) 계통의 조선 공업, 니치멘

(일본면화) 계통의 조선면화ㆍ 남도시제사, 카네보(鍾紡)계통의 종연방직, 카타

쿠라(片倉)계통의 편창제사, 동척계통의 조선연탄, 아사노(淺野) 계통의 천야시멘

트스 트 등의 14개 공장이 설립되었다. 1920년  후반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은 1930년 에 들어 한층 가속화되었는데, 이것은 1930

년 가 되면서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이 보다 극 인 공업 육성정책으로 바

어 갔기 때문이다.“(129-130쪽)

“1937년의 일 쟁 발발은 조선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환 이었다. 

쟁 발발 직후인 9월에는 ‘국가총동원계획요강’이 책정되었고, ‘수출입품 등에 

한 임시조치에 한 법률’과 ‘임시자 조정법’을 공포하여 군수충실, 물가억제, 

수출진흥이라는 3원칙을 달성하려고 했다. 1938년부터는 ‘물자동원계획’과 ‘국가

총동원법’  ‘생산력 확충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조달을 

한 공업의 육성에 정책의 이 두어지게 된 것이다.”(132쪽)



교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수신 1 1 1 1 1 1 6

국어 10 12 12 12 9 9 64

조선어  

한문
4 4 3 3 3 3 20

산술 5 5 6 6 4 4 30

일본역사 2 2 4

지리 2 2 4

이과 2 2 2 6

도화 1 1
2(남)

1(여)

2(남)

1(여)

6(남)

4(여)

창가

3 3

1 1 1 1
22(남)

19(여)체조 3
3(남)

2(여)

3(남)

2(여)

3(남)

2(여)

재 2(여) 3(여) 3(여) 8(여)

계 22 25 27
29(남)

30(여)

29(남)

30(여)

29(남)

30(여)

161(남)

164(여)

4. 교육

1) 수업 내용

<표 4-1> 1910년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시간 표 (초등 4년과 고보 4년)

보통
4년

과목 수신 국어
조선
어  
한문

산술 이과
창가 
체조

이과 창가
체
조

도
화

수
공

재
 
농
업

상
업

합계

시간수 1 10 5 6 2 3 - - - - - - - - 27

고보
4년

과목 수신 국어
조선
어  
한문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실업 
 

법제 
경제

습
자

도
화

수
공

창
가

체
조

(
어)

합계

시간수 1 7 3 1 1 4 3 5 1 1 3 1 2 (2)
33

(35)

*자료 :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규정>(1910-1922)

* 보통학교의 경우, 국어(일본어)는 1-4학년 모두 10시간(계 40시간), 조선어  한문은 

1,2학년은 6시간, 3,4학년은 5시간이었음(계 22시간). 1-4학년 수업시간은 부분 

같았고, 이과는 1,2학년에는 없고, 3,4학년에만 2시간이 있었음.

<표 4-2> 1920년대 6년제 보통학교 수업시간표

자료 :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규정> (1922-1929)

* 일본어 시간이 1910년 의 40시간에서 1920년  64시간(학년 평균 10시간에서 
10.7시간으로 늘어남). 신 조선어  한문은 1910년  22시간에서 1920년  20시
간으로 됨 (학년 평균 5.5시간에서 3.3시간으로 크게 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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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일본어교육 강화에 따른 일본어 습득자의 증가

구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보자

보통회화자

386,158

178,871

485,260

227,007

549,137

268,860

615,033

322,113

690,448

374,998

753,716

424,530

자료 :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 48쪽

<그림 4-1> 식민지기 초등학교 종류별 학생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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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식민지기 보통학교 취학률 (191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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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학교 취학률에 대한 검토

- 식민지기 보통학교 취학률의 변동은 4시기로 나 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12년부터 1919년까지로 취학률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조선

인의 교육에 한 태도가 보통학교에 학 항과 서당교육 지향으로 특징지

워진다. 제2기는 1920년부터 1923년까지로 취학률이 격하게 상승하는 시기

이다. 3.1운동 이후 총독부가 이른바 3면 1교제를 앞당겨 실시한 시기와 일치

한다. 1922년까지 국 으로 3면에 1개교씩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취학기

회가 늘어난 것이다. 제3기는 1924년부터 1931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취학률

의 상승추세는 주춤한다. 이 시기는 다시 그 안에서 두 시기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24년부터 1928년까지로 총독부가 3면 1교제를 완성한 

이후 특별한 보통학교 증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시기이다. 두 번째는 1929년

부터 1931년까지로 이 시기는 ‘1면1교제’ 실시의 기이다(1면 1교제는 1929

년부터 1936년까지 진행됨). 하지만 1929년 세계공황의 여 로 농 경제가 극

도로 피폐해졌고, 이로 인해 취학률은 크게 늘지 않았다. 제4기는 1932년 이

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취학률이 비약 으로 상승하 다. 1면1교제의 완

성과 그에 이은 2차계획(1937년부터 10년, 학교와 학  증설로 취학률을 25%

에서 60% 로 높인다는 계획)의 실시, 2차계획의 단축 실시(6년으로 단축) 

등이 이루어진 시기 다.  이 시기에는 조선인들에 의해서도 보통학교 설

립운동이 크게 일어나 학교 신설, 학  증설 등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취학률 추이에서 두드러진 것은 남자와 여자 취학률의 차이이다. 1920년 여

자의 취학률은 1.2% 고, 남자의 취학률은 7.4%로 여자의 6배 다. 1930년에는 

여자가 6.2%, 남자가 28%로 여자의 4.5배 다. 1940년에는 여자가 22.2%, 남

자가 60.8%로 약 2.7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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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식민지기 고등보통학교 학교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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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후 보통학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보통학교 졸업자수도 그 상승폭이 

완만하나마 꾸 히 늘어났다. 하지만 고등보통학교의 숫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1920년 보통학교가 641개교이던 것이 1935년 2,274개교로 늘어난 데 반해 고등보통

학교는 1920년 23개교에서 1935년 45개교로 늘어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졸업생들의 고등보통학교 진학률도 크게 낮아졌다. 1920년 28.6%, 1923년 

18.6%, 1926년 10.0%, 1930년 8.1%, 1935년 5.8%로 진학률은 갈수록 낮아졌다. 때

문에 상당수의 보통학교 졸업생들이 등학교 진학을 해 일본으로 거 유학을 

떠났다.



5. 의료․ 생

<그림 5-1> 식민지기 병원 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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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식민지기 주요 의료인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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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식민지기 산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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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현재 병원 및 의사 현황

- 1931년 재 종합병원은 사립(소규모)이 83개, 립  공립이 46개로 모두 

129개가 있었다. 이는 인구 17만명 당 1개꼴이었다.(1933년 - 립 4개, 도립 

32개, 기타공립이 10개, 일본인 사립이 48개, 조선인 사립이 10개, 외국인 사

립이 25개, 합계 128개 다).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33년 당시 의사(한지의사 포함) 1인당 인구가 11,322명 

수 으로 의사가 극히 희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나마 부분 

도시 지역에 있었다. 따라서 부분의 조선인은 한방의의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 1931년말 재 조선인 의사는 官廳醫 100명, 개업의 837명, 기타 2인, 합계 

939명이며, 일본인 의사는 官廳醫 303명, 개업의 514명, 기타 1인, 합계 816

명이고, 외국인 의사는 34명이다. 그런데 의료기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많은 환자를 하는 공청 의사 총수 403명 가운데 일본인 의사가 303명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인 의사는 100명에 불과하 다.  치과의사도 조선인 공청 

의사는 겨우 4명이고, 일본인 공청 의사는 26명이며, 개업 치과의를 보아도 

일본인은 248명, 조선인은 138명으로 일본인이 110명이나 많았다.

- 1931년 말 재 醫生(한의사) 수는 4472명으로, 일본인  외국인은 한 명도 

없다. 진찰료가 없고, 약가가 싸기 때문에 손쉽게 진찰받을 수 있다는 장 으로 

조선인들은 부분 의생을 찾고 있었다.

- 1931년 산  수를 보면 일본인은 官公廳 산 가 69명, 기타 996명으로 합계 

1065명의 다수에 달하나, 조선인은 공청 13명, 기타 207명, 합계 233명에 

불과하여 일반 조선인 임산을 맡을 산 는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산 가 면, 동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조선에서는 인구 3천 명 당 1

명꼴로 산 가 있는 셈이다.  산 의 요 은 10圓에 달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선인 임산부 사망률은 여자 1000명 사망에 

해 19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0명 수 에 비하면 거의 2배에 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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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식민지기 각종 전염병 감염 사망자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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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식민지기 각종 전염병 감염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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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병원, 자혜병원의 실상

- 도립병원(구명 자혜병원. 소록도의원만 여 히 자혜병원이라 부름)은 지방의

료기 의 추로서 도청 소재지와 기타 주요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1932년 

재 병원수는 34개(소록도 자혜병원 포함)로 건물 총 평수는 26,442평이며, 

총 직원수는 1,341명, 동년 환자 총수는 28만 3,462명이었다. 

- 자혜ㆍ도립병원의 이용 실태를 보면, 1911년에는 자혜병원이 13개 원이 있었고, 

입원환자는 8,594명, 외래환자는 23만 2,167명, 합계 24만 761명이었다. 그런

데 1930년 재 병원수는 30개로 늘었지만, 입원 환자는 16,128명이고, 외래

환자는 28만 3,462명밖에 되지 않았다.  특기할 것은 이 사이 조선인 외래 환

자 수는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 다는 이다. 이는 일본인 외래환자가 꾸

히 늘어난 것과 비된다.  1930년 일본인 환자수가 16만 여명, 조선인 

환자수는 23만 여명인데, 이는 인구 비례로 볼 때 일본인 환자의 이용율이 

단히 높은 것이다. (1930년 조선 내 인구는 조선인이 약 2천만, 일본인이 

약 50만 명으로 일본인은 조선인 인구의 40분의 1에 불과하 다.) 

1910년 당시 일본인의 진료율(인구 비 환자 비율)은 7.14% 으나 1920년에는 

30.10%, 1942년에는 55.28%까지 높아졌다. 반면에 조선인의 진료율은 1910년 

0.32%에서 1920년 1.01%, 1942년 최고 을 때가 2.12%에 불과하 다. 

그러면 일본인은 왜 조선인보다 병원 이용도가 높았을까. 가장 요한 것은 

1) 도립병원의 사용료  수수료가 고가인 , 2) 도립병원의 직원 부분이 

일본인이라는 이었다. 특히 후자에 해 보면, 도립병원의 원장  소장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의 , 교 , 사무 , 약제  등 병원의 주축을 이루는 직

원은 물론, 서기, 약제수, 간호부장까지도 모두 일본인이며, 조선인은 겨우 醫

員 51명  37명, 탁 17명  12인이 있고, 그밖에 조수 몇 사람이 있을 뿐

이었다. (조선인 의사는 1918년부터 채용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간호부도 

일본인이 다수이니 일본어를 모르는 조선인 환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게 본다면 도립병원은 조선인 심의 병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자혜

병원은 거의 일본인을 한 병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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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도

1) 조선철도의 현황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당시 선로 연장은 30㎞에 불과했으나 1930년 12월에는 

2,770㎞로 31년만에 거의 100배에 달하 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만 등지와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1> 철도보급의 비교 (1930년)

조선 일본 혼슈(本州) 북해도 만

면 220,741㎢ 232,925㎢ 88,269㎢ 35,968㎢ 

인구 19,331천명 47,647천명 2,617천명 4,556천명

철도연장 3,567㎞ 17,462㎞ 3,440㎞ 1,552㎞

면 1000㎢ 철도 ㎞ 16.2 75.0 39.0 43.1

인구 10만명당 ㎞ 18.5 36.6 129.8 34.1

<표 6-1>에서 보듯이 조선의 철도 보 률은 면 당이나 인구 비율로 볼 때에 

혼슈나 북해도는 물론이고, 같은 일본의 식민지 던 만과 비교해보아도 작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1> 식민지기 조선내 철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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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기 국유철도의 업 ㎞는 1910년과 비교할 때, 1944년에 4.62배, 정거장 

수는 1910년과 비교하여 1942년에 6.7배, 종업원 수는 1910년과 비교하면 1944년에 

8.8배가 늘었다.

한편 사설철도는 1910년 의 경편철도 부설 붐에 의해 시작되어 1차 기의 

호황으로 박차가 가해졌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교부 제도를 설치했고, 1921년 

일본정부는 ‘조선사설철도보조법’을 공포하는 등 조선 내 사철의 보호육성에 노력

했다. 그리하여 사철의 노선망도 속히 확 되었다. 업 ㎞는 1942년에 55.7배, 

정거장수는 1938년에 61.6배가 늘었다.

<그림 6-2> 철도 여객수의 증가추세

철도 여객수의 증가추세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60,000,000

70,000,000

80,000,000

90,000,000

19
10

년

19
11

년

19
12

년

19
13

년

19
14

년

19
15

년

19
16

년

19
17

년

19
18

년

19
19

년

19
20

년

19
21

년

19
22

년

19
23

년

19
24

년

19
25

년

19
26

년

19
27

년

19
28

년

19
29

년

19
30

년

19
31

년

19
32

년

19
33

년

19
34

년

19
35

년

19
36

년

19
37

년

19
38

년

19
39

년

19
40

년

연도

여
객

수

여객수



  79

<그림 6-3> 철도화물의 증가추세

철도 화물톤수의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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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여객과 화물의 증가추세에 대해

- 조선의 철도의 여객, 화물의 운수성과는 1910년  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 다. 그런데 1차 에 의해 경기가 호황을 리면서 여객과 화물의 운수 

성 도 차 늘어났다. 1차  이후 만주사변에 이르기까지 경제는 체로 

불경기 지만 여객과 화물은 꾸 히 늘어났다. 1930년  반 세계공황의 여

로 철도 여객과 화물 운송은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30년  반에 들어

서면서 만주로의 조선 농민이주와 만주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여객과 화물운

송이 본격 으로 늘어났다.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객, 여행객도 크게 

늘어났다. 1910년에 비하면 1940년 여객 운송은 40여 배, 화물운송은 20여 배 

늘어나, 여객운송이 더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여객이나 화물 모두 

1937년 일 쟁 이후 크게 늘어난 이 주목된다. 이는 국이나 만주로의 

쟁수행을 한 인력과 물자 수송이 크게 늘어났음을 말해 다.

2) 조선철도 부설의 의미

中村進吾가 1936년에 펴낸 朝鮮施政發展史의 ‘조선철도상황’ 서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에서의 철도는 명치 32년 (1899년) 경성-인천



간의 일부에 창시되어 이후 36년을 지나 1935년 12월 순 재 업 선로의 연

장은 국유선 3,229㎞, 委管철도 328㎞, 사설철도 1,250㎞, 합계 4,808㎞에 달하고 

그 궤폭은 개 1.435m(표 궤)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국방  통치상 극히 요

하며, 특히 조선 민도의 향상과 물자의 개발에 한 계를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실 을 살펴보면, 경우, 경부의 간선은 명치 37,38년(1904,5년) 쟁 

당시 속히 개설한 것이고, 그 후 시베리아의 난, 만주사변 등의 발발에 따라 

극히 요한 국방상의 사명을 가진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황해  일

본해의 주요 항만에 달하는 각 노선  앙과 북변을 연결하고, 동북만주에 달

하는 함경선, 도문선을 완성하고 다시 평원, 동해, 혜산, 만포, 경 선 등의 건설을 

행하고 있다.”(370쪽) 이에서 보면 조선의 철도는 국방과 통치, 그리고 조선의 개

발과 한 련을 갖고 개설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자료를 통해 창기 조선철도가 어떠한 배경과 목 에서 부설되었

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철도 부설의 원칙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철도의 경제  의의 : 철도는 자본주의의 강철제 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경제나 개인경제는 이 을 통해서 그 발  요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와 자본주의는 거의 같이 성장한다. 철도는 

농 에 상품과 화폐를 운반하고, 도시에 원료와 노동과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발육 진시키는데 가장 효과 인 산 역을 맡으며,  

선진국은 철도로써 후진국에 막 한 리와 이권을 거둬들이고 그곳을 자본

주의화시킴으로써 자국의 융자본과 상품 수출의 로를 개척 확장한다.

2) 철도부설의 정치  의의 : 국가의 앙집권  통치에는 토의 철 한 

거리 축소가 무엇보다도 요하다.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의 신속화는 ‘문명

국’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철도를 후진으로 가지고 들어가 

정치  교섭의 첫 막을 열고, 그것을 차로 발 시켜 동국에 한 정치  

간섭을 시도한다.

3) 철도부설의 군사  의의 : 모든 철도를 평시와 시로 나 어 본다면 평시

에는 모두 산업철도요, 시에는 모두 군사철도가 아닌 것이 없다. 이는 자

본주의의 산업 계와 그 쟁 계가 시간 으로 연쇄  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리  특수 계에서 어떤 것은 산업선이라 하며, 어떤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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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선이라 부르는 바, 이는 시간 , 체 으로 보아 엄 한 구분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비록 산업철도라 명명된 것일지라도 일면으로는 부 

군사철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조선의 철도사는 의 3  의의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상 숫

자조선연구, 120-121쪽)

7. 도시 

1) 도시의 인구 변화

<표 7-1> 식민지기 도시별 인구 순위 변화

2) 도시와 공업화

1930년  국 5  도시의 공업의 발달 상태를 보면 <표 7-2>와 같다. 이에 

의하면, 5  도시의 공장 총수는 1,477개이며, 종업자 수는 37214명이다. 생산액은 

133,990,109원이다. 이는 공장수에서는 동년도  조선 공장 총수의 약 23%, 종업

자와 생산액에서는 약 42%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만일 여기에 나머지 9개 부의 



공장수를 합한다면, 조선의 거의 부분의 공장은 이들 도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2> 5대 도시의 공장 현황 (1932년)

도시 공장수 종업자 수 생산액(圓)

경성 669 12,962 32,048,096

평양 231 7,703 19,127,505

부산 328 7,527 31,701,593

구 140 5,500 19,855,090

인천 108 3,522 31,259,827

계 1,477 37,214 133,990,109

자료 : 1932년  각부세일반 (<숫자조선연구>, 1935년 5집, 81쪽 참조)

<표 7-3> 5대 도시의 직업별 인구비율  (1932년)

(단 :명) ( 호안은 백분비)

직업별 경성부 평양부 부산부 구부 인천부 합계

농림목업 18,146(5) 8,727(6) 8,560(5) 9,069(7) 679(1) 145,181(5)

염업 제염업 647(-) 345(-) 5,662(3) 69(-) 160(-) 6,883(1)

상공업 105,967(28) 61,814(42) 65,374(44) 51,112(49) 20,604(30) 304,871(36)

공무 자유업 113,256(30) 40,003(27) 21,947(14) 22,463(21) 9,546(14) 207,215(25)

其他有業 107,051(29) 26,002(17) 37,835(28) 12,332(13) 34,130(4) 217,350(26)

무직,무신고자 29,842(8) 8,564(6) 8,777(5) 8,466(10) 3,065(5) 18,714(2)

합계 374,909(100) 145,455(100) 148,156(100) 103,511(100) 68,184(100) 840,215(100)

자료 : 1932년  각부세일반 (<숫자조선연구>, 1935년 5집, 82-83쪽 참조)

<표 7-3>에 의하면 경성은 상공업자보다 공무  자유업 종사자가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다른 4개 도시는 모두 상공업자가 30-49%로 단연 수 를 

차지하고 있다. 5  도시 체의 합계를 보면, 상공업 종사자가 36%로 1 이고, 

기타 유업자가 26%로 2 , 공무  자유업이 25%로 3 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도시의 세궁민

도시의 발달은 한편에서는 놀랄만한 생산력의 증 , 거 한 부의 축 , 과학기

술의 경이 인 진보, 각종 문물제도의 획기 인 변화, 사회시설의 정비, 생활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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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270,590

(70.7)

106,782

(27.9)

5,119

(1.4)

382,491

(100.0)

토지소유(평)
1,413,646

(45.7)

1,639,627

(52.9)

43,970

(1.4)

3,097,243

(100.0)

납세액 (圓)
1,019,697

(24.4)

2,849,893

(68.0)

317,074

(7.6)

4,186,664

(100.0)

의 향상 등을 보여 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와 세궁민의 증가, 계

갈등의 격화, 보건 생의 문제, 범죄율의 증가, 주택난, 상하도 문제 등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가운데 식민지기 조선의 도시들이 안고 있었던 세궁민

과 실업자의 문제를 살펴보자.

1933년 조선총독부 사회과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경성은 세궁민이 34,093명, 

평양은 15,650명, 부산은 11,030명, 구는 5,0523명, 인천은 4903명으로 총수는 11

만 6199명에 달하 다. 이는 5  도시 총 인구수 83만 9222명의 13%에 달하는 

숫자 다. 이들 세궁민 가운데 조선인은 11만 2276명으로 세궁민 총수의 96%를 

차지하 다. 그런데 도시는 세궁민을 도시 외곽으로 계속해서 배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당시 도시 외곽에 있으면서 행정구역 상으로는 도시에 포함되지 않

았던 지역의 세궁민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세궁민 가운데 상당수는 집이 없어 ‘토막민’으로서 생활하 다.

4) 주요 도시의 경제상황  (1932년)

<표 7-4> 경성부의 경제현황

( 호안은 백분비)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99-100쪽, 1935년

(원 조사는 동아일보각 지분국에 의한 것임)

<표 7-5> 경성부 개인별 토지소유 및 납세액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토지소유(평) 5.2 15.35 8.58 8.09

납세액(圓) 3.76 26.68 61.94 10.94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0-101쪽, 1935년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토지소유(평) 8.84 78.88 145.27 19.50

납세액(圓) 2.15 17.39 9.25 4.25

<표 7-6> 평양부의 경제현황

( 호안은 백분비)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124,620

(85.7)

19,459

(13.4)

1,376

(0.9)

145,455

(100.0)

토지소유(평)
1,101,063

(38.8)

1,534,984

(54.1)

199,889

(7.1)

2,835,934

(100.0)

납세액 (圓)
267,435

(43.2)

338,314

(54.7)

12,872

(2.1)

618,621

(100.0)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1-102쪽, 1935년 

<표 7-7> 평양부 개인별 토지소유 및 납세액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3쪽, 1935년 

<표 7-8> 부산부의 경제현황

( 호안은 백분비)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99,956

(67.5)

74,836

(32.3)

364

(0.2)

148,156

(100.0)

토지소유(평)
817,979

(24.7))

2,461,525

(74.4)

30,934

(0.9)

3,310,438

(100.0)

납세액 (圓)
110,424

(10.1)

970,831

(89.2)

7,677

(0.7)

1,096,933

(100.0)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4쪽, 1935년 

<표 7-9> 부산부 개인별 토지소유 및 납세액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토지소유(평) 1.10 51.46 84.98 33.34

납세액(圓) 8.18 20.46 21.09 7.40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5쪽, 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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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59,321

(81.4)

11,690

(16.1)

1,849

(2.5)

72,860

(100.0)

토지소유(평)
262,491

(22.4)

850,552

(72.7)

59,424

(4.9)

1,170,467

(100.0)

납세액 (圓)
80,316

(19.4)

312,416

(75.4)

21,675

(5.2)

414,406

(100.0)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토지소유(평) 4.42 72.76 31.06 16.06

납세액(圓) 1.35 26.73 11.72 5.69

<표 7-10> 대구부의 경제현황

( 호안은 백분비)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77,689
(73.4)

27,638
(26.1)

480
(0.5)

105,807
(100.0)

토지소유(평)
450,315
(34.2)

1,400,755
(64.7)

105,347
(1.0)

1,956,417
(100.0)

납세액 (圓)
249,017
(23.0)

471,225
(71.6)

7,714
(5.3)

727,956
(100.0)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6-107쪽, 1935년 

<표 7-11> 대구 개인별 토지소유 및 납세액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토지소유(평) 5.80 50.68 219.47 68.49

납세액(圓) 3.21 17.05 16.07 6.88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7쪽, 1935년 

<표 7-12> 인천부의 경제현황

( 호안은 백분비)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8쪽, 1935년 

<표 7-13> 인천부 개인별 토지소유 및 납세액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09쪽, 1935년



<표 7-14> 5대 도시의 경제현황

( 호안은 백분비)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632,167

(73.95)

213,405

(24.97)

9,188

(1.08)

854,769

(100.0)

토지소유(평)
4,045,494

(32,97)

7,787,443

(63.46)

437,564

(3.57)

12,270,501

(100.0)

납세액 (圓)
1,726,888

(24.51)

4,950,681

(70.26)

367,012

(5.21)

7,044,581

(100.0)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11쪽, 1935년 

<표 7-15> 5대 도시의 개인별 토지소유 및 납세액 

구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토지소유(평) 6.40 36.49 47.62 14.36

납세액(圓) 2.73 33.20 39.94 8.24

자료 : <숫자조선연구> 5집, 112쪽, 1935년

8. 정치범

* 사상관계 법령

보안법 - 무 11년 7월 

집회취체령 - 1910년 8월, 경무총감부령 제3호. 

制令7호 - 1919년 4월. 정치변 을 목 하고 다수 공동하여 질서 방해 는 방

해하려는 자, 동 선동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고. 

총포화약취체령 - 1912년 제령 제3호.

출 법 - 융희 3년. 신문지법 - 무 11년 7월

경찰범 처벌규칙 - 1908년 3월 통감부령. 

치안유지법 - 1925년 발포. 1928년 6월 일층 엄하게 개정.

            國體를 변 할 목 으로 結社 는 役員의 지도자로서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 고에 처하고, 정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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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자 는 결사 수행을 하여 행 한 자는 2년 이상 유기

징역 는 고에 처하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 한 결사를 

조직한 자, 가입자, 결사 목  수행을 하여 행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고에 처함. 

<표 8-1> 조선 정치범누년 통계표

연도
叛亂所

干律
보안법 내란죄 폭동죄 소요죄 출 법

신문지

법규

황실에 

한 

범죄

정치범

처벌령

치안유

지법
합계

1909 202 - - - - - - - - - 202

1910 273 45 34 235 - - - - - - 587

1911 - 42 - 15 - - - - - - 37

1912 14 2 - 4 4 3 - - - 27

1913 2 - - 3 - 2 1 - - 9

1914 6 - - 10 5 3 - - - 24

1915 7 - - 14 6 1 - - - 28

1916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 미상

1917 17 - - 8 16 - 3 - - 44

1918 87 - - 21 9 - 1 - - 118

1919 6,254 - - 1,723 173 - 4 222 - 8,376

1920 111 - - 47 7 2 2 452 - 621

1921 86 8 - 23 21 2 1 1,491 - 1,632

1922 19 - - 43 11 2 2 134 - 211

1923 12 - - 83 9 5 1 71 3 184

1924 79 - - 256 82 1 8 526 1 953

1925 83 - - 388 94 12 2 250 88 917

1926 91 - - 707 70 16 9 353 380 1,626

1927 49 - - 650 45 6 22 107 279 1,158

1928 225 - - 516 200 14 26 152 1,420 2,552

1929 242 - - 216 175 2 38 175 1,355 2,203

1930 ? ? ? ? ? ? ? ? 864 864

1931 ? ? ? ? ? ? ? ? 2,000 2,000

1932 7,470 44 250 4,712 929 70 120 3,933 6,390 24,594



9. 결론 : 식민지 조선의 사회생활상 - 식민지 근 화론 비

1) 정치

- 총독부를 심으로 일본인들의 직 통치가 이루어짐.

이를 해 각종 공직자, 경찰 등 약 20만 명 정도(1930년 )의 일본인들이 조선에 

상주.

2개 사단의 군인들이 상주(경성과 나남)

- 동화주의를 표방하여 조선의 언어, 생활 습, 사고 등을 일본화하려 함. 특히 

1930년  이후 동화주의는 본격 추진됨.

- 조선인들은 하  리, 하  경찰로 임용되었고, 일부 부유층이 자문기구에 

포섭됨.

- 법, 특히 각종 악법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짐(보안법, 제령 7호, 치안유지법, 

집회취체령, 신문지법 등)

2) 경제

-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의 근 법  확인. 이를 통해 일인의 토지소

유를 법 으로 확실하게 보장. 토지의 확실한 악으로 총독부의 지세수입이 

증 됨.

- 1920년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일본에 필요한 들을 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듬.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증산된 보다 일본으로 추가로 실려간 이 더 

많음. 조선인 빈민층은 만주에서 실려온 조를 주 식량으로 함.

- 산미증식계획의 과정에서 조선인 농민들은 더 몰락 - 수세 부담. 지주의 토지

매수 확 , 고리 , 자연재해 등으로. - 지주는 증가. 식민지 지주제의 확 .

- 궁민(도시빈민, 농 의 세궁민), 화 민(강원도, 평안, 함경도 심), 해외이주민

(만주 농업이민, 일본 노동이민)이 1920년 부터 크게 늘어남.

- 1920년  일부 일본자본이 조선에 투자되기 시작. 1930년  이후 본격화. 특히 

북한지방에 집 . 함경도 쪽에는 화학공업화가 진행됨. 조선, 만주, 국시

장을 노린 공장들이 들어섬. - 1930년  후반 이후 지하자원의 개발 지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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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지역을 심으로 철도를 증설. 함경도쪽의 철도들은 만주와 연결됨. 

- 일본-조선-만주를 포 하는 일본경제권 내에서 분업의 차원에서 공업화가 조선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 철도시설과 객차는 민간의 철도이용객에 비해 크게 부족.

3) 사회, 문화

- 교육부문은 보통교육, 실업교육 심. 특히 보통교육은 일본어의 교육, 천황에 

한 충성을 심으로 진행. 일 쟁 이후 더욱 심화

- 보통학교의 취학율은 1920년  3면 1교, 1930년  1면 1교 정책에 의해 일제 

말기에는약 60% 수 까지 증가. 하지만 고등보통학교는 10% 이하. 많은 조

선인이 등, 고등 교육을 받기 해 일본으로 유학. 총독부는 이와 같은 조

선인의 교육열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함.

- 1930년  후반. 일본어 해독능력자 크게 증가. 황국신민교육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 

- 병원은 총독부부속병원과 도립병원(자혜병원)이 있었으나, 일본인들을 한 

병원. 조선인들의 이용율은 극히 낮음(언어 불통 문제). 조선인들은 사립병원을 

주로 이용.

- 염병 사망자의 수는 일제시기 내내 크게 어들지 않음. 생경찰은 단속 

주의 방역활동을 했을 뿐, 치료는 거의 계하지 못함. 방도 미흡.

- 1920년  이후 도시의 발달 본격화. 하지만 주로 개항장과 철도 연변 도시 

심. 1930년  후반 이후 산업화와 련된 도시들 성장(청진, 흥남 등). 

- 도시화의 주역은 일본인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거주지역과 구별되는 독

자 인 거주구역을 구축. 이 도시를 만듬. 일본인들 거주구역에는 근 인 

시설들이 들어선 반면, 조선인들 거주구역은 이에서 소외됨.

- 경성과 같은 일부 도시에는 백화 과 같은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들어옴. 

일부 조선인들도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빠짐. 하지만 부분의 조선인들은 

시장(상설시장, 5일장)을 이용. 

- 일본인들은 조선에 일본식 성매매 문화를 가져옴 - 유곽. 1920, 30년  국의 

주요 도시에 창기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이 증. 



-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 철 히 통제. 문화정치 이후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나 통제는 여 하 고, 특히 1930년  이후 더욱 강화됨. 1930년  반 이

후 부분의 언론은 친일화. 

결론 : 

식민지에서의 근 화란 정치의 측면에서는 직 지배, 동화주의, 억압  통치기

구와 법제의 도입으로 나타났고, 경제의 측면에서는 식민지로서 일본자본주의의 

보완  역할을 담당하도록 (식량 보 , 자원 보 , 노동력 보 , 일부 공장 신설 

등) 하는 것이었으며,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교육과 언론, 그리고 도시라는 거 을 

통해 조선을 명실상부하게 일본화하는 작업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식민지 근 화

론자들이 말하는 식민지에서의 인 라 확충, 1930년 의 공업화, 식량의 증산, 인

구의 증가, 맨 워의 성장 등은 표피 , 상 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철도, 항만 등의 인 라는 주로 일본 자본을 한 것이었으며, 교육시설은 조선

인들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고, 병원시설 한 크게 부

족했으며, 그나마 있는 것은 주로 일본인을 한 것이었다.

최근 식민지에서의 근 성을 자본주의  소비문화, 도시문화를 심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한 그러한 상의 이면에 숨어 있던 일본자본주의의 

본격 인 조선 장악, 일본인들의 조선 도시의 완 한 장악 모색 등의 상을 도

외시한 표피 인 감상담에 불과하다. 

식민지 조선에도 물론 근 가 시작되었고, 근 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근 인가이다. 근 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며 다양하다. 제국의 

근 와 식민지의 근 는 당연히 다르다. 같은 제국 내에서도 국의 근 와 일본의 

근 는 다르며, 같은 식민지 내에서도 인도의 근 와 조선의 근 는 다르다. 따

라서 인도와 조선을 평면 으로 비교하는 것은 험하다. 결국 조선에서의 근 는 

식민지  근 으며, 그것은 일본자본주의, 일본제국주의의 요구를 충실히 반 한 

근 을 뿐이다. 그 다고 하여 조선인들이 그러한 요구에 으로 복종만 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  지배에 항이 있었고, 일본  근 의 변용이 있었다. 하

지만 일본의 힘은 압도 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 는 ‘일본의 식민

지로서의 조선의 근 ’라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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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 사회변화와 한국사교육

류 승 렬

(강원대학교 교수)

 

Ⅰ. 근 사 인식론

1. 개관

우리나라를 비롯찬물을 끼얹는 행 일 뿐 아니라 역사인식을 해치고 심의 황

폐화를 래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 특히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꾸 히 성장시켜

온 인식과 이해를 허물어뜨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서  한국의 사 - 정서와 명분에 입각한 2분법 도식 - 역사  상상력을 

좀 먹고 감수성을 빈곤하게 만든다.

•‘튀면 죽는다, 튀어야 산다’는 이율배반  화두 - “튄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튄다는 것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선구자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 앞좌석보다 간이나 뒷자리를 선호한다.”

•親美=반공․분단, 反美=자주․통일

•populism의 만연은 균형감을 갖춘 인식을 곤란하게 만든다. 법과 제도가 무

시되고  차원에서 정치  정당성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 법과 제도의 

‘바깥’을 ‘해방’으로 알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기 하면서 기성 세

를 강하게 비 한다.

2. 현대사 연구 ․ 정리에 대한 힐난의 일례 - 역사학보｝의 ｢회고와 망｣

기획에서 1945년 이후가 ‘ 사’로 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그러니까 ‘ 사’가 독자의 시민권을 공인받은 것은 올해가 겨우 3년째이다. 그

게 이제 막 걸음마가 시작된 올해의 ‘ 사’에 하면서, 거기서 무작 로 선

별된 여러 연구자와 논 들, 그리고 간간이 표출되고 있는 집필자 나름의 강한 

주장에 부딪히면서, 필자는 어쩔 수 없는 갈등과 깊은 회의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연구자가 취할 올바른 자세일 터이다.

집필자는 량의 탈북자와 탈남자=이민을 배출하고 있는 남․북한의 ‘하루하루 

망’인 실을 서두에서 지 하고 있다. 이 망의 실이 집필자에게 부여한 

실천  과제는 민 이 주체가 된 민족의 통일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일 문제는 한국 사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일 것이다.” 집필자는 이 

같은 당  선언에 머물지 않고, 통일을 한 략을 구체 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로는 한반도 분단의 최종 인 해결 략으로 분단의 평화  

리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 통일을 추구할 것인가에 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이 모든 것들이 사 속에서 50년을 살아온 

필자에겐 별달리 새롭지 않은, 굳이 새롭다면 秘史 수 에 불과한 것들이며, 논

제에 따라선 이 에도 반복 으로 언 되어 진부하기조차 한 것들도 지 않다.

비난이 상되지만 숨길 수 없는 본질  문제는 사 집필자에게 새로워 보

이나 필자에겐 진부해 보이는 시각의 차이이다. 단도직입 으로 말해 필자는 

사 집필자의 이른바 ‘민 ․민족 통일노선’에 찬성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사에 해  상이한 시각과 실천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의 각 국면마다 

나름의 가치와 기 으로 합리  선택을 해온 이 땅의 모두가 그러한 실천의식의 

소유자로서 모두가 훌륭한 사가들이다. 필자는 농 을 답사할 때마다 로들

로부터 사의 생생한 체험과 그에 바탕한 그들의 진솔한 역사의식에 경탄을 

치 못한 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게 사의 주역들이 아직도 살아서 연

하고  갈등하는 當代史에 한 역사학 연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러한 보  질문에 해 사 연구자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 그 지만 아

무래도 국경을 허무는 가상의 國家工學이 역사학자들의 임무라고는 생각되지 않

는다.

2년  본 학회가 1945년 이후의 당 사에 해 독자의 시 사로서 시민권을 

부여한 것에 해 필자는 과연 신 한 기획이었는지 회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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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뒤엉킨 역사 인식과 시각들

∙공격받는 테제 - 소  ‘내재  발 론’과 민족주의

∙공격측 -  식민지 근 화론(그 아류인 경제성장론), 민족주의 폐기론

- 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와 민족공동체( 화민족)에 한 애국주의를 강조

하면서, 민족․국가․조국․집체․사회에 한 수직 인 충성을 요구한다.

⦁시사  - 자크 르벨 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총장 ; (폴란드와 독일이 공동의 

역사책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해) “사실 는 이 공동의 역사책에 해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책은 정기 으로 개정되고 있고, 이는 

역사의 정형화 극복이란 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의 역

사라기보다는 하나의 픽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리 으로는 하나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쟁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통합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람직한 유럽의 

역사는 바로 다양한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2차 의 참혹한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지 처럼 회복한 요인에 

해) “아마도 경험의 다양함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획일화는 손해라는 인식, 서로의 차이를 수용함으로써 유럽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런 교훈을 배울 만한 과거의 역사와 

경험이 없었습니다.”

4. 방향과 과제

•어떤 이념이나 당 성에 따라 결집되는 動員 지식인이 아니라, 시  변화에 

걸맞는 성찰 ․창조  지식인상 정립 필요하다.

- 지식인의 형 ; 일제강 기(민족 ․지사  지식인), 분단고착기(근 화를 주

도한 료지식인과 모순에 맞선 항  지식인)

- 료지식인 그룹은 정치사회에 과도하게 속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당함

- 항  지식인 그룹은 문성 빈곤으로  심과 향력을 속히 상실

해왔다.  80년 식 거  담론에 익숙했던 지식인들은 이념  편가르기와 

서구 이론 수입에 몰두해왔다.

- 90년  후반 신지식인론과 지식 게릴라론 부각 - 신지식인은 정보사회의 도



래에 따라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술  지식인, 지식 게릴라는 경

계가 불분명해진 아카데미즘과 리즘을 넘나들면서 담론을 주조하고 논쟁을 

벌이는 방  지식인을 의미 ↔ 자는 비  이성이 박제된 공학  지

식인의 변종이며, 후자는 담론의 규칙들을 무시한 채 지  선정주의만을 부

추기는 경향이 두드러짐

•진지한 물음과 포용할 수 있는 자세, 성실한 답변이 요구된다.

‘우리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라 할 때 ‘우리’와 ‘민족’이란 개념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족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이 외래문화와 칭되는 개념이라면 양자의 계는 

어떠한가

민족문화와 외래문화를 합하여 수용‧소화하는 우리의 틀은 있는가, 만약 그

다면 이는 일부가 타자에게 강요하는 문화지배의 수단인가 아니면 폭넓게 共

有되는 보편 인 것인가

이 문제와 련하여 오늘날 한때 제한된(?) 근 화를 지향했다고 평가되는 일부 

인사들의 입론을 뭉뚱그린 소  ‘동도서기론’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입

론은 가능하고 타당한가.

‘동도’는 무엇을 말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것인가, 그럴 때의 우리는 구이고, 

그 도는 무엇인가

과연 이것은 체서용, 화혼양재와 같은 맥락에 선 우리의 문화수용, 역사 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배제의 논리, 지양의 논리를 강조하고 그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틀을 확장하고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무 뜨리고 허무주의  방향으로 내몰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인식을 확산해나갈 방향성을 견지해야 한다 - 문화능력의 성숙과 확 를 한 

내  발 의 방향

아울러 민족도 시‧공간의 제한과 아울러 그 월의 양면을 아우를 수 있는 포

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 korean overseas cultural network(華僑, 유 인 등의 

를 참조)

-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틀 지워온 ‘근 ’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박 있

으나, 우리 자신을 타자화하는 형태로 주변을 맴돌 따름이다. 반면 ‘ 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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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채 회상 속에서 그  이따  되살려지는 鄕 의 양식

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물론 상실된 ‘ 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제강 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철 하게 부서져 온 ‘ 통’은 

일상 구석구석까지 서구성에 침윤되어 온 우리 삶의 주변부에 여 히 고립된 

섬처럼 떠있을 따름이다.

•신조류

- 새로운 분야의 학  계보 - 게오르그 짐멜 - 사회  상호작용, 돈, 유행, 술, 

술산업, 에로스, 도시, 공간, 노동, 종교 등  사회의 미시  문제를 통해 

‘근 성’을 찾아냄 - 근 성과 탈근 성의 논쟁 과정에서 생활사에 한 심이 

커짐

- 새로운 문화 장르- 디지털 화, 애니메이션, 패션, 온라인 게임, 멀티미디어 

아트

-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 문제들 - 세계화, 환경 기, 노령화, 가족 해체, 생명 

복제

- 새로이 부각되는 가치  - 탈물질주의

Ⅱ. 한국인 디아스포라 - 연변 강원도출신 이주 사례

19세기 후반기부터 시작된 조선인의 만주 이민으로 1945년 해방 당시에는 200

여만 명이 만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조선인의 이주는 어느 한 시 에 집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말부터 1945년까지 오랜 동안 계속되었는데, 19세기 후

반기의 자연 재해, 1910년의 일제강 ,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일 쟁 등이 

요한 계기가 되었다.

1932년부터 본격화한 일본인의 만주 이주는 1932년부터 1936년까지의 시험이

민=무장이민 단계를 거쳐서, 1937년 이후에 규모 집단이민 단계로 진입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국인의 경우는 국내 이주에 한정되며, 주로 만주국의 

집단부락 건설과 련하여 부분 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1930년 에 들어 종 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는 하지만, 



일본인 이주와는 여러 모로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시기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지속 으로 이루어진 , 1930년  항일 유격  활동만 아니라 한말 의병 투쟁이나 

강  후의 반일 독립 운동과 히 련된 , 일제의 수탈과 착취로 인한 이

주가 압도 인 , 주로 개별 형태를 띈  등은 일본인 이주와 질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만주의 이주 문제는 조선인･일본인･ 국인 등 이주 주체에 따라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는데, 조선인 이주 문제는 가장 오랜 시기에 걸쳐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실 으로 만주사변 후 조선 국내의 과잉 인구와 생활난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자연 으로 만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도 조선 내의 사회 

안정과 질서를 해 이에 한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울러 조선 내의 

한발이나 기근 등 자연재해의 빈발도 만주 이민을 진시키는 요소로 꾸 히 작

용하 다. 일례로 1938년의 경우에도 한해의 향이 극심해 만주 이민을 격증시

켰다.

일제의 만주 이주 정책을 보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동군 사이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만주국을 ‘내면 지도’하고 있던 

동군이 항일 유격 에의 응을 심으로 정책의 입안부터 일 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추진해나갔다. 여기서 동군과 조선군의 연계 공작은 필수 이었고, 

조선총독부가 기획･집행한 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도 그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  일제의 항일 유격 에 한 응과 련한 면을 보자. 일제는 항일 유격

를 소멸시키기 해 근거지를 없애고 명 군 조직을 괴하려고 하 다. 이를 

해 동군은 만주국 행정기 과의 연계를 본격화하여 1933년 6월 앙･성･ 에 

치안유지회를 구성하고 치안 을 개해나갔다. 그러나 항일 유격 의 활동이 더욱 

심화되자 동군은 종래의 치안 의 성과를 토 로 1936년 3월 ‘치안숙정 3개년 

계획’을 발령하고 새로운 치안공작을 개시하 다. 구체  내용을 보면 무력 토벌을 

뜻하는 치표 공작과 함께 집단부락의 결성과 자 력의 강화, 치안도로의 구축, 

민생의 향상, 선   사상 책의 강화 등을 뜻하는 치본공작을 병행하여 실시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제2기  제3기 ‘치안숙정공작’에서 치안유지회를 심으로 

한 ‘치본공작’의 심은 ‘비민분리’ 공작이었고, 그 근간을 이룬 것이 집단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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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었다.

다음으로 이주 정책과 련한 내용을 보자.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조선총독부와 

동군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33년부터 실시된 안 농 ･집단부락 건설은 

조선총독부가 기획･집행하며 실행을 주도하 으며, 이후 조선인의 이주에 해서도 

의에 핵심 으로 참여하며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일제의 만주 이주 정책상 요 문건으로는, 제일 먼  1932년 8월 동군이 작

성한 <재만조선인이민 책요강> 고와 10월에 작성한 <만몽이민계획의 요령>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1936년에 첫 발표 후 두 차례 수정을 거친 <재만조선인 지도

요령>과 <선농취 요강>이 있고, 최종 으로 이들을 모두 수렴하여 1939년 12월 

22일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이 나오게 된다.

조선인 이민에 해 일본 정부나 동군이 비교  소극 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을 거세하기 한 다양한 공작을 입안･실

행해나가고 있었다. 1930년  반에는 조선총독부가 안  농  건설과 집단부락 

건설을 극 도모하 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1933년부터 식민 통치의 강화와 항

일부 와의 연계 차단을 목표로, 연변 지역을 주로 항일 유격 근거지 부근의 

산재 호구를 합병하여 집단부락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기조는 

그 로 지속되어 1938년 7월 조선총독부는 동군  만주국과 긴 하게 의하

여 집단이민과 련한 신방침을 결정하고, 1939년도부터 1만 호 조선인 만주이민

을 계획 으로 추진해나갔다.

1930년  집 으로 개된 강제 집단이민 정책의 성격은 크게 두 측면을 갖

고 있다. 하나는 항일무장 투쟁에 한 응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만주 

개척을 통한 일본인 이주의 선발  기능의 측면이다.

체로 1933～1935년에 걸쳐 세 차례 실시된 집단부락 건설과 련한 조선인 

이주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면서 동군의 조를 끌어내고 있으며, 그 성과에 

자극받은 만주국이 인 집단부락 건설에 나서게 되고, 1937년 이후 조선인 

부락 체에 한 시설과 리도 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집단부락은 연길･화룡･훈춘･왕청 지역에 집 되었는데, 연길에는 제1･

2･3차 모두 건설되었다.

집단부락 건설에서 주목할 것은 제3차이다. 제3차는 1935년 4월 하순부터 5월 

순까지인데, 피난민만이 아니라 조선 국내에서 신규로 상당수가 왔다는 이



다. 당시 조선 국내에서 치한 이민 총수는 246호, 1,454명이고, 그 에 강원도 

출신은 83호, 471명이 남하마탕에 수용되었다.

1930년  반 이후 실시된 집단이주의 상지는 안도 으로 집 되었다. 그 

까닭은 일제가 길림성 지역에 해 “인민과 항일 유격 와의 계가 한 지

역”으로 악하고 양자를 갈라놓는 ‘비민분리’ 공작을 극 펴야 한다고 악하

고, 특히 안도 의 경우 항일 유격  활동에서 요 거 의 하나 으며, 김일성

과도 상당히 히 련되어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1935년 가

을에는 “특별치안숙정공작과 함께 긴 히 필요”하다고 단하여 한창구, 자, 

사자, 흥륭하, 삼도구, 노두구, 소사하 등지에 추가로 집단부락이 건설되기에 

이르 다.

1935년 가을철 특별공작 때는 왕청 과 안도 에 12개의 집단부락을 건설하여 

788호를 수용하 고, 1936년의 집단부락 건설 계획에서도 24개 집단부락 가운데 

가장 많은 8개를 안도 에 건설할 정이었다. 그리하여 공당 동만특별 원회 

스스로도 1935년에 이르러 동만 지방의 항일 유격 근거지가 집단부락에 포 된 

상황이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1935년 하반기부터 안도 과 왕

청 에 집단부락이 집 으로 건설된 것은, 유격 근거지의 이동과 한 련이 

있었다. 즉 동북인민 명군 제2군은 일제의 토벌에 려 차 험 한 산악 지 로 

이동해야 했는데, 1935년에는 안도 의 차창자와 왕청 의 나자구로 이동했으며, 

같은 해 겨울 차창자의 항일 세력은 다시 안도 의 내두산으로 이동하 다.

나 에 동북항일연군 제2 방면군의 주력부 도 1940년 7월 순경에 이르면 

돈화 [안도 이 맞음] 한창구에서 증민을 만나게 되어 늦어도 이때까지는 ･소 

변경 지 로 이동하라는 방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 등 제2 방면군의 

주력부 는 돈화 (?)→ 안도 → 연길  천보산  노투구[안도 ]→ 도문의 안

산→ 훈춘 의 경신향으로 계속 이동하 다. 여기서 1940년 7월까지 안도 에 김

일성 등 제2 방면군의 주력부 가 활동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조선인 농민이 만주로 이주하는 방식은 이미 이주해 있던 조선인 농민을 지정 

지역에 통제 집결시키는 것과, 새로 조선인 이민을 치하는 것의 두 가지 경우

가 있었다. 1930년  후반 조선으로부터의 집단이민의 경우는 조선총독부가 선만

척식회사로 하여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 세포리에 세포훈련소를 설치하여 집단

이민과 집합이민으로 선정된 조선인을 훈련시켰다. 이 훈련소는 조선 각 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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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조선인청년 105명을 수용하여 1938년 1월 21일에 개소식을 가지고, 3가지 

주제로 훈련하 다. ① 황국신민의 덕성을 도야하고 농민정신을 양성하며, ② 만

주국의 건국정신을 철 히 이해하고,  이른바 ‘일･만 불가분’의 신념을 함양하

며, ③ 이주지의 농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졸

업하면 해마다 만주로 수송되었는데, 1939년까지 졸업생 총수가 478명이 되었다. 

1940년 4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가 이 훈련소를 수하 다.

1937～1939년 사이 조선인의 강제 집단이민 상황을 연도별･ 상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안도 과 왕청 에는 1937･1938･1939년 모두 집단이민이 행해지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한 1939년에는 체 이민 호구수에서 분산이민의 비 이 가

장 높은 것도 특기할 만한데, 이주 상지를 고려하면 이주의 목 이 종래와 달

라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1> 연도별･대상지별 조선인 이민 상황
연도 종별 호수 인구 상지

1937 집단   3,329  12,159 안도, 왕청, 연길, 구

1938

집단   2,799  14,198 안도, 왕청, 연길, 화 , 휘남, 천, 류하

집합   3,156   9,958 길림, 간도, 천, 통화, 목단강, 빈강

계   5,955  24,156

1939

집단   3,930  20,085
안도, 왕청, 화 , 회덕, 목릉, 류하, 령안, 

흥경, 반산

집합    915   4,853
회덕, 흥경, 통료, 목릉, 목단강, 령안, 

혼춘, 신안진, 삼차구

분산   7,231  27,056 안동, 도문, 개산

계  12,067  51,994

합계  20,360  88,309

여기서 1937년에 이루어진 강제 집단이민에서 강원도 출신자들은 북선 출신들과 

함께 안도 으로 집  배치되고 있다. 1937년 3월 18일 50호, 258명이 류수하자에 

입식하 는데, 그들은 강원도 양양, 고성, 통천으로부터 왔다. 19일에 52호, 255명이 

류수하자에, 21일에 78호, 400명이 서남차에 입식하 는데, 그들은 모두 강원도에서 

왔다.  26일 101호, 501명이 남 자, 3월 22일 103호, 488명이 북 자에 입

식하 는데, 모두 강원도 김화, 성, 기오 등에서 왔다. 27일 94호, 407명, 28일 



63호, 322명이 만보하자와 자에 입식하 는데, 모두 강원도 김화, 서군, 원남, 

근동, 성 등으로부터 왔다. 3월 30일에도 배창자에 강원도 회양에서, 31일에는 

청구자에 80호, 359명이 강원도 원주로부터 왔다.

1937～1939년 사이에 행해진 강제 집단이민은 일제의 항일 유격  괴 공작의 

핵심 수단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이는 집단이민이라는 이주 형태를 취하면서,  

이주지는 항일 유격 와의 격 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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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무렵 항일 유격 와 일제 사이의 주된 격 장은 안도 으로 집 되고 

있었는데, 강원도 출신자의 이주는 거의 안도 으로 집 된 것이다. 1930년  후

반 안도  사하자는 오의성이 지휘하는 항일 유격 , 안도   지역은 최  

부 가 넘나드는 요충지 다. 1939년 5월말 김일성 지휘하의 동북항일연군 제2 

방면 주력군은 안도  경내에서 유격 을 개하면서 화검구 등지에  근거

지를 창설하 고, 6월 에는 안도  포시하 당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8월에는 제3 방면군이 안도  사하와 소사하를 공격하 으며, 11월에는 제2 

방면군이 화검구 에서 20여 일 동안 머물며 열을 정비하 다. 1940년 3월 

에는 제2 방면군이 안도  마록구를 공격하 고, 3월 25일에는 마록구 홍

기하에 매복하 다가 마에다 를 멸시켰다. 그 후에도 제2 방면군은 안도 의 

남도 , 상동 , 황구, 마록구, 차창자 등지에서 유격 활동을 계속하 다.

그런데 1937년부터 1939년까지 개된 만주로의 집단 이민은 도합 9,262세

는데, 그  간도성 3개 에 온 집단이민이 5,178세 이다. 그  안도 에 이주

해온 세  수는 2,845세 로 총세 수의 30.7%를, 간도성에 이주해온 총세 수의 

54.9%를 할 만큼 안도 이 집단이민의 심지 음을 보여 다.

이처럼 이 무렵에 안도 이 이민  으로 설정된 까닭은, 첫째, 개발이 제일 

늦고 사람이 은데 비해 땅이 넓어 개발 여지가 컸으며, 둘째, 항일 유격 활동이 

아주 극 이었기에 집단이민 부락을 세워 항일 유격구를 견제하고 소멸시키려고 

한 데 따른 결과라고 악되고 있다.

지 실태 조사를 토 로 생각할 때 강원도 출신자의 연변 지역 이주  재이

주가 갖는 한인 이주사상 의의는 매우 크다. 첫째, 한인 이주사 반에 걸쳐 이

주가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각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한

말의 노동 이주, 일제 강  후의 항일 투쟁과 련한 이주, 1920･30년에 걸친 

빈궁민의 이주, 1930년  반 집단부락 건설과 련한 이주, 1930년  후반 일

제의 강제 집단이주 등이 그것이다. 둘째, 집단부락 건설이나 강제 집단이주는 

항일 유격 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개되던 지역에 집 되었다. 특히 1930년

 말 고성 의 경우 항일 유격 와 만주국･ 동군 사이 격 의 에 치했

다. 셋째, 안도 으로 집 된 강원도 출신자의 강제 집단이주는 두 가지 목표가 

첩되어 개되었다. 하나는 항일 유격 와의 격 장이었다는 ,  하나는 수

 개발을 통한 정착을 유도하려 했다는 , 이러한 양자는 결국 항일 유격  활



동을 근원 으로 차단한다는 목 에 수렴하는 것이었다. 넷째, 강원도 출신자의 

이주 양상을 보면 일제의 정책에 따른 이주 형태의 변화상도 각 단계별로 분명

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강원도 출신자의 이주 양상에 한 조사를 통해, 일제

의 의도  방임에 따른 개별 이주, 집단부락 건설 공작의 일환으로 개된 집단

이주, 1930년  안도 으로 집 된 집단이주, 1940년 후로 변화하는 이주 형태 

등 단계별로 바 어간 이주 형태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강원도 출신 

이주자에 한 집단이주에서 특히 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인 

집단이주를 강행하면서 민족 내 출신 지역별 차별화 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강

원도 출신 이주자만으로 집단부락을 꾸려서 안도 의 항일 투쟁 격 지에 배치

한 것은 고도의 지역 차별화 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일성의 모친

인 강반석이 살다 사망해 무덤이 있었으며 1932년 4월 김일성이 반일인민유격

를 창건한 안도  소사하향에 라북도 무주 사람들을 이주시켜 만든 무주 이

나 남도 , 북도 , 정읍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Ⅲ. 다문화 사회론의 두와 과제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1980년  말 이후 증한 이주민의 존재가 한국사

회의 미래 망에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가에 한 논의 속에서 출 하 다. 

결혼 이민자의 입국이 증하기 , 한국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 노동자를 상

으로 하는 노동력 리 정책에 불과하 다.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허락하지 않는 교체 순환 정책을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정책은 ‘통제와 

리’ 심이었다. 정부가 이주민 문제에 정책  심을 갖게 된 것은 이주노동

자의 규모가 일정 수 을 넘어서고 그들의 리 문제가 요한 사회  이슈로 

제기된 이후의 일이다. <표1>과 같이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하고 있다. 이들 장기체류 외국인을 국 별로 보면, 국(44%), 미국(12%), 

베트남(6%), 필리핀(5%), 태국(4%)이고, 그 외 일본, 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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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 장기체류 외국인 수

(단  : 명)

연도 1997 2001 2005 2007년 8월

인원    387,000    567,000    747,000  1,000,254

자료 : 법무부 통계자료

한 통계청 자료(2007년 3월)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은 39,700건으로 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 다. 특히 국제결혼 에서 한국 남자와 외국 여

성 사이의 혼인이 76.1%이고, 그 에 농어  지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혼인이 41%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 을 보면, 국

(48.4%), 베트남(33.5%), 일본(4.9%), 필리핀(3.8%), 몽골(2.0%, 캄보디아(1.3%), 미

국(1.1%), 우즈베키스탄(1.0%) 등의 순이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체 인구에서 하는 비율이 2%를 넘어서고, 여러 인종과 

민족의 다양한 문화도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도 긴  처방식의 

여러 책을 내놓고 있다.

즉 2006년 2월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가 속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제 하에 부서의 행정 목표를 설정하 다.  2006년 4월 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 으며, 그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여 각종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내놓았고, 

교육인 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을 발표하 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주요한 흐름의 하나가 다문

화교육 환경의 확산이다. 이러한 추세에 응하여 국사편찬 원회가 동남아 등 

외국 출신 다문화 가정 등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기로 하 다고 한다. “한국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 해 한국사능력검정특별시험을 치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내 다문화 

가정 학생은 2008년 4월 1일 재 1만 8,778명으로, 경기 지역이 3,8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남, 경남, 충남, 북, 경북, 강원 등의 순이라고 한다. 역사 분야에

서도 다문화교육에 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지만 체계 인 이론  

검토와 그에 따른 한 방식과 차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매우 폐쇄 이고 배타 이라는 지 은 여 한데, 그 근원으로 ‘단

일민족론’이 꼽힌다. 이를 방증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은 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한 핏

, 한 민족, 한 문화-를 고수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Kimlicka, 1995)

② 2006년 국제경 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 상 

55개국  인종차별 항목은 51 다.

③ 2007년 1월 유엔 인종차별철폐 원회(CERD)는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한 차별을 

없애기 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 다.

이처럼 속히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환경에서 다문화교육의 불가피성이 두

하 으나, 등학교 역사과의 경우 아직 이에 한 본격 인 검토나 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① 지 까지 다문화교육과 련한 연구들을 보면 ‘다문화주의’를 내세우며 문화 

공생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분명하지만 ‘정체성’을 구 해나가는 일도 필수 이다. 따라서 양자를 

아우르기 해서는 역사인식의 폭을 확 하고 심축을 다양화할 수 있는 

건설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재 ‘외국인’을 상으로 한 각종 정책에서 ‘외국인’의 개념이 모호하다. 

지 까지 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언 할 경우에도 이런 면에 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증가와 련하여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증 되었지만, 외국인의 한국 국  취득이 차 증

가하는 추세에 부응한 내국인의 인종 다양성 상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국민  아이덴티티의 함양 작업도 필수 이며, 이를 해 

역사교과목의 개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③ 캐나다 역사교육의 경우 캐나다 역사 그 자체가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역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다문화사회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교육은 그와 반 로 비다문화 인 

목표와 내용이라는 지 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할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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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문화･다문화주의･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개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개념 규정이 용의 범 와 방식에 긴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를 철학 인 면, 정치  지향의 면, 제도 개

선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서의 면 등 어떤 면에서 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

용과 과제가 다양하게 나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다문화･다문화주의라는 개

념이 다의성과 다면성을 갖고 있는데, 재의 다문화사회 담론이나 이론들은 정

확한 개념 규정 없이 다양한 범주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과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 를 들면 재의 담론들은 민족‧국민‧인종과 같은 개념조차 정확하게 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민족’‧‘다인종’‧‘다문화’ 사회와 같은 개념을 모호하고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이 강조하는 사회 유형의 특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지칭하거나 한국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유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혼용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 정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개념  혼란과 남용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이행을 분석하고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가능성과 한계, 

기회와 기에 한 진단과 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를 들

면 다문화사회와 다민족사회가 본질 으로 같은 것이라는 인식은 ‘문화’ 개념의 

빈곤과 련된 표 인 오해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인  구성이 다민족화한

다는 것이 곧 문화  다양성을 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재 통용되는 ‘다

문화’ 개념에서 ‘문화’ 개념에 한 진지한 논의가 없어 다문화사회의 실태나 다

문화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에 한 이해도 부족하다.

② 다문화교육의 범주

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성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

등을 평화 으로 해결하려는 목 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문화･다문화사회라는 용

어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여성, 장애자와 

같은 소수자 집단이나 그들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 받는 사회로 이해하는 것과, 

여러 인종과 민족  그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의미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종 집단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지배



 서구 문화를 강요하는 동화주의를 거쳐서, 여러 민족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

하는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가 나타나 1930년 ～1950년 에 걸쳐 미국

의 사회 통합 이념으로 환 을 받았다. 한편 1980년  후반이 되면 다양성의 존

이라는 면에서는 문화 다원주의와 일치하지만, 심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

든 문화를 상 화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등장한다. 이 다문화주의는 

민족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자 등의 사회  지  향상의 문제에도 용된다

는 것이 특징 이다.

③ 다문화교육과정의 과제와 방향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은 호기심이나 타자의 으로 소수자의 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소수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  정체성과 문화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식 변 의 실천과정이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에 해서는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문화  정체성이나 권리의 차등을 

주장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해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문화  인정의 

문제에 집 함으로써 경제  재분배 문제에 한 무 심을 조장한다거나, 비자유

주의 인 소수자 집단을 용인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등의 비 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  정체성과 문화  권리의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문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 으며, 인식의 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 망을 구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다.

④ 역사 교과목상의 비다문화  내용

다문화교육의 소극  방안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비다문화  내용을 

배제하고 교정하는 작업에서 비롯된다. 행 등 학교의 각종 교과서에는 비

다문화 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  체계상으로도 단일민족론･순

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구체 으로  학교 국사｝교과서를 심으로 비다문화 이라고 단

되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반  역사 내용을 보면 <표2>에서 

Ⅰ의 경우는 근 , Ⅱ의 경우는 일제강 기, Ⅲ의 경우는 8･15 해방 이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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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상의 련 내용 쪽수

Ⅰ

 1
우리 민족은 황색 피부, 검은색 머리 등의 신체 인 특징을 지녔으며, 

인종 으로는 몽고 인종에 속하고 ⋯
10

 2

신라의 삼국 통일이 민족 통일의 출발 이라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은 옛 삼국 출신의 다양한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한 실질 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었다.

93

 3

동학은 서양 세력의 치략  근과 천주교의 가 우리 것을 해치

고 우리 사회를 태롭게 한다는 믿음에서, 우리 것을 지키고 고통받

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 다.

181

～2

 4
⋯ 우리 고유의 유교 문화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정척사 운동을 

일으켰다.
200

 5
우리 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과 일본에 맞추어 제도를 

근 으로 개 하려고 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12

Ⅱ

 1 Ⅸ 민족의 독립 운동, 1. 민족의 수난, 3) 민족 말살 정책

 2
이로써 오랫동안 독자 인 문화를 창조하면서 발 해 온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노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255

 3 우리 민족이 민족 문화의 수호를 해 벌인 노력은? 288

Ⅲ

 1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가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온 민족이 다시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

다는 각오로 새 나라의 건설에 나섰다.

298

 2

한 민국은 역사상 우리 국토에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운 최 의 민

주 공화국이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이래 우리 민족이 그토

록 염원하던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것이었다.

303

에서 비다문화  사례로 단되는 사항을 들어본 것이다. 여기서 특히 Ⅱ의 일제

강 기의 경우는 제목부터 내용에 걸쳐 상당히 여러 가지의 사례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Ⅳ의 경우는 서술의 반  기조나 특징을 통하여 보건  

용  표 이라 하더라도 부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도 비다문화  표 이나 내

용이 들어가 있다.

반면에 Ⅴ의 경우는 한국  특수성이라고 할 남･북 계와 련하여 민족  

요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표시하 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평화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필수 인데, 남･북 간에 민족  동일성과 일체성을 드러냄으로써 평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은 한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표 2> 중학교 국사 교과서 상의 비다문화적 서술 사례



구분 교과서상의 련 내용 쪽수

Ⅲ  3

서울 올림픽 회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우리들이 쌓아 온 국력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었다. 한편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회에서도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체육 한국의 상과 우리 민족의 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314

Ⅳ

 1
추상 이고 모호한 표 -민족의 항일 정신(234쪽), 민족의 움직임(234

쪽)

 2 ‘우리 나라’, ‘우리’, ‘우리 민족’ 등 표 의 용  사용의 문제

 3 내용이 무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이도로 인한 거리감의 심화 문제

Ⅴ

1

김 삼 정부는 단계 인 통일을 이루기 하여 화해･ 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완성으로 민족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 다.

323

～4

2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자주 으로 해결

하기로 합의하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 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사이에는 평화의 정착과 활발한 경제 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다.

324

⑤ 역사과 다문화 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첫째, 교육과정 개선 방향으로는 범교과  측면(역사 소재 활용+역사 주제 심 

단원 구성)과 역사 교과목 개선(부분 수정･개선･보완 - negative型 + 면 개편 - 

positive型)의 양 축을 심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  방향 설정과 내용 구성을 해서는 여러 문화에 한 다양한 이

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내용구성에서 정치사 신에 사회사와 문화사  근을 시할 것

따라서 연 순이 아니라 쟁  등에 의한 서술 방식의 변화를 기할 것

여성사, 노동사 등 소수자에 한 심을 기할 것

문화와 교류의 상호 작용을 강조할 것

구체 인 서술이나 학습활동에서 역사  의 다양성을 보여  것

어떤 역사  사실에 해 련된 국가들 사이에 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국가 내부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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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한인사회와 민족운동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

1860년   두만강을 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1930

년 에는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로 증가하 다. 이들 재러동포들은 1905

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하여 강탈당하자 국권의 회복을 

하여 가열찬 투쟁을 개하 다. 한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국이 강 당하자 

러시아 역에서 더욱 극 인 항일투쟁을 개하 다. 구한말부터 1922년까지 

재러동포들이 개한 이러한 항일투쟁은 1945년 8월 해방에 거름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민국 발 의 석이 되었다. 

1. 구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가. 의병운동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 다. 아울

러 1907년 6월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고종이 견한 이상설, 이

, 이 종 등 3인이 한국의 억울한 사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하자 오히려 이

를 기화로 고종을 강제로 퇴 시키고 황태자로 하여  그 뒤를 잇게 하 다. 

한 일본은 고종의 양 에 만족하지 않고 한일신 약을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

화해 나갔다. 이로써 통감은 한국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어 1907년 8월에 일본은 순종의 허락을 얻어 군 를 아주 해산해 버렸

다. 그리고 이에 항하는 군인들을 2시간여의 투 속에서 진압하고 말았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소식들은 재러동포들을 흥분시켰다. 특히 헤이그에



서 들려온 이 의 사망 소식은 재러한인들을 더욱 격분시켰으며, 이에 한인들은 

의병을 일으킬 비를 개하 던 것이다. 러시아지역에서 한인들의 의병활동은 

동의회를 심으로 추진되었다. 표 인 의병장으로는 최재형, 이범윤, 이 종, 

안 근, 홍범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의병활동은 국내진공활동으로 변된다. 

1908년 7월 7일 최재형이 이끄는 동의회와 이범윤이 이끄는 창의회의 동지 등 

300여 명이 우 장 안 근, 좌 장 엄인섭 등의 지휘 하에 두만강 연안 신아산 

부근 홍의동을 공격하 다. 그리고 경흥군 수비  병사 2명과 헌병 1명을 사살하

다. 한 1908년 7월 9일 의병 200여명은 두만강을 건넜고, 7월 10일 새벽 경

흥군 신아산을 습격하여 일본군 1명을 사살하 다. 그리고 회령수비  200명과 

여러 차례에 걸쳐 교 하 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개하던 연해주 의병은 

1908년 7월 19일 회령 산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안 근은 이에 굴

하지 않고 단지동맹을 결성하여 국권회복을 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 다. 

나. 계몽운동

구한말의 계몽운동은 신문의 간행으로 표된다. 해조신문과 동공보가 그것

이다. 

해조신문은 1908년 2월 26일에 연해주의 블라지보스톡에서 창간된 교포신문으

로 일간으로 간행되었다. 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담한 인물은 정순만과 최

이며, 특히 최 은 이 신문의 운 에 있어 재정 인 면에서 요한 역할을 담

당하 다. 해조신문은 조선의 국권회복을 목 으로 간행되었으며, 한 로 간행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신문의 체제는 논설 잡보 외보 보 기서 소설 

만필 본항정보 고 별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조신문은 내용에 있어서 국권의 회복과 재러동포의 계몽에 비 을 두었다.  

동포들의 교육, 풍속의 교정, 민족  단결의 강조, 국내외의 의병활동 소개, 일제

의 만행 비  등이 그것이다. 반면 재러한인의 삶과 직결된 당면문제, 즉 러시아

의 한인 배척 등에 해서는 크게 심을 기울이지 못하 다.

이러한 해조신문은 통감부에 의한 국내에서의 계속 인 압수와 사장 최 에 

한 상업상의 압력, 러시아 당국의 한인독립운동세력에 한 압박, 한국인들 사

이의 갈등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1908년 5월 26일에 75호를 마지막으로 폐

간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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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보는 구한말 일제의 조선침략이 더욱 노골화되던 시기에 러시아 블라지

보스톡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에 의하여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1908년 11월 18

일 창간되어 1910년 9월 1일까지 약 2년 동안 간행된 한  민족지 다. 이 신문

의 종지는 동포의 사상을 계몽하여 문명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며 국가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신문의 내용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크게 네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국권회복, 러시아 지역 한인 사회에 한 소식, 국내 소식, 러시아의 한인 배척과 

재러한인의 응 등에 한 것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국권회복과 러시아의 한인 배척과 재러한인의 응에 한 것이다. 

재러한인의 권익과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기 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개하

던 동공보는 일제의 요청에 따른 러시아 당국에 의해 1910년 9월 1일 폐간되

고 말았다. 그러나 재러한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10년 에 양보, 권업신문, 

한인정교보 등의 교포 신문과 잡지 등을 계속 간행, 조국의 해방을 한 언론

투쟁을 지속 으로 개하 다.

한편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 되자 상트피터스부르크에서는 연해

주지역의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주러시아 이범진 공사가 목매 자결 순국하 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를 추도하는 모임들이 잇달아 개최되었으며, 그뒤 한인 민

족운동에 큰 향을 주었다. 

2. 1910년  재러한인의 민족운동 개

가. 권업회의 조직과 활동 

권업회는 1911년 12월 19일 러시아 블라지보스톡 신한 에서 조직된 연해주 

지역 재러한인의 권익 옹호기 이자 독립운동 단체 다. 지 까지 연해주 지역  

한인 체를 표하는 기구가 없었던 을 상기해 볼 때 이 단체의 설립은 한인

독립운동사에서 단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에는 함경도 , 

평안도 , 서울  등으로 는 토착세력, 외부이입세력 등으로 나 어져 각각 군

소단체들이 난립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일제의 조선 강 , 러

시아의 한인정책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 하나의 단체로 뭉치게 되었던 것이다. 

권업회는 조국이 일제에 의하여 강 된 상황하에서 망국민에 의하여 해외에서 



조직된 단체라는 기본 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권업회는 그 설립과 활

동, 해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한인정책의 강한 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업회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최 한 이용하며 재러한인

의 권익옹호와 조국의 독립을 한 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농작지개척활동, 

입  청원활동 등은 그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권업회는 재러한인의 권익옹호와 조국의 독립을 목 으로 하는 단체 다. 그러

므로 이를 추진하기 하여 많은 활동을 개하 다. 그러나 그 에서도 권업신

문의 발간은 권업회의 인 사업이었다. 그 은 권업회의 재정 지출  권

업신문이 차지하는 비 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통하여 단 으로 알 수 있다.

결국 권업회와 권업신문은 모국이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 된 상황하에서 이

국땅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며 신문이라는 기본 인 한계

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러시아의 한인정책은 이들의 활동에 큰 향력을 미쳤

던 것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 속에서 권업회는 곤다  총독과 한 계를 유

지하면서 재러동포들의 권익옹호와 계몽 등을 통한 지식의 발달, 민족의식의 고

취 등을 추진하 다. 그런데 연해주지역에서 재러한인들의 민족운동은 제1차세계

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연합국이 됨으로써 쇠퇴하게 되었다. 그 후 

권업회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러시아 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휘, 김립, 최재형, 

계 우은 등 다수의 인물들이 한국민의회, 한인사회당 등에 참여하여 명이

후 한인민족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나.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의 조직과 활동 

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는 치따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한인의 

표기구이자 독립운동단체 다. 이 단체는 비록 한인정교라고 하는 러시아정교

를 이용하여 단체를 이끌어 나갔으나 사실상 독립운동 단체 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미주의 한인국민회의 시베리아지방총회라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미주의 한인국민회와 유기 인 계 속에서 단체가 운 되었던 것이다.

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는 공립 회 원동지부가 발 하여 조직된 국민

회 원동지부를 바탕으로 1911년 10월 이강, 정재  등 국민회계열의 인사들에 의

하여 자바이깔주의 수부인 치따에서 조직되었다. 창립 당시 시베리아총회의 주요

간부는 회장 박집 , 부회장 태용서, 서기 탁공규, 극동 권 원 이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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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할 지역은 치따, 하바로 스크, 미 , 상우진 등 9개 지방회 으나 1913

년에는 16개 지방회로, 1914년에는 21개 지방회로 그 세력이 확 되었다. 

한인정교보는 1912년 1월 2일 러시아 치따에서 간행된 한  잡지로 그 이름

을 한인정교보라고 하 다. 이 잡지는 러시아의 한인국민회에 한 부정  

인식 등으로 인하여 간행자가 러시아 정교 치따교구로 되어 있고, 그 명칭 한 

종교 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나 사실은 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인국

민회의 시베리아 지방총회 기 지 던 것이다. 정교보는 창간 시에는 매월 1일 

한 차례씩 간행할 정이었으나 일본의 방해, 1차세계 의 발발 등으로 인하여 

1914년 6월에 간행된 11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이처럼 치타지역을 심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을 개하던 한인국민회 시베

리아지방총회와 그 기 지 한인정교보는 1914년 후반 1차세계 의 발발로 

그 세력이 축되고 결국 1915년 5월 러시아에 의해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뒤 치타지역에서 개된 명운동의 거름이 되었다.

3. 러시아 명이후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의 개

노령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2월 25일 로국내조선인 회를 개최하여 독립선

언서 제작  선포에 한 비를 하는 가운데 3월 8일 육로로 러시아에 온 다

수의 조선인들로부터 조선에서 3‧1운동이 발발하 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에 당일 블라디보스톡 신한  한민학교에서 개최된 기독청년회 석상에서 김하구

는 국내에서의 만세소식을 설명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동포들에게 민족

의식을 크게 고양시켰다. 

국내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에 한 한국민의회에서는 만세운동을 개하기 

하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 다. 그리고 1919년 3월 17일 오  9시경 다수의 조

선인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리스크 코리사코 가 거리에 있는 동흥학교 앞 장

에서 만세운동이 개되었다. 이에 놀란 일본 헌병 는 물론 수비 가 바로 취체

를 러시아 헌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공포 50발을 발사하여 오  11시 20분경  

참여한 군 들을 해산시켰다. 아울러 이때 러시아 당국도 당시 독립선언서를 배

포한  조선인 사범학교 학생 4명을 체포하 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우수리스크로부터 문창범이 오면서 극 인 운동을 시작

하 다. 3월 17일 오후 3시 조선인 2명이 한 과 러시아어로 된 독립선언서를  

블라디보스톡 일본총 사 에 달하 다. 그리고 오후 4시경 신한 에서 학생 

등 다수의 조선인이 모여서 큰 길에서 연설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집집

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불 다. 이에 일본측이 러시아 헌에게 재제를 요

구하자 학생들은 집회 장소를 신한 에서 시내로 변경하 다. 학생들은 차 어

두워져 안면을 식별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시 에서 자동차 3 , 마차 2 에 나

어 타고 가도를 달리며, 구한국기를 차 에서 흔들고 만세를 불 다. 

한편 재러동포들은 시 운동을 개하는 외에 3월 17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11

개국 사 과 6개의 러시아 청에도 선언서를 배포하 다. 러시아지역의 3‧1운

동은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외에 러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히 개되었다.

러시아 명이후 한인들은 러시아 명군과 힘을 합쳐 러시아 백군과 시베리

아에 출병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하여 노력하 다. 한인들이 개한 표 인 

투로서는 이만( 재 달 네첸스크) 투, 올가 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표 인 항일운동가로 김 스탄게베치, 한창걸, 이용, 김경천, 김규면, 최계립 등

을 들 수 있다. 

1922년 러시아 내 이 종결되자 러시아 명정부는 한인무장부 들을 해산하

다. 결국 이를 계기로 러시아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은 막을 고하고 말았다.  

4. 러시아 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역사  성격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두만강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국과 한 

련을 맺고 있다. 특히 두만강 건  연해주 곳곳에는 발해의 유 지들이 리 

퍼져 있으며, 1860년  이후 이곳에 거주하 던 한인들의 숨결이 남아 있다. 

한 구한말 이후 지속 으로 개된 항일투쟁의 열기와 유 지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1937년 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던 동포들이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몰락 이후에는 많은 한국업체들이 진

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1910년  국내외에 걸쳐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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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지역 민족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해주에서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두만강 안인 연추( 재 크라스키

노)지역을 심으로 의병운동이 활발히 개되었다. 그 표 인 의병장으로는 

이범윤, 최재형, 홍범도, 안 근 등을 들 수 있다. 재러동포들은 이들 의병장들을 

심으로 활발한 국내진공작 을 개하여 일본군에게 큰 을 가하 다. 특히 

의병장의 한 사람인 안 근 의사는 1909년 10월 이등박문을 포살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의 활성화  국내외 동포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 다. 

둘째,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심으로 애국계몽

운동이 활발히 개되었다. 한민학교 등 민족학교를 설치하여 동포 자제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문 등을 간행하여 국내외 소식 달과 항일의식 고

취에 크게 기여하 다. 표 인 신문으로는 해조신문과  동공보｝등을 들 

수 있다. 해조신문의 경우 국내에서 ｢시일야방성 곡｣으로 유명한 장지연을 주

필로 빙하 다.  

셋째,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 될 기미가 보이자 연해주 한인들은 유인

석을 심으로 13도의군을 조직하여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 다. 

아울러 성명회 선언서를 발표하여 일제의 조선강 의 부당성을  세계에 선포

하여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 다. 

넷째, 1911년 연해주 한인들은 한인자치기구로서 권업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의 

자치활동과 독립운동을 추진하 다. 아울러 신채호, 이상설, 장도빈 등을 주필로 

하는 권업신문도 간행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 다. 한 이동휘 등을 심

으로 한 복군정부를 수립, 일제에 항하여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

다. 그러나 제1차 세계 이 발발함으로써 재러한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섯째, 러시아지역의 한인들은 1919년 2월 25일 국내외에서 최 로 한국민

의회라는 정부를 조직하 다. 한국민의회에서는 문창범, 이동휘, 최재형, 김철

훈 등이 심인물로서 활동하 다. 이 단체는 만주, 국내 등지와 한 련을 

맺으면서 항일운동을 개하는 한편 상해임시정부와도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발

으로 해체하여 민족운동의 거름이 되었다. 

여섯째, 한국민의회는 1919년 3월 17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우수리스크

를 시작으로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등 여러 지역에서 3‧1운동을 활발히 개



하 다. 특히 블라디보스톡의 신한 에 있는 한인들은 한민학교를 심으로 활발

히 만세운동을 개하 다. 

일곱째, 3‧1운동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노인동맹단 등 다양한 독

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일투쟁을 활발히 개하 다. 그  노인단 소속의 강

우규 의사의 의거는 일제를 경악  할 정도로 큰 향을 끼쳤다. 

여덟째, 3‧1운동 이후 재러동포들의 활발한 일투쟁은 1920년 4월 일제의 한

인에 한 인 보복으로 일시 정체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즉 일본군은 

1920년 4월 4-5일 블라디보스톡 신한 과 우수리스크 등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을 습격하여 다수의 한인을 살상하는 한편 가옥 등을 괴하 다. 신한 의 경우 

300여 명을 사살했다고 하며, 우수리스크에서는 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인 

최재형을 사살하기도 하 던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1905년부터 1922년 러시아 

내 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동포들의 인  물  지원 하에 독립운동이 활발히 

개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 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민족운동 발 에 공헌하 다. 그런데 1922년 러시아 내 이 종결된 이후 연해주 

지역에서는 소련의 한인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독립운동이 개될 수 

없었으며, 1937년에는 일본의 간첩이라는 명을 쓰고 18만 동포가 앙아시아로 

이주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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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지도

연해주지도



신한 경

개척리의 옛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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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토보독립군

빨치산스크독립군



이만 투 장례식 장면

3.1운동 1주년 기념식운동(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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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의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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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속의 한일관계

손 승 철

(강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한국과 일본의 숙명  계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두 나라의 계는 

역사 이래 그래왔고, 재에도 그러하며 한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면 두 민족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의 ‘ 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 가에 따

라서 결정된다고 보아도 결코 지나친 표 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에서 ｢ 계｣에 

한 양국인의 역사인식은 선린우호의 동반자 계를 지속해 가는 데에 가장 기

본 인 건이 된다고 본다.

일본은 한반도의 약 1.7배에 달하는 38만㎢, 인구가 1억 3천만명에 달하며, 지

난해 한국인이 240만명, 일본인이 280만명이 상호방문한 이웃나라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동반자로서의 공존․공생을 부르짖으면서, 극우 의 압력이나 일본정부

의 정치  개입에 의해 역사교과서왜곡문제나 독도 유권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에서는 1945년 이후,  한일 계의 제문제 가운데, 특히 쟁 이 되고 

있는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독도 유권문제 등을 심으

로 살펴보면서 문제 과 그 응방안을 학술 인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일 양국은 1949년 1월 19일, 주일 

한국연락 표부를 개설하 고, 1952년 2월 15일부터 한일수교회담을 시작했다.  



조약의 교섭(한일회담)은 14년 동안 우여곡 을 겪었으며, 1965년 6월 최종단계에

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 운동이 개되기도 하 다.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  李東元, 한일회담 수석 표 金東祚와 일본 외

무장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수석 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

이에 조인된 조약은 ' 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계에 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정  25개의 문서( 정부속서 2, 교환공문 9, 의정서 2, 구

술서 4, 합의의사록 4, 토의기록 2, 계약서 2, 왕복서간 1)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 정은 ① 어업에 한 정, ② 재일교포의 법  지   우에 한 

정, ③ 재산  청구권에 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력에 한 정, ④ 문화재 

 문화 력에 한 정 등이다.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의 개로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 한국의 李承晩 정부

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 사이에 본회담이 시작되었는데, 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4월 21일 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에 열렸으나 평화선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문

제 등으로 7월 23일 다시 결렬되었다. 

제3차 회담은 10월 6일부터 재개었는데, 일본측 수석 표 구보타 강이치로[久

保田貫一郞]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다시 결렬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단되었다. 

제4차 회담은 1957년 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시작되었는데, 재일교

포의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 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

로 다시 단되었다.

제5차 회담은 1960년 10월 25일에 장면 내각에 의해 개최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단될 수밖에 없었다.

제6차 회담은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1961년 10월 20일 재개되어 속히 

진 되었다. 1962년 11월 12일 앙정보부장 金鍾泌은 도쿄[東京]에서 외무장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와 회담, 日청구권문제와 평화선, 법  지 문제가 

타 에 도달하여 메모를 교환하 다. 

그후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 학생시 에 이어 한일회담반 운동이 거

세게 일어났으나 1965년 2월 20일 일본 외무장  시이나가 방한, 기본조약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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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을 함으로써 완 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청구권문제·어업문제·문화재반환문

제 등에서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2005년 1월 한

일 정 문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사 계를 개설하고 한

일합병  그 이 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정이 무효임을 확인하

으며, 일본측은 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 다.

〈청구권·경제 력에 한 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 과 2억 

달러의 장기 리 정부차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 (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어업 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 수역을 설정하고, 어

업자원의 지속  생산성을 확보하기 한 일정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 다.

한편, 〈재일교포의 법 지 와 우에 한 정〉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이 

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문화재·문화 력에 한 정〉을 통하여 

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로 인한 한일경제 력은 한국의 경제발 과 근 화에 크게 

기여하 으나, 반면 일본상품  일본자본의 한수출을 진하여 1980년 에 이

르러 일무역 자는 3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의 한무역의존도

가 8.3％인 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일본은 제1수입국으로 의존도 40％, 제2수출

국으로 의존도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일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었음을 인식한 제5공화국 정부는 1981년 4

월 일본측에 하여 한국의 안보역할과 련, 일본정부개발차  60억 달러와 일

본수출입은행차  40억 달러 등 100억 달러의 차 을 요청하 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간의 경제 력교섭은 1982년 7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동으로 양국간의 국

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일시 단되었다가 나카소네(中曾根康弘)정부 수립과 

더불어 타결되었으나 그 액수는 40억 달러로 어들었다. 일본은 40억 달러의 경

제 력을 1982년부터 7년에 걸쳐 분할공여하고 자 의 구성을 일본정부개발차  

18억5000만 달러, 일본수출입은행차  21억5000만 달러로 공여하기로 하 다.

40억 달러 경제 력 상이 마무리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력정신을 바탕으

로 양국 계를 재정립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으나, 1997년 재까지 

무역불균형 문제를 비롯한 산업기술 력 문제, 재일한국인  사할린교포 문제, 

어업 문제 등 미해결 안이 여 히 남아 있다.



3.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1) 교과서 편찬제도

일반 으로 교과서 발행방법에는 자유발행․자유선택, 검정, 국정의 세 종류가 

있으나, 일본은 검정제도를, 우리나라는 국정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

부성이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검정권은 법 으로 문부성 는 都道府縣에 신설

되는 公選制 敎育委員 로 되어 있으나 실 으로는 문부성이 으로 검정권

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의 교과서의 편찬․편집․검정과정을 살펴보자.1)

일본교과서의 편찬 ․ 검정과정

 ① 교과서회사의 기획회의 역사학자․교육학자․ 직교사

         편집․집필자 선정 (학습지도요령의 편집 력자)

  (사용개시 3～4년 ) (민간교육단체 회원)

  (소학교․ 학교는 4년마다 검정을 실시한다)

 ② 편집회의   편집방침 작성․집필 본문은 주로 역사학자가 집필

  원고심의 칼럼․학습은 장교사가 집필

  ③ 문부과학성에 검정신청 신청본(백표지본) 제출

④ 검정조사심의회의 심사

  ∙｢교과서검정과｣ 교과서조사 (사회과 15명) 학원수료자․강사․조교수( 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사회과 25명) 학교수․소 학교장․ 직 외교

(겸임)

⑤ 검정의견 통지(결정유보인 채로) 교과서심사  → 교과서회사로 문서교부․

설명

⑥ 수정표(修正表) 제출 교과서회사 →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회(반론서제출)

⑦ 검정조사심의회의 재심사 → 합격․불합격 결정 → 교과서회사로 문서교부

1)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편,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역사비평사, 2002.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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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견본책 작성 제출용․ 시회용․납본용으로 1만 부 인쇄

⑨ 교과서 시회 국 약 500여 곳의 채택구마다 시회를 개최

⑩ 교과서채택 소․ 학교는 4년마다, 국에서 약 500곳의 채택구단 로 채택

⑪ 교과서(공 본)의 사용개시 

일본의 교과서 발행과정을 보면 먼  교과를 출 하고자 하는 회사가 사용개

시 3～년 에 기획회의를 열어 역사학자․교육학자․ 직교사 에서 편집․집

필자를 선정한다. 편집․집필자는 학습지도요령의 편집 력자․ 제연구회(官製

硏究 ) 회원과 민간교육단체 회원 에서 선정된다.

교과서가 집필되면 회사는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을 신청한 교과

서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敎科用圖書檢定調査審議 )에서 심사를 받는다. 

검정조사심의회 원(사회과 25명)은 학교수, 소․ 학교장, 직 외교 (겸임) 

에서 선임된다. 심의회의조사자료를 작성하여 검정결과를 교과서회사에 달하

는 것은 교과서검정과(敎科書檢定課)에 소속된 임 교과서심사 (사회과 15명)

들이 맡고 있다. 

심의회 심의 결과는 검정의견을 일람표로 만들고, 합격여부는 결정 보류인 상

태로 교과서심사 으로부터 교과서회사에 문서로 통지된다. 이 때 교과서회사의 

사원과 함께 편집집필자도 문부과학성에 가서 설명을 듣는다. 그 후 교과서회사

는 검정의견에 따라서 수정표를 작성하여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검정조사심의

회는 재심사를 하여 합격․불합격을 결정한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제출용․ 시회용․납본용으로 견본본을 1

만 부 인쇄하여 교과서 시회를 개최한다. 교과서 시회는 47개 都道府縣에서 

약 500여 곳의 채택구별로 열린 후, 도도부 교육 원회에서는 문  지식을 가

진 학교의 교장, 교원, 교육 원회 계자,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선정심

의회를 설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200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학교교과서의 종류와 채택률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

순 출 사  교과서명, 자 2006년 2002년 행 순  채택률

① 東京書籍
新しい 社  歷史

田邊裕 외 37명
51.2% 51.2% ←① 40.4%

② 大阪書籍
中學社

熱田公 외 12명
15.4% 14.0% ←② 18.8%

③ 敎育出版
中學社  歷史

笹山晴生 외 41명
11.8% 13.0% ←③ 18.0%

④ 帝國書院
中學生の歷史

黑田目出男 외 7명
14.2% 10.9% ←④  1.9%

⑤ 日本書籍
中學社 ｢歷史的分野｣

兒玉幸多 외 15명
3.1% 5.9% ←⑤ 13.7%

⑥ 淸水書院
新 中學校 歷史

大口勇次郞 외12명
2.4% 2.5% ←⑥  3.9%

⑦ 日本文敎出版
中學生の社 科․歷史

大濱徹也 외 11명 
1.4% 2.3% ←⑦  3.3%

⑧ 扶桑社
新しい 歷史敎科書,

西尾幹二 외 13명
0.4% 0.04% ←⑧ -   - 

 
한편 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는 日本史와 世界史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본사와 

세계사는 다시 각기 분야별로 A(근 사 심)․B(통사)로 나 어져 있다. 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일본사 26종(일본사A- 7종,  일본사B- 

19종)에 세계사 29종(세계사A- 10종, 세계사B- 19종)이며, 3년에 걸쳐 연차 으로 

계속된다.

2) 학교 교과서 왜곡실태

일본 학교 교과서 , 왜곡정도가 가장 심한 후소샤  (새로운 교과서)의 왜곡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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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실태(山川出版社, 《新日本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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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1. “야마토 조정의 거 이 두어진 임나”를 강조하여 한반도 남부를 경 한 

것으로 기술하 다.  

  2. 한반도 계통 일본 이주민을 “귀화인”이라 표 하고, 그들이 일본에 건 간 

이유를 조선 남부 경 의 결과로 기술하 다.

<중 ․ 근세>

  1. 왜구 구성에 조선인을 포함시켜 해 집단인 왜구의 약탈  성격을 희석시

켰다.

  2. 임진왜란의 침략  성격을 은폐하고, 쟁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상을 완

히 삭제하 으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웅성을 부각시켰다. 

  3. 통신사를 단순한 막부장군 습직의 축하사 로만 서술하 고, 왜 을 종씨

의 왜 으로 기술하 다. 

<근 ․ 현대>

  1.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일본이 

조선의 근 화를 해 노력했다고 기술하 다.

  2. 조선의 지정학  치가 일본의 안 보장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을 

강조하 고, 청일 쟁, 러일 쟁 등이 일본의 방 를 한 쟁이었다고 

주장하 다. 

  3. 한국 병합은 한국인 에서도 찬성자가 있었다는 을 강조하여 침략성을 

왜곡하 다. 

  4. 일본은 식민통치가 조선의 근 화에 기여했다고 기술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강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 다.

  5. 식민통치기간에 일본이 조선에서 실시한 “창씨개명”을 조선인이 원했던 

것으로 기술하 고, 징용, 징병의 잔혹성과 군 안부를 기술치 않았다. 

<총평>

   1. 한국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서술이 많다.



   2. 한국에 한 침략과 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3. 미래지향  공존의 역사 을 만들어 낼 수 없다. 

4. 독도문제의 진상

1) 한일어업협정의 추이

1945년 해방

1952년 독도 유권 선언

1954년 독도의용수비 (민간인) 창설

1956년 한국 경찰수비  주둔

1965년 한일어업 정

       각국연안 12해리 - 공해자유원칙 용

1977년 미국 소련 200해리 어업보존수역 선포

1994년 UN해양법 약  

       200해리 경제 배타수역 (EEZ : Economy Exculusive Zone) 발효

1995년 한일어업 정 개정 의

1997년 IMF

1998년 한일어업 정 개정 - 한일 간수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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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쟁점

1) 역사적 근거

한국최  기록 : 三國史記(512년)로 “여름 6월, 우산국을 복속하다. 于山國은 

울릉도라고 한다.”고 되어있다. 독도의 존재를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조선시 인

데, 15세기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 地理誌)｝
울진조에는, “무릉(武陵)(울릉도)과 우산(于山)(독도)의 두 섬이 울진  정동의 바

다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신라시 에는 우산국이라 칭하 다.”고 되어있다. 그 외에 동국여지승람(東國

地勝覽), 여지지(輿地志)에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기록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 17세기 작성된 온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

記)라는 기록인데,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는 무인도로 여기서 

조선을 보는 것이 마치 은주(隱州)에서 은기도(隱岐島)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이 은주(隱州)로서 그 한계를 삼는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토이고, 일본의 서북경계가 은기도(隱岐島)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

다. 

이후 일본 고문헌에는 모두 독도가 조선 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例 : 三國通覽圖說(林子平) 1785년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日本外交文書제3권)1869-1870

-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2) 문제의 발단

역사 으로 볼 때 독도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왜구의 출 을 

막기 한 공도정책(空島政策) 때문이다. 즉 南⋅西海岸의 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동해의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는 어업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에서 양국민이 

항상 도해하 고, 그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났다. 그 표 인 사례가 안용복(安

龍福)사건이다. 

1693년 여름, 동래인 안용복이 고기잡이를 하러 울릉도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일본의 조취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이들과 마찰이 발생하 고, 안용복은 일본

토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조취 에 붙잡 갔다. 조취 에서 막부로 이송

된 안용복은 막부장군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항의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일본인의 출입 지를 요구하 다. 그러자 막부는 안용복을 표류민의 에 따라 

그해 12월 마도를 거쳐 조선에 송환하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부와 마도

에서는 독도가 조선 토라는 사실을 공문서로 남겼다. 즉 “원록연간(元祿年

間)(1693)에 죽도(竹島) 근처에 송도(松島)라는 섬이 있어 일본인이 건 가 어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차후는 일본인의 출입을 지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19세기 엽, 막부와 마도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즉 러시아의 

남하나 서구 열강의 선박이 일본해역에 출 하여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던 시기에,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원래는 일본 토 는데 조선에 잘못 양도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마침내 명치유신(1868년)으로 천황이 집권하고, 조선침략

론(征韓論)이 고조되면서, 모든 사료에 17세기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조

선에 양도한 것은 막부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기록한다. 그 후 1905년 러일 쟁을 

하면서 독도가 무인도 다는 을 강조하여, 독도를 일본의 도근 에 편입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선 하게 되며, 1945년 이후 이러한 선 논리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토임을 주장하게 되었다.(무주지 선 권 논리) 

3) 국제법상 근거

* 한제국정부(大韓帝國政府) 1900年 10月 25日 칙령 第41號 全文6條 官報 

게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改 정하

야 제 에 편입함.

  제2조, 군청 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도와 죽도 석도로 함. 

(필자주 : 석도는 독도)

* 일본정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토에 편입 한다는 

결정을 함 - 시마네 에서는 1905년 2월 22일 죽도 편입에 한 시마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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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40호로 縣報에 게재.

1904년 러일 쟁 직후 군사 인 목 과 일본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郞)의 

물개잡이 허가요청에 따른 결정 

1905년(명치 38년) 1월 28일 각의결정

내용 : 별지 내무 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한 건을 심사해 보니, ( 략) 隱岐

도로부터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유했다고 인정할 

형 이 없다. 지난(명치)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사냥도구를 갖추어서 해마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토편입  빌려  것을 출원하 는 바, 이때에 소속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

으므로, 그 섬을 죽도라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

의 소 으로 하려고 하는데 있다. 청한 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 1946년 1월 29일. 연합國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677)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한 각서｣

내용 : 제4조 , 이 지령의 목 을 하여 일본의 4개 본도와 약 1천개의 더 작은 

인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1천개의 작은 인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마

도  북  30島 이북의 류큐(남서)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 

리앙쿠르암(獨島), 제주도 ② 북  30도이남의 유구(남서)... 등이다.

* 1952년 샌 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일본의 독립을 시키는 것)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

국에 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4) 일본측 주장

1. 1618년 도토리  요나코 시립박물 에 소장된 죽도 도해면허

2. 1905년 시마네  고시 - 명치 정부의 각의결정

3. 1952년 샌 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 獨島에 한 조항이 없음.  



<공민교과서> 독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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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폭피해자 구제문제

[ 일본인의 피해 ]

1945년 미국은 쟁을 빨리 끝내기 해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 

〔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 는데, 그 당시 사망자수는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발생하 다. 

생존자는 원폭피해자 수첩 소지자수에 따르면 1975년에 35만 7,000여 명이었다. 

[ 한국인의 피해 ]

한국의 원폭피해자도 상당하여, 1972년 한국 원폭피해자 회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원폭피해자 7만 명 가운데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이며, 귀

국자 2만 3,000명  재 2,700여명이 생존하고 있다. 일본 잔류자 7,000명이다. 

귀국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 원자폭탄 피폭자의 피해 ]

피폭자가 받는 피해는 방사선·열선 등에 의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신체  장

애에 의한 노동력상실과 소득의 하, 가정의 해체  결손 가정으로 인한 아동·

부녀 문제, 질병의 후유증과 유  향에 한 두려움 등 생활 반에 되

었다

< 황>

1990년 5월, 노태우 통령 방일시 일측으로부터 40억엔의 지원  제공합의하여,  

한 십자사에서 이 기 으로 경남 합천에 원폭피해자 복지회 을 건립하 고, 

93년 1월부터 월 10만원의 의료보조  지 과 사망시 150만원의 장례비를 지

하며, 의료보험수가를 용, 본인부담 을 신 지원하고 있으나 CT, MRI 등은 

제외되므로써 사비를 들여 일본으로 건 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도일 할 

경우 피폭자는 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치료가능하며 월 3만3천5백30엔 의 

건강 리수당이 지 됨), 2005년 11월부터 도일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당 지  신

청 가능하다.



6. 군 안부 문제

1937년 7월 일 쟁의 시작으로부터 1945년 8월 태평양 쟁이 종결될 때까지 

일제가 징용령을 공포하여 한국 남성을 강제로 연행해 간 것이 수십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까지 끌고간 것은 쟁이 확 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

충하기 해서 다. 

정신 로 끌려간 이들은 12∼40세의 미혼여성으로 일본과 한국 등의 군수공장

에서 일하 으나, 군 안부로 몸을 바치는 치욕을 당하는 숫자가 차로 늘어갔다. 

1938~1942년 무렵에는 간호보조·군부  잡역·여자 특수군속 등의 명목으로 동원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 배치되어 안부 생활을 강요당

하 다. 

1992년 정신 의 고용조건·동원권자·의무규정 등을 명시한 일왕 칙령 제519호 

〈여자정신근로령(1944년 8월 22일 공포)〉이 발견되어, 한반도에서 일본 정부가 

조직 으로 정신 (군 안부)를 징발한 증거가 포착되었다. 여기에는 만·일본에 

앞서 약 20만 명의 한국 여성이 '공출(供出)'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리·

감독은 일본군이 직  담당하 으며, 패  후에는 선에 그 로 방치한 상태 다. 

다행히 귀국한 다수도 정신 ·육체  고통과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993년 3월 정부 차원에서 구호와 아울러 일본 정부의 철 한 진상 규명과 해명을 

요구하 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제 시기 일본군 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정

된다. 이들 에서 다수가 사망했으며 1992년부터 한국 정부에 신고하기 시작

한 일본군 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모두 234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생존자는 

2007년 12월 모두 106명 정도 으며 2008년 여름 재 99명이다. 이들  7 분의 

할머니가 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공동으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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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할린한인문제

1) 사할린 한인현황

일제말기에 부분이 징용노동자로 강제 연행되었으며, 종  당시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남게되었는데, 일본측의 일방 인 국 박탈조치로 인해 귀환하

지 못했고, 구 소련측도 노동력의 확보를 해 억류조치했다.

2007년 11월 재, 약 3만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45년 이  출생이 

한인 1세는 약 3,200명으로 추정되고, 07년 12월까지 주귀국 시범사업에 의해 

2,295명이 주귀국했다.

2) 영주귀국 시범사업

1994년 3월  7월, 두차례의 한일정상회담에 의해 일존측은 32억엔을 지원하여 

‘100명수용 요양원  500세  입주아 트’ 건립에 합의, 아 트는 30년간 임 형

식으로 2000년 2월 입주실시하 다.

8.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在日韓國人, 는 在日朝鮮人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체로 일본법상 

올드커머는 특별 주자로, 뉴커머는 일반 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주로 

한반도 남부 경상도· 라도·제주도 등의 출신자가 많다. 크게 한민국 국 과 

조선 으로 나 어져 있다.

일본 법무성 산하의 일본 입국 리국의 2007년말 기 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

인등록을 한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의 수는 593,489명으로 체 재일외국인 가운

데 두번째인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 귀화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로 인해 모든 한국 국민이 일본국 이 되었다. 

이 결과, 많은 한국인이 취업을 해 일본으로 이주했다. 1923년에는, 간토 지

진의 혼란으로 약 6천 명의 재일 한국인이 흉흉한 민심을 폭력으로 분출시키려는 

일본의 조직  범죄인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살해당했다. 그러나, 1929년, 미국 증



권시장의 증시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공황의 향으로 한국의 경기가 나빠

져, 일본에 취업을 해 이주하는 사람은 한층 더 증가하여, 1930년  반에는 

정에 달했다. 1937년, 일 쟁에 돌입해, 많은 남자를 징병했으므로 노동력이 

부족해, 이것을 보충하기 해서 일본은 1944년 9월에, 그 때까지 일본내지에만 

용 용된 국민징용령을 조선지역에도 용하고, 조선인을 알선, 징용등에서 

강제 으로 일하게 했다. 쟁이 끝난 당시 2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있었다. 

GHQ와 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모든 한국인이 일본국 을 잃었다. 그들은 이 

때 한민국 국 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때, 

귀국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140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 외의 사

람들은, 그 로 일본에 주했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을 외국인 취 하는 노골

 차별,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라진 분열, 일본 정부의 노골 인 냉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

2007년 9월 재, 일본의 1,882개 지방자치단체  971개(52%) 지방자치단체가 

주외국인에 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다.

9. 유골 환문제

종 직후 피징용사망자와 사자  일본정부가 보 하던 유골  회수된 유

골은 약 8,300 이나 후생성에서 보 인 유골은 2,328   연고자가 확인된 

유골은 1,193 로, 이  1,135 가 유텐지(祐天寺)에 보 이다. 재 민간에 산

재되어 있는 유골은 악이 되어 있지 않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 아샘정상회

의에서 2008년 까지 101 를 환키로 합의하 다.

재 망향의 동산에 이제까지 환된 유골  8,807 가 안장되어 있다.

10. 강제동원피해 정자료 확보문제 기타

2004년 11월, 일제 강 기의 강제징병 · 징용 등의 피해에 한 진상을 규명하기 

해 ‘일제강 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원회’가 발족하여 약 20만명의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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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수되었다. 피해 정에는 일본측 보유자료의 확보가 긴요한 바, 일본측의 

력이 필요하다.

11. 결 론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 기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후 남북 분단의 실은 한국 사에 어두운 질곡의 시 를 드리웠다. 특히 식

민지시 의 청산을 제 로 이행하지 못한 한민국의 출범은 한일 계의 새로운 

출발을 더욱 어렵게 했다. 

1952년 2월, 쟁 에 시작된 한일수교회담은 14년간의 우여곡  끝에 1965년 

6월에 타결은 되었지만, 일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이후 한일 계를 어렵게 했다. 무역불균형의 문제는 양국 계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최근에는 역사교과서왜곡, 독도 유권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90년  이후, 일본 우익정치의 득세는 한일 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

우고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의한 편향된 역사교육은 한일 계의 미래를 더욱 

어두웁게 만들고 있으며, 독도 유권 문제는 한일 계의 화약고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정치  상황은 연간 500만명 이상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 계

의 실과는 무나 역행을 하고 있다. 지난 2천년 이상, 한국과 일본은 많은 역

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  경험을 공유한다면 <아시아에서 동반자>

로 공존해야 한다는 역사  필연을 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경험>의 공유만이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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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사의 전개과정

서 중 석

(성균관대교수․역사문제연구소장)

1. 해방의 역사  의의

우리는 2005년 해방 50년을 맞으며 민주화와 경제발 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에서 드문 나라로 자축한 바 있다. 한국 사는 이 에서 자랑할만한 역사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사회의 역동성에 찬사를 보냈다.

개의 교과서가 해방의 역사  의미를 무시하거나 제 로 취 하지 않고, 해

방3년기의 복잡한 역사를 기술하 다. 특히 과거 국정 교과서는 이 시기를 극심

한 좌우 립, 정치  혼란기로 기술하 다. 

해방은 근 로의 이행기, 3․1운동시기와 함께 역사  환기로 의 기

이 된다. 해방에 의해 한국인은 근  민족국가를 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

게 되었다.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는 다른 나라에 손색이 없는 자유민주

주의헌법을 제정했다. 기본  자유도 그 이 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졌

고, 농민․노동․여성․청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변화를 래했다.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등교육 고등교육도 크게 확 되었다. 한국어로 교육받고 

가로쓰기 한 교과서가 사용되었고, 자국사가 교육되었다. 이와 같이 자국문화를 

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경제도 한국인 심으로 되었으며, 남과 

북에 토지개 이 실시되어 지주제가 소멸되었다.

이처럼 해방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명과 같은 변화를 래하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시 에 살게 

된 것은 한국사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방은 어떠한 제약과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가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제식민통치와 민족해방운동의 

특성과 연결되는 문제다.



2. 사 연구와 교육의 일천함

사는 1980년  이후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면서 심을 끌었고, 학술운동에서 

비 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그것이 갖는 재성 때문에 

일정한 수 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건 학생들이건 지식인이건 

언론인이건 사는 어두운 사람이 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남의 국호는 

한이고 북은 조선인지, 고려 조선 한은 각각 어떻게 근 사에서 사용되었는지 

애국가의 작사자는 구인지도 잘 모른다. 사는 아직까지 신빙할만한 연표가 

없다. 

이 게 된 데에는 자료가 고 증언을 채취하기 어려운 것이 기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 인 조건 때문에 사 연구가 어려웠던 도 있지만, 사를 

모르고도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비주체성이 

기본 인 역할을 하 다. 사 연구는 90년  후반기 이래 사회과학 부문에서 

쇠퇴하고 있으며, 역사부문도 보다 약하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상, 컴퓨터의 

보 도 역사에 한 심을 약화시켰다.

사가 교육되지 못한 한 원인은 시험문제에서 출제빈도가 약하고, 교육시수의 

제한으로 근 사 정도에서 끝낸다는 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출제자나 교사가 

사를 잘 모르고 있어서 출제를 기피하고 교육도 멀리한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는 학강단에서건 고등학교에서건 강의할 수 있는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3. 사 련 용어의 검토

근 사 련 요 용어도 학계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사의 경우 각

각의 용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토론이나 검토의 상이 별반 되지 

못했다.

光復과 解放의 경우 둘다다 좋은 용어이고 독립운동 는 민족해방운동에서, 

 사회운동에서 시되었다. 복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1948년 이후부터가 복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방은 민족이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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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상황에서 풀려나 자신의 국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건  사회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의 해방 등 사회  해방, 정신  해방

도 포함된다. 곧 과거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로 환되어 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6․25 쟁과 한국 쟁의 경우 6․25 쟁은 발발시 을 시하는 면이 있다. 그와 

함께 1980년 까지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 쟁(조선

쟁)은 6월 25일이라는 시 을 경시하는 면도 있는데, 한국 쟁이 내 이면서도 

국제 이라는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방부에서는 얼마 까지만 해도 

한국 쟁이라는 용어를 쓴 반면, 교육부에서는 6․25 쟁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

용했다.

건국이냐 정부수립이냐 분단정부수립이냐도 최근에 논쟁이 된 바 있다. 그것이 

사용된 용례와 함께 한국의 체 역사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야 할 

것이다.

시기구분과 련해서 한동안 제1,2,3,4,5,6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최근에는 

게 쓰는 추세다. 그 신 이승만정부시기, 장면정부 는 4월 명기, 박정희정

부시기, 유신정권시기, 두환 · 신군부정부시기 등 체로 집권자 는 집권세력 

심으로 부르고 있다..

1960년 4월과 련해서는 명과 의거, 항쟁 등의 용어가 있으나, 지 은 명

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4․19 명과 4월 명은 재 병용되고 있다.

5․16군부쿠데타에 해서도 상이한 용어가 있다. 1972년 10월 정변, 1979년 

12․12정변, 1980년 5․17정변에 해서도 다른 용어가 있다.

1946년 10월항쟁이나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에 해서도 용어 문제를 논의

할 필요가 있다.

4. 통일문제와 남북 계사

한국 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분단이며, 80년 까지 한국인의 통일염원이 단히 

높았다는 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국내정치와 히 련이 있으며, 통일을 

해 제기되었다기보다 국내정치 때문에 주장된 경우도 있다. 북진통일정책은 이



승만권력의 강화, 반공체제의 강화와 한 련이 있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

암이 처형된 것도 북진통일운동의 국내정치  성격과 련이 있다. 박정희정권의 

先건설론, 반공․반북정책 한 자신의 정권강화와 긴 히 연계되어 있다. 그 은 

7․4공동성명과 유신체제 선포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때문에도 북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남의 통일정책이나 복잡한 남북 계사는 북을 제외

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의 역사는 6․15공동선언과 그 이후 진 된 남

북 계, 핵문제 때문에도 시되지 않을 수 없다. 

5. 해방3년기의 역사

해방 3년기를 혼란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은 4월 명기나 노동문제를 혼란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게 편향  에서 나온 것이다. 해방의 역사는 역동  시

기 다. 새 국가 새 사회 새 문화 새 경제를 창출하기 해 역동 인 활동이 

개되었다. 해방3년기를 좌우 립으로만 설명하려는 것도 문제다. 해방이 되면서 

한국인은 치안을 스스로 맡는 등 새 국가를 세우기 한 활동을 극 으로 벌

으며, 외세에 해 주체 으로 응하고 좌우합작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해 지정

학  특성을 최 한 한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활동이 끊임없이 개되었다. 

혼란은 친일 의 두, 특히 친일경찰의 등용과 미군정의 한국 실에 한 어두

움, 실정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과 계가 깊다. 좌우 립은 외세와 결합되어 

있는 극좌․극우의 정치  헤게모니싸움에 의해 증폭되었다. 신탁통치문제에 

해서는 모스크바삼상결의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 이다. 김구․이승만․한민당의 

반탁투쟁과 김규식 여운형의 先임시정부건립 후반탁, 남북공산주의자들의 모스크

바결의 지지의 정치  성격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반탁투쟁의 경우도 시기에 따

라서도 다르지만 김구의 반탁투쟁과 이승만 · 한민당의 반탁투쟁이 다르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이승만은 1945년 연말 반탁투쟁에는 침묵을 지켰고, 제1차 미소

공 에서 콤뮤니  5호가 발표되자 그것에 동의했다. 한민당은 김구․이승만과 

갈등 계를 가지며 제2차 미소공  의 상에 참여했다.

미국의 한정책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도 객 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의하여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으며, 좌우합작운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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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고, 제2차 미소공 가 공 될 무렵 단정 수립으로 기울었다. 한국의 분단 는 

정부수립은 미소가 세계  차원에서 립 계에 있었기 때문에(냉 ) 래되었다.

6. 이승만정부시기

1948년 남과 북의 정부수립과정, 5․10선거의 역사  의의와 분단의 문제, 친

일 처단문제 등이 요하다. 농지개 의 역사  의미도 실사구시 으로 시될 

필요가 있다. 제주4․3, 여순사건은 제주4 · 3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원회( 원

장 국무총리)의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등과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

다’ 등의 로가 도움이 된다.

한국 쟁과 련해서는 배경에 한 탐구가 요하며, 엄청난 희생자를 내게 된 

요인과 민간인 량 희생의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쟁이 남과 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친 향도 요하다.

1950, 60년  남한사회의 아주 큰 특징은 평등화 평 화다. 일제강 기, 해방후의 

명  상황, 농지개 , 쟁 등을 통해 형성된 평 화는 교육의 확 와 함께 고도

성장의 기본 인 힘이 되었다. 그런데 평 화는 하향 질평 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7. 4월 명기 박정희정권기

4월 명에서는 왜 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가 그 이후의 향방과 련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혼란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실상은 시기에 따라서 어떠하 고, 

왜 이 시기에 범 한 정치  사회  경제  조정 활동이 나타나는지에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박정권과 련해서는 군정기 민정기 유신체제기에 한 차별  인식이 요하고, 

한일회담의 과정, 한일 정의 내용도 요하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 는 배경에 

한 이해, 새마을운동의 본질과 역할에 한 이해가 논란의 상이 된다. 경제는 

1956,7년경부터 건설 주 성장 주의 발 추세를 갖게 되지만, 1960년  후반에



서 많은 기복이 있으나, 1980년 말까지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된데는 국내외  

요건이 기본 인 역할을 하 다. 60년 에는 자본주의가 세계  규모로 발 하

는데, 특히 남유럽국가와 동남아에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것도 주목해야 한다.

(‘아시안게임86-올림픽88년도의 단군 이래의 최 호황’, 산림녹화)

* 경제발전의 국내적 요인

1) 농지개 -일본 만과 필리핀 남미

2) 평 화 상과 교육열풍-교육받은 양질의 산업 비군의 량 존재

3) 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4) 노동력의 근면성 - 열  아열 와 비교

5) 국가동원력과 국가능력의 제고(통계 등)

6) 테크노크라트의 형성과 기업인, 견간부

7) 박정희정부 등 역  정부의 극  노력

* 경제 발전의 국외적 조건

1) 자본주의국가의 동시발 과 서독(간호원, 원) 일본의 자  여유

2) 낮은 유가-7  메이

3) 미국의 공산정책의 변화와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 쟁과 병

4) 미국의 시장과 기술

5) 개발독재와 정치혼란의 문제-남미, 이탈리아 등

8. 반세기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근 시기건 시기건 한국인은 양면성을 모여주기도 했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었다. 외국에 이민가겠다던 20 가 ‘오! 코리아’를 외치며 축구를 응원

했다. 3․1운동, 해방, 4월 명, 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에서 역동 인 힘을 보

여  반면 군국주의 황민화운동,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도 있었다. 선거도 부정

인 면이 있으나, 1948년 5․10선거, 50년 5․30선거, 56년 5․15정부통령선거, 

71년 통령․국회의원선거, 85년 2․12선거 등과 같이 유권자 의식을 보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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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도 있었다.

사회면 문화면으로 놀라운 변화가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

져왔는지도 교육되면 좋을 것이다. 도시화, 연료나 의복, 주택, 교통망의 변화, 라

디오 TV의 보 이 정치 문화 등에 미친 향, 가요나 화를 통해서본 사교

육도 좋을 것이다, 1970년  가요 두발 의복 등의 禁制와 국가주의  式, 규

모의 서도 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통행 지와 그것의 해제, 연좌제도 

사의 한 모습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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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식민지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징

정 태 헌

(고려대 교수)

1. 기본개념의 확인 - 자본주의와 국가의 문제

교육 장의 교사-학생의 계에서 상식을 통한 기본개념 확인이 가장 요.

원주민 문제를 빼고 넘어가더라도 미국이 국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었을까? 17세기 들어 국은 네덜란드를 르고 해상

권을 장악하면서 국 선박 사용의 강제, 식민지에 해서는 특산품만 장려하고 

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경쟁상품 수출의 제한과 고

율의 세 부과 등 식민지 경제 종속정책을 강요. 북미의 이주민들이 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이해 계로 뭉치게 하는 배경.

독일이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될 때까지 300여 방으로 나눠져 근

국가 수립이 늦어 자본주의 기에 큰 비 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자본주의 경

제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가의 문제.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산업보호정책 등을 

통해 이후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하는 모습으로 변신. 즉 자본주의 경제 운

의 결정 인 건은 구성원의 이해 계에 따른 국가의 정책 유무에 달려 있다. 

하물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더 말할 나  없다.   

냉  붕괴를 후하여 붐을 일으킨 신자유주의-시장만능론의 여과없는 극단  

역사인식 → 이른 바 경제성장론.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  권리를 부정한 폭력  억압 체제 다”고 



언 하지만 실제의 분석 의미에서는 의례  멘트에 불과. 방 은 “근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  능력이 두텁게 축

되는 시기” 음을 강조. 국가주권의 요성에 한 문제의식은 무. 한국인이 

식민지 지배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근 국민국가를 세울 능력을 축 할 수 있었

다는 도된 논리. 여기서 근 문명 → 시장경제. 

주류 근 경제학은 국가 주권의 문제와 민족운동에 한 인식이 사실 없다. 식

민지라는 실이 투 되지 못하고 식민지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합리 인 분석틀

이나 방법론이 없다. 한국 사회과학의 맹 을 반 . 

근 식민지  근

자본주의 식민지자본주의

(원시 )수탈 개발(성장)-수탈

2. 자본주의 경제의 제조건

1) 근대국가-자본주의 성립과 기업활동의 기본전제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 시장경제, 민주화의 상호 계와 립을 통한 균형 추구. 

간과해서는 안 될 요한 은 자본주의 경제의 행  주체가 개인(가계), 기업, 

정부(국가)로 구성된다는 사살. 국가는 근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고 확  발

하는 과정에서 필수  제조건. 자본가(기업가)와 시장경제만으로 근  자본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세계화의 기 단계에 유럽 지역은 선두주자 국 따라잡기에 한 

가운데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제국주의 침략의 길. 당연히 국가의 힘이 수반.

국의 경쟁력은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자유무역론으로, 독일의 열등한 경쟁력은 

리스트 경제학의 보호무역론으로. 각국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본래의 운동법

칙이 추구하는 ‘세계화’의 기 단계부터 국가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을 

통해 볼륨을 키워갔다. 미국은 제2차 세계  이 까지 한 세기 동안 유치산업 

보호를 해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 경제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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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일국 내에서 일정하게 자기완결성을 추구하

면서 출발. 방임된 시장경제하에서 시장과 자본가의 힘만으로 개된 경우는 존

재한 이 없다. 태 부터 시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은 

언제나 국가에 의해 조정. 자신들을 뒷받침해  국가(주권)이 제되지 않은 채 

기업가 ‘일반’의 자본축 을 논하는 것은 비 실 .

국가의 경제 개입은 1929년 공황을 계기로 인즈 경제학의 뉴딜정책, 독일의 

나치즘과 군수산업 발흥, 스웨덴의 조합주의, 이태리의 시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에 개입하고 주도한 것은 자본주의 기부터 

당연하게 제. 서구 자본주의는 말 그 로 원시  축 기 던 상주의 시기의 

동인도회사가 형 으로 보여주듯이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밖으로 침략의 길. 

유럽 각국의 국민경제 형성을 통한 근 국가 건설과 이들의 제국주의  외침

략은 동 의 양면. 서구 자본주의 개과정에서 자본의 출발 은 ‘민족자본’이었고 

그것이 외침략의 길로 나서면서 ‘제국주의자본’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가 시작하여 사회 으로 확 되어 원시  축 을 형성할 때의 기본모

델은 유럽의 경우 국가권력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상주의. 주의 → 

근 국가와 근  화폐제도 수립에 으로 필요한 , 은의 집 . 아메리카

륙으로부터의 약탈.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이 본 화폐 제도를 해 기능. 

상공업국가로 나아가기 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차액정책에 

요구되는 산업보호정책 → 세제도. 한국에서는 외국 차 을 한 이권으로 활용.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개발을 해 필수 인 무역을 포함한 시장 반에 한 국

가의 개입과 간섭을 통한 자국 산업자본 육성.

자본주의 세계화가 정 에 이른 오늘날에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국 은 여 히 요. 어떠한 로벌 기업도 기업주가 

속한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그 향력을 유지.

2) 주권국가 하의 민주화와 생산성

국가와 기업이 서로 뒷받침을 주고받는 정당성이 구성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

으려면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구성원들과 이해 계를 ‘같이 한다’는 이념이 생명

력을 가져야. 기업은 국민경제를 이끌어가고 키운다는 논리를 통해 비로소 사회  



리더십 구축. 업이 일어날 때, 손실액수를 부각시키고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손실이라는 주장.

개인은 상품 소비자로서 그리고 고용노동자로서 임 을 매개로 기업, 부분 으

로는 국가-정부와 련. 시장경제 하에서 개인과 기업은 임 을 둘러싸고 이해

계가 다른 측면. 이론 으로 (근 )국가는 양자의 조정역. 국가의 역할은 사회민

주화 수 에 따라 양  질 으로 큰 차이.

국가는 인류사를 돌아 볼 때 형식상  권력체에서 출발, 구성원의 사회의식 

수 과 각 계층의 이해 계에 조응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  권력체로 

환. 국가의 주권이 구성원(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규범은 단순히 명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실 국가권력이 주요하게 기반하는 민의 범주는 사회민주화 

수 에 따라 재벌일 수도, 기업(부르주아) 일반일 수도, 폭넓은 시민사회일 수도. 

국가가 정상 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해 의식하고 고려해야 하는 민의 폭은 가

변성이 단히 넓다.

반 으로 사회민주화 수 이 낮을 때 국가는 개인보다 기업의 이해 계를 

뒷받침하는데 기울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내외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 일정하게 

각 차원에서 사회민주화가 일정하게 제도화되고 생산력이 높아지면 모든 구성원의 

이해 계를 공평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헌법에 규정된 규범에 따라 이해 계의 

균형추 역할을 하도록 압박.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는 기본 으로 자본가계 의 

이해 계를 변, 생산력 발 과 민주화는 국가가 최 한 립  치에 서 있도록, 

어도 그러한 외양을 드러내도록 끌어내는 압력으로 작용.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 은 세시 의 장애요인을 극복한 근  시장경제체

제에서 비롯되었지만 민주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속 인 성장과 발 이 가능. 

생산력과 민주화의 양자 계를 선후의 순차 인 발 단계로 추상화시켜 생산력 

발  이후에 민주화가 성취된다는 기계 이고 교조 인 논리는 실제의 역사  

사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실제의 역사에서 두 범주는 서로 어우러지는 상호

작용 속에서 양자의 성취가 비로소 가능.

세계의 근 사를 되돌아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으로 민주화가 결여된 가운데 

생산성이 장기 으로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국가주권이 박탈된 식민지에서의 경

제성장? 이 까지 운 된 이 없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이 두

드러지게 된 이면에 기나 긴 민주화투쟁과 이에 따른 민주화의 정치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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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해방 후 국가 주권을 회

복한 이후부터. 국가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개인에게 인 향을 미치고 사

회의 민주화 수 에 조응하여 기업과 개인에 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책임

의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던 후 독립국도 외 으로 차 

국가의 주권 행사 역량을 키우면서 내 으로도 구성원에 한 책임의식을 키

워갔다.

1960년  이후의 경제성장과 축 이 가능했던 것은 비록 종속성을 지녔더라도 

일차 으로 국가 주권을 회복한 가운데 분단국가의 부실한 내용을 채우려는 민

주  사회분 기를 의식한 국가권력이 능동  수동 으로 응하면서 경제정책을 

실행한 결과. 즉 “일제시 의 기업환경과 오늘날의 기업환경을 서로 비교해본다면, 

식민지체제의 청산 득 독립이라는 것이 기업발 에도 얼마나 요한 요소인”가 

하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 

3.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

1) 조선총독부 권력의 특징

국가 범주를 배제한 추상  자본주의 세계와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제 세계는 

 조응하지 않고 차원도 다르다. 통 인 경제성장론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분

하는 방법론이나 문제의식이 없다. 시장경제와 기업가만 논할 뿐. 

잘못된 개념 사용의 표 인 . 조선총독부를 ‘식민정부’로 칭하면서 식민지 

지배 하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했다거나 나아가서 조선총독부 독재를 국가 주

권을 갖게 된 이후인 박정희정부의 독재와 비견. 조선인 각계각층의 이해 계(민의)를 

변하는 제도  장치로서 입법부나 행정부(국가)는 조선 사회에서 원천 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조선총독부를 매개로 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상

이었을 뿐.

조선총독부는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행정부 개념에 조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반 하거나 그 권한을 임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식민통치를 총 하는 조선총독은 일본 육·해군 장 가운데서 선임되



었고 일본왕에 직속되어 조선 주둔 일본 육·해군을 통솔. 문  친임 이 불가능한 

구조. 조선인과 조선사회에 한 폭력과 무력을 상징하는 기구. 기본 인 정무는 

일본 총리 신을 거쳐 일본왕에게 재가를 받았다. 주요 사안에 해 일본 제국의

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조선총독부 업무는 일본 정부의 통제와 명령

으로 이루어졌다. 궁극 으로 조선총독은 임명권자인 일본왕, 는 일본정부에게 

자신의 행 에 해 책임을 지는 직 . 조선인 일반의 여론이나 조선인 기업을 

의식하거나 그에 해 어떤 책임도 질 의무가 없었다. 물론 식민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해 조선 사회의 의견을 제한 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궁극

으로 그럴 의무는 없었다.

조선에서 시행되는 식민정책의 골간 역시 조선총독 임명권자인 일본왕과 일본

정부의 침략정책과 쟁 확  의도에 맞춰 형성되었다. 조선총독은 이러한 골격에 

맞춰 제한된 수 의 행정  ‘독자성’을 행사하는 존재 다. 한반도 구성원을 표

하는 권한을 가진 것도, 외  주권 행사기구도 아니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공

권력에 의한 공  통치행 ” 주체가 아니었다. 일정한 차에 의해 한반도 구성

원의 주권을 리하고 이들의 이해 계를 반 하는 “공 ” 주체가 아니었다. 무

력에 기반한 외래권력.

2) 국가 없는 자본주의, 식민지자본주의

식민지자본주의란 자국의 기업가를 뒷받침할 국가권력이 없는 가운데 개되는 

자본주의의 운 과 상을 총체 으로 일컫는 개념. 즉 자본축  기구 확보를 해 

자본가계 이 장악해야 할 국가 수립이 압살된 채 일본제국주의 정부와 일본자

본이 조선 사회의 경제운 과 정책결정의 주체가 된 경제체제. 조선인 기업가들은 

자신의 이해 계를 철시킬 수 있는 제도  통로가 없는 가운데 틈새시장에서 

활동 역을 찾는 수동  존재.

경제성장론은 국(서유럽)의 이행과정에서 도출한 근  이행의 지표를 거론하

면서 국민  시장경제의 성립, 사유재산제도 성립, 합리  개인의 리 추구, 사

회와 국가의 분리 등을 나열. 정작 가장 핵심 이고 본질  문제인 근 국가에 

한 문제의식은 없다. 조선총독부가 “공  통치행 ”를 수행하는 근 국가로 상정

되기 때문. 개항이 가져다  수출시장을 배경으로 조성된 지주의 축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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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토 가 되려면 국가의 주권과 정책 시행 문제는 결

정 으로 요.

식민지자본주의가 체제 으로 성립된 것은 일본제국주의가 물리  폭력과 더

불어 가장 효율  수탈체제인 자본주의 제도를 이식되면서부터. 일본제국주의와 

일본 자본의 편의를 해 일본제국주의가 주체가 된 제도 정비. 그 이 의 조선 

사회 내에서 변화를 꾀했던 내재 인 모색은 식민지자본주의 제도에 편입되거나 

폐지. 

근  이 에는 문화와 역사가 각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형성. 이 든 근  이

은 ‘다름’이 ‘병존하는 세계’,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탈 세’의 모습 역시 달

랐다. 그러나 근 화 과정에서 이러한 ‘다름’은 부정. 근 는 자신의 제도와 행을 

침략 지역에 이식하면서 제도와 가치 의 균일화, 즉 ‘세계화’를 요구. 오리엔탈

리즘.

식민지  근 는 식민지자본주의를 토 로, 세계사 으로 근 가 형성되면서 

유럽과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를 특징 으로 드러낸 개념. 식민지  

근  사회에서도 식민정책과 제국주의 자본 운동에 필요한 인간군의 효율 인 

동원을 해 근 의 비과학 , 비이성 , 비합리 인 인식체계 신 이성과 합

리성이 이식. 이 과정에서 자기 문화와 역사에 한 열등의식, 민족의식과 철학을 

배제한 기능  교육이 수반. 만성화된 각종 차별에 조선인들은 항하면서도 수용

하는 이 성을 보이고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차 괴. 근 성의 가장 

요한 가치인 민주화를 한 교육과 훈련을 가질 기회가 각 분야에서 쇄되었고 

민주  정치지도자도 양성되기 어려웠다. 사회문화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 훼손은 민주화를 생각할 겨를조차 앗아갔다. 이 은 8․15 이후에도 식민

지  근 를 극복하는 데 큰 장애요인.

식민지자본주의를 토 로 한 식민지  근  사회에 한 일제의 경제  지배는 

개발-수탈 방식의 외양. 근 의 지배방식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제국주의의 개

발－수탈을 동반한 식민지  근 는 근 의 원형과 질 으로 구분되는 근 의 

 다른 모습. 

제국주의 자본의 침략과 독 에 상응하여 식민지 지역에서는 민족운동의 한 

동력으로서 주목된 토착자본-민족자본 개념이 보편화. 그러나 한국과 같이 완 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경우 자본주의의 발흥과 발  단계에서 유럽의 자본가들이 



가질 수 있었던 독자  시장권, 융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제국주의 자본에 

속되거나 제국주의 자본이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에서 자기 역을 구축하면서 

자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식민지 지역에서 민족자본은 경

제논리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정치  의미에서 주목받는 존재.

4. 식민지 인식 부재의 귀결 사례

1) 일제하 근대주의의 귀결-전향과 동화 

근 는 지양해야 할 모순과 수용해야 할 내용을 함께 지녔고 이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철될 때의 상과 본질 인식이 정확해야. 그러나 일제 지배 하에서 사

회주의자건, 자본주의  계몽주의자건 양자를 구분해서 인식한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근 주의로 환원, 식민사학으로의 귀의.

일제 지배 하의 맑시스트들은 국가와 민족 문제의 요성을 간과하고 이를 계  

문제로 치환하는 ‘국제주의’  인식의 성에 구속. 제국주의이 성론과 교조  

(반) 건론에 기 .  상당수는 결국 식민사학으로 귀의( 향). 1990년  이후 경제

성장론의 사상  궤 을 볼 수 있는 철. 인정식

2) 21세기 식민사관의 재현-반국가적 신자유주의 시장론

신자유주의는 경제가 세계화 환경에서 일국의 독자  산업정책이 불필요하고 

심지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까지 주장.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란 합리  개인간의 

거래를 일컫는 추상  개념. 경쟁하는 수많은 소자본만 존재할 뿐 독 도 과 도 

없는 세계. 각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으로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목가

인 세계. 

‘탈민족, 탈국가’ ? 시장을 근 문명으로 비약시키는 시장숭배론. 결국 식민사학 

역사인식으로 귀결. 국가 없는 시장경제, 즉 일본자본을 한 시장이었다는 을 

무시. 시장은 하여간 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경제학원론’의 순수한, 사

실은 허구 인 시장론을 반복. 나라를 말아먹을 논리. 험하고 반국가  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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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경제성장이 민주 ․민족  국민 의식의 성장이 국가권력의 정책 변화를 추

동하면서도 지배정책에 흡수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권력과 민의 립  피드백 

과정의 결과 다는 종합  사고는 없다. 일제시  이래 국가와 민족 인식이 부실

했던 자칭 보수의 고질  통은 자신들이 시했더라도 민주화 세례 속에서 

자기갱신을 통해 부족한 정체성을 채우지 못했다. 그 결과 냉 이 끝난 시 에서 

시장론을 매개로 오히려 악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19세기 말 20세기 의 자본주의 세계화 략은 상 지역의 국가주권을 빼앗는 

식민지화 방식으로 개되었다. 2차 세계  이후 냉 체제의 50여년 간에는 

(반)식민지 지역의 민족운동에 조응하고 냉 체제에  응하기 해, 그리고 

이 보다 높아진 생산력을 배경으로 과거처럼 구(반)식민지 지역을 직  지배하기

보다 국가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서방진 을 확 한다는 논리가 철되었다. 그러나 

냉 체제 붕괴 이후, 미국 심의 자본주의 세계화 논리는 시장만능론을 매개로 

각층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기 단 인 국가의 정책이 갖는 실효성을 약화시켜 

국민경제와 국가주권, 민주화를 하고 있다. 한 세기  제국주의  패권질서를 

추구하던 경이 재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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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역사 문항 개발의 이론과 실제

박 진 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Ⅰ. 머리말

교육과정의 학교 용에 있어서 학습 결과에 한 평가는 ‘교육 목표→교육 내용

→교수ㆍ학습 방법→평가’로 개되는 매우 요한 과정의 일부이다. 한 국 

단   학교 단 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비 이 증하고 있어 출제의 신뢰도, 

타당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 요해지고 있다. 반면에 일선의 교사로서는 

평가에 한 연수 기회가 많지 않아 평가 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곤란을 느

끼고 있다.

이 은 교사의 문항 개발에 도움을 주기 해서 실무 인 방향에서 작성하 다. 

특히 객 식(선다형) 문항 출제에 주안 을 두었다. 이는 학교 단  시험의 출제

만이 아니라 많은 문항이 소요되는 국가 는 련 기 의 출제를 해서도 필

요하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앞 부분은 평가 도구의 조건과 종류에 

한 이론  설명이고 뒷 부분은 고등학교 선다형 문항 출제의 차에 한 것

이다. 체로 고등학교의 객 식 문항 출제는 수능 출제 문항을 모델로 하고 있고, 

높은 수능 성 을 받기 한 비 학습이 실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이 문항 개발과 용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Ⅱ. 평가 도구의 조건과 종류 

1. 평가 용어의 정의

(1) 타당도(Validity)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특성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고 있는

가를 의미한다. 역사에 한 비 능력을 재기 한 역사시험에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암기하고 있는가를 재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을 경우 시험 수가 낮다고 

해서 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극단 으로 어려운 한자를 사용

하여 역사시험문제를 출제했을 경우 시험 수가 낮다고 해서 역사과목에 한 

성취도가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타당도가 낮다.

(2)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는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검사 수들이 어느 정도 일 성이 있

는가를 뜻하는 개념이다. 신뢰도 개념의 핵심은 측정치의 일 성이다. 시험의 경

우 집 으로 공부한 부분에서 문항이 출제되었다면 높은 수를 받을 수 있으

나,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되었다면 낮은 수를 받게 된다.  수는 기

분이나 검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3) 난이도(item difficulty) 

문항난이도는 문항에 한 정답률을 의미한다. 이 때 시간이 부족해서  손

지 못한 미달항은 정답을 할 수도 있고 오답을 할 수도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엄 하게 틀린 문항이 아니다. 한 문항에 해 추측으로 정답을 한 학생이 있

을 경우가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난이도 수 을 결정하려면 시험의 목 과 용

도를 감안해야 한다. 선발을 한 용도로 사용되는 검사에서는 난이도를 선발비

율에 맞추어야 한다. 상  30%를 선발하고자 하는 시험이나, 장학생을 선발하기 

한 시험, 부진아를 선발하기 한 시험 등이 동일한 난이도일 수는 없다. 한편 

검사지에서 문항 난이도가 유사해서도 곤란하다. 그 범 를 넓히고 고르게 분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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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별도(item discrimination) 

문항변별도는 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구분해  수 있는 특성을 말

한다. 만약 수가 높은 학생이 문항에 정답을 하고 수가 낮은 학생이 오답을 

했다면 그 문항은 변별력이 높다. 그 지만 검사 수에 계없이 문항에 모두 정

답을 했거나 모두 오답을 했다면 그 문항의 변별도는 낮다. 문항변별도 지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표 1> 문항변별도 지수

. 4 0  이 상

. 3 0 ~ . 3 9

. 2 0 ~ . 2 9

. 1 9  이 하  

문항변별력이 매우 양호하다.

문항변별력이 당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문항변별력이 다소 낮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문항변별력이 매우 낮으므로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권 훈, 교육평가학지사, 2005, p.367.

(5) 반응분포도 

문항의 핵심은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은 정답을 하고 

그 지식이 없는 학생은 오답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양호한 문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는 정답지는 반드시 정답이 되어야 하고, 오답지는 능률 이고 매력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오답지를 교란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

항분석을 할 때는 오답지가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학

생을 교란시키는 기능을 제 로 수행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좋은 문항이 갖추어

야 할 선택지(답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 집단은 선택지 에서 정답지에 가장 많이 반응해야 한다. 그 지 않으

면 문항이 모호하거나, 정답이 잘못 되었거나, 상 집단이 추측을 이용해서 

답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하 집단의 학생들은 오답지에 골고루 반응해야 한다. 즉 오답지가 매력

이어서 오답지에 한 반응이 골고루 분포해야 한다. 컨 , 5지 선다형 

문항에서 3번 선택지에 반응한 학생이 아무도 없다면 실제로는 4지 선다형

이다. 

③ 정답지의 변별력은 정 이어야 하고 오답지의 변별력은 부 이어야 한다.



④ 좋은 오답지는 왜 그 선택지에 해 반응할 것인지에 한 정보를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의 종류

학습평가의 종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 평가, 수행평가 등으로 나뉜다. 

한 학습평가문항의 유형은 채 방식에 따라 주 식과 객 식으로, 피검자의 반응

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  수 있다. 주 식에는 서술형이 속하고 객 식

에는 진 형, 선다형, 배합형, 단답형, 완결형 등이 속한다. 이 에서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선다형을 심으로 살펴본다.

선다형 문항은 문두(발문)와 이에 따르는 세 개 이상의 답지로 구성되며 문두는 

개 의문문이나 불완  문장으로 표 된다. 선다형의 종류로는 최선답형, 정답형, 

다답형, 불완 문장형, 합답형 등이 있다. 이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정

답형 문항으로 하나의 답지만 옳고 나머지는 오답으로 되어 있는 문항이다.

선다형 문항은 다른 형식의 선택형 문항에 비해 내재 인 결 이 기 때문에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한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 상태, 

목 ,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다양성, 포 성이 있고 수검자의 우연한 오차의 향도 

게 받는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다른 형식에 비해 좋은 문항을 제작하는 데에

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능력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약 이 있다.

선다형 문항은 매우 쉬운 문항에서부터 어려운 문항을 제작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답지 에 정답이 아닌 틀린 답지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문항 난이

도가 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답지들을 단순하게 제작하면 단순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되며, 복합 인 답지를 제작하면 고등정신능력까지 측정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선다형 문항이 암기 주 교육을 유도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잘못 제작된 문항으로 검사가 실시될 때, 암기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기 기술이 발달된다고 본다. 선다형 문항이 

측정하는 내용은 일반 으로 용어, 어떤 사실, 개념, 원리, 이론 등에 한 지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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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문항의 조건

좋은 문항이 되기 해서 고려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항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는 이다.

(타당도)

② 문항 내용이 복합성을 지녀야 한다. 복합성이란 질문의 내용이 단순 기억에 

의한 사실보다는 고등정신 기능인 분석, 종합, 평가 등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어야 한다. 복합성이란 복잡성과는 구분된다.

③ 문항 내용의 요약성을 들 수 있다. 질문이 열거된 단순 사실만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사실들을 요약하고 일반화, 나아가 추상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문항의 참신성이다. 이는 내용  측면이나 형식  측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진부한 형태의 문항이 아니라 새로운 문항을 의미한다. 참신한 문항의 제작

은 쉽지 않다. 수년간 검사가 실시되었을 때 기출 문항이 많기 때문이다.

⑤ 문항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질문이 모호하지 않으며 구체화되어야 한다.

⑥ 문항의 난이도가 하여야 한다.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문항특성이 

달리 분석됨)

⑦ 문항은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⑧ 문항이 검사의 사용 목 에 부합하여야 한다.

⑨ 측정 오차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신뢰도)

⑩ 형식면에서 각 문항유형에 따른 제작 지침에 근거하 느냐는 것이다.

⑪ 문항지필지침에 한 문항이어야 한다. 표 형은 없지만 기 마다 편집 지

침을 따라야 형식의 일 성을 가지게 된다.

⑫ 문항이 윤리 ·도덕 으로 문제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

⑬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제작되지 말아야 한다.



Ⅲ. 문항 제작의 차 

문항 제작의 흐름은 <표 2>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문항 제작의 흐름

출제 비 → 문항 제작  검토 → 문항 편집  정리

◦범 , 수  확인

◦문항수  형식

◦출제 자료 검토

◦출제 계획

◦문항 개발

◦수정․보완

◦교차 검토

◦최종 문안 확정

◦편집

◦형식 오류 검토

◦수정․보완

◦인쇄 승인  의뢰

1. 출제 준비 : 출제 계획 수립

(1) 출제의 목적, 범위, 수준

무엇을 목 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에 합한 출제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단  학교의 정기 고사는 일정 기간 학습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목 이 있다. 

시․도 교육청 주 의 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평소 학습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수능에 한 응 정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 이 있을 것이다. 수능은 

학 입학 형에 활용되는 수를 부여하는 목 이 있다. 고등학교 역사 역에 

한 평가는 수능 시험은 일정 범  안에서 탐구 역 과목당 1회 시험을 20문

항 1세트로 출제하고 있으나, 학교 내신 평가의 경우 평가권을 가진 교사가 출제 

범 와 수 ,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검사지의 소요 문항수, 문항 형식

수능은 탐구 역 과목당 20문항 1세트로 지문을 갖춘 5지 선다형으로 출제하

도록 정해져 있다. 국 규모의 평가에서 타당성있고 오류가 없는 문항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20문항을 출제하는 일도 쉽지 않

다. 하지만 개별 학교에서는 모든 문항을 수능형으로 출제할 필요가 없고, 20문

항만으로는 출제 범 를 포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쉽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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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다소 문항수를 늘리고 형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문항 소재․제시문․출제 근거 확보

역사 교사라면 평소에 내용을 찾았을 때 이를 교수․학습에 반 할 궁리를 하

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학습 내용의 숙지와 응용 여부를 측

정하게 되므로 교수학습의 궁리는 평가로 연장될 수 있다. 한 특별한 경우 외

부 시험 출제를 의뢰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신문이나 서 을 읽으면서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순서를 의뢰받은 후 자료 검토 등을 하거나 상되는 시험 

출제에 비해서 사 에 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좋은 소재, 

제시문이 수능형 문항 개발에서 요하므로 충분히 확보하고 탐구 요소의 여부

나 어떤 형식으로 어떤 능력을 측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출제 계획 수립

출제 계획은 꼭 서식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보통 최종 문안에 한 

이원목  분류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의 출제 

계획과 최종 제출본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출제를 하다보면 계획에 따라 문항 

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습 내용을 고르게 평가해

야 하므로 배분이 요하다. 내용  행동 역에서 고루 출제하기 해서는 

기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차 으로 내용 배분을 고르게 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행동 역을 무시

할 수는 없다. 행동 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문항이 어느 행동 역에 부합

하는가는 출제자별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요 은 문항 형식을 다양하게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신하겠다. 가령, 사료를 제시하여 자료에 내재된 

제 인식, 자료 분석  해석, 자료의 결론 도출 등이 가능하며, 연표를 제시할 

경우 연 기  사고력과 연결이 용이할 것이다. 문자 자료외에 비문자 자료를 

히 활용할 경우 역사 이해를 한 자료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황 설

정의 경우 흥미를 유발하고 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자료 탐색이나 탐구 능

력도 선다형에서 간 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 계획과 달리 문항을 포기해야 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교체하여 편 되



지 않은 출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항 제작 및 검토 

(1) 문항 개발

문항 개발은 그 자체로 창작활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출 문항의 풀이 여부

가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 이 에 기출문항을 풀어본 학생이 유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쉽고 기본 인 문제라면 사 에 풀어본 경험이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어려운 문제가 사 에 풀어본 문항과 유사하다면 미리 

풀어본 학생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문제 풀이도 요한 학습 방법이지만, 특정 

참고서나 문제지 에서도 사설 문제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교사가 출제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에 

출제되지 않은 참신한 문항이라면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

출 문항이 될수록 참신한 문항의 개발이 쉽지 않고 지엽으로 흐를 수 있다. 

매년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며 요한 내용은 늘 요하다는 에 유념해서 형식

을 달리하거나 뒤집어 보거나 하는 등으로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학교 시험은 많은 문항을 짧은 기간에 소수의 교사가 개발해야 하므로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 형 인 문항을 주로 하면서 변별력있고 참신한 문항을 일

부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2) 수정․보완

출제는 출제 의도와 아이디어가 요하다. 하지만 막상 문두-지문-답지를 갖춘 

문항을 만들다보면 기의 의도가 제 로 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심한 경우 포기하고 다른 문항을 만드는 것이 생산 일 수 

있다. 체로는 문항 안에 담겨있는 정답 시비와 오류를 제거해가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정답이 없거나 복수의 정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

각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며, 표   달상의 문제 , 

문두-지문-답지 간의 호응 정도 등은 완성도의 문제이므로 다듬어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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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 검토

수능에서는 출제 원 상호간 검토와 검토 원이 1, 2차에 걸쳐서 입소한 후 개

별  공동 검토 과정을 거친다. 학교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 한 검토 작업을 

거치기가 힘들 것이지만, 단독 출제와 검토보다는 공동으로 상호 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문항 검토의 준거(예시)

① 문항의 내용이 시험의 기본개념과 부합합니까?

② 문항의 내용이 요한 내용을 측정합니까?

③ 질문이 단순기억이 아닌 고등정신(분석력, 종합, 비 )을 측정합니까?

④ 질문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 에 맞습니까?

⑤ 질문의 내용과 정답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⑥ 질문과 답지가 수험생의 언어 수 에 합한 단어들로 서술되었습니까?

⑦ 정답이 되는 두 개 이상의 답지가 없습니까?

⑧ 오답지들이 매력 입니까?

⑨ 답지의 내용들이 모두 질문과 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⑩ 문제에 답을 암시하는 단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⑪ 문항의 내용이 성별에 따른 편견성을 배제하 습니까?

(4) 최종 문안 확정

최종 문안을 내용상의 검토  수정 보완을 완료하는 것과 함께 형식 인 측

면도 고려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3. 문항 편집 및 정리

(1) 편집

편집은 출제 과정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문항 개발과 편집을 분리해서 처리

할 필요는 없다. 수능의 경우 출제 문항을 문 편집자가 편집하지만, 학교 장

에서는 이 모든 작업을 출제자가 겸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계자외에 문항에 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편집 능력은 

문항의 완성도를 해서 제고될 필요가 있다. 가령 문자로 구성된 문항만이 아니



라 그림, 도표 등을 변형해서 출제해야 할 경우 이에 한 기술  능력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이 때 인쇄했을 때의 상태와 가독성을 고려한다.

(2) 형식 오류 검토

형식 인 오류는 사소하게 보이지만 요하다. 번호나 기호 표기 등에 실수가 

있어 애써 제작한 문항이 효용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종 단

계에서는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수정․보완

제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종본 제출 까지 제거해야 할 것이지만, 제출 이

후에도 발견될 수 있다. 문제 풀이에 향을  수 있는 오류라면 시험 실시 까

지 차에 따라서 고쳐야 할 것이다. 만일 시험 종료 이후에 결함이 발견되었다

면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 차를 거쳐 사후 처리를 공

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인쇄 승인 및 의뢰

수능에서는 최종본에 해 인쇄 승인을 하게 되면 인쇄 본부로 원안을 인계하

게 된다. 학교 장에서는 고사 담당자 는 인쇄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종료하게 된다. 이로써 출제 과정은 끝나고 이후 인쇄  시행은 정해진 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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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능형 문항의 구성 요소와 사례

선다형 문항은 문두와 답지를 필수로 하여 구성된다. 지문의 유무는 선택 이

지만, 수능형 문항은 지문을 필수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탐구력을 측정하기 때

문이다(표 4). 답지는 5지 선다가 기본형이다.

<표 4> 수능형 문항 형태

문두(발문)

지문(제시문)

답지(선택지)

1. 문두

문두는 <표 5>와 같이 구성된다.  

<표 5> 문두의 구성과 예시 문항

지문 안내 부분 ＋
정답의 한정 

부분
＋

답지 선택 지시 
부분

A. 
정답형

다음 자료에 ＋
해당하는 

사건의 결과로
＋ 옳은 것은?

B. 
부정형

(가)～(다) 
조약에

＋ 한 설명으로 ＋ 옳지 않은 것은?

C. 
합답형

(가) 회의 이후 
(나) 주장이

＋
나오게 된 

한 배경을
＋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09학년도 수능 한국 근․ 사 1번, 9, 13번 문항

이 에서 마무리 부분인 답지 선택 지시 부분은 문두의 문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기본 으로 불완 한 문항 형식의 물음으로 표 한다. 이것은 문제 형

식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한 시는 다음과 같다.



◦ 정답형

- ～ 옳은 것은?

- ～ 알맞은 것은?

  
◦ 최선답형

- ～ 가장 타당한 것은?

- ～ 가장 한 것은?

◦ 부정형

* 부정형은 반드시 부정하는 부분에 을 친다.

- ～ 아닌 것은?

- ～ 하지 않은 것은?

- ～ 옳지 않은 것은?

◦ 합답형

* <보기>를 박스로 구분하고 선택지를 넣는다. 보통 선택지는 ㄱ, ㄴ, ㄷ, ㄹ 

등으로 표기하여 답지 번호 ①, ②, ③, ④, ⑤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 선택지가 동일하게 2개씩인 경우

- ～ 옳은 설명(공통 , 배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선택지가 다르게 2개, 3개씩인 경우

- ～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로 고른 것은?

2. 지문

수능형 문항은 반드시 지문을 사용해야만 한다. 역사 문항의 지문은 사료가 다수 

활용되었다. 하지만, 사료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시했는가에 따라 <표 6>와 같이 분류

하여 구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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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시문의 구성 형태에 따른 지문 유형의 분류

자료 기반 상황 설정
원 형 ↔ 변 형

단일 자료형 복합 자료형 복합 구성형

문자
자료

사료
사료+다른 자료 가상 상황

가상
상황
자료

가상 자료

자료 재구성

설명문

비문
자

자료

연표 연표+다른 자료 화(문답)

교수
학습 
상황

사진․그림 사진+다른 자료
장학습 
활동

통계
그래 +다른 

자료
교수 활동

지도 지도+다른 자료 탐구 활동

3개의 축에 따라 지문의 형태를 구분해 본 것이다. 쪽에 제시된 것은 지문이 

자료의 원형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에 의해 가공한 것인지로 구분하 다. 

사료를 그 로 제시한 것은 자료에 기반하고 원형에 가까운 것이다. 만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장면을 제시한다면 이는 상황 설정에 해당한다. 변형은 사

료를 그 로 제시하지 않고 삽화를 그린 다음 화 장면을 연출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가령, 조선책략을 둘러싼 논쟁에서 김홍집과 이만손이 가상으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지문으로 제시했다면, 실제로 두 인물이 만나서 논쟁을 벌인 바가 

없으므로, 두 인물의 주장은 사료에 기반하더라도 상황 설정이자 변형의 형태가 

된다.

왼쪽의 축은 문자 자료인지 비문자 자료인지를 구분하 다. 두가지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확한 분류를 해 별개로 나타내었다. 

오른쪽의 축은 가상 상황과 교수학습 상황을 구분하 다. 지문이 가공된 것이

라도 자료의 모습을 띄는 것과 어떤 활동, 행 의 모습을 띄는 것은 확연히 구분

되기 때문이다.



도식 으로 나타낸 것이어서 실제 문항 출제에서는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하

지만, 이와 같이 분류해 본 이유는 지문 제작에서 이러한 을 감안한다면 다양

한 지문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제시문의 숫자에 따른 지문 유형

단일 자료형

복합 자료형1
○ 주제 A-1
○ 주제 A-2

복합 자료형3
(가)
(나) …

복합 자료형2
○ 주제 A-1
○ 주제 B-1

단일 자료형은 1개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고 기본형이라 볼 수 있다. 복합 자

료형은 단일 자료형의 자료를 복수로 제시하는 형태이므로 확장형에 해당한다. 

복합 자료형은 ○ 기호를 사용하여 복수의 자료를 제시하는 유형(복합 자료형 1, 

2)과 (가), (나) 등을 사용하여 구분하는 유형이 있다(복합 자료형 3). 

복합 자료형1은 단일 주제에 한 자료를 복수로 제시하며, 상호 보완 계를 

가진다. 가령, 한 가지 자료만으로는 탐구 요소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자

료를 제시하거나 동일 자료라 하더라도 략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제

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답지

5지 선다형이므로 5개의 답지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형이다. 하지만 합답형의 

경우 4개 정도의 선택지 에서 2개 는 3개를 고르도록 하므로 다소 상이한 

구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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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시기를 묻는 문항의 답지 차원

정답 : 한정 시 에 발생

정답 : 이 에 발생했으나 한정 시기까지 지속

오답 : 한정 시기 이 에 종결

오답 : 한정 시기 이후 발생

(2) 사건/사실을 묻는 문항의 답지 차원

- 배경, 원인

정답 : 사건, 사실과 호응하며 시기도 이

오답 : 사건, 사실이 호응하지 않으며 시기는 이

오답 : 사건, 사실이 호응하지 않으며 시기도 이후

- 개, 과정

정답 : 사건, 사실과 호응하며 시기도 해당

오답 : 사건, 사실이 호응하지 않으며 시기는 이후

오답 : 사건, 사실이 호응하지 않으며 시기도 이

- 향, 결과

정답 : 사건, 사실과 호응하며 시기도 이후

오답 : 사건, 사실이 호응하지 않으며 시기는 이후

오답 : 사건, 사실이 호응하지 않으며 시기도 이

- 주체, 세력

정답 : 주도 세력이 사건, 사실에 호응하고 시기도 부합

정답 : 주도 세력이 사건, 사실에 호응하나 시기는 맞지 않음

오답 : 주도 세력이 사건, 사실에 맞지 않으나 시기는 부합

오답 : 주도 세력이 사건, 사실에 맞지 않고 시기도 틀림

- 평가, 해석

정답 : 출제 의도와 답지의 조건이 평가와 해석에 맞음



오답 : 평가와 해석은 맞으나 출제 의도와 답지의 조건에 맞지 않음

오답 : 출제 의도  답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Ⅴ. 맺음말

이상에서 선다형 문항을 심으로 문항 개발의 주안 과 차에 해서 살펴 

보았다. 일선 교사는 좋은 문항을 개발하기 해 교재 연구, 문항 연구 등을 충

실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질의 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역량있는 출제자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에서 다루는 범  밖이기 때문에 언 하지 않았지만 출제 리도 

요하다. 문항 성립 여부, 정답 시비 등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해서는 완성도 높은 문항 개발이 선결 조건이지만, 사후 

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 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료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논란이 

연속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들을 고려한다면 출제(평가)는 고도의 문성을 

필요로 한다. 문항 풀이 과정은 출제된 문항 외에 다른 부가 설명이 없으며 문항을 

통해서만 완성 여부가 단된다. 그러므로 출제자의 문성은 문항을 통해서 확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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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 운동사의 이해

박 민 영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1. ‘독립운동’ 정의

주지하다시피 20세기 반기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최 의 시련기 다. 

명치유신(1868년) 이후 강력한 군국주의를 표방한 일제가 우월한 군사력을 앞세

우고 륙팽창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침략을 감행해 왔기 때문이다. 일제는 강화

도조약(1876년)으로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한 이래 청나라와 러시아 세력을 차단

하기 해 청일 쟁(1894년), 러일 쟁(1904-5년)을 연이어 도발하며 한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나라는 결국 ‘인 을 빨다가 골수까지 깨

무는’ 일제의 식민지로 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일제 침략과 지배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강도 

일본’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한 처 한 투쟁을 벌 던 것이다. 일제의 

침략 야욕이 특히 노골화되는 청일 쟁 이후부터는 ‘苦心血痛’의 노력이 경주되

었다. 의병 쟁을 비롯하여 개화지식인을 심으로 한 정치사회단체의 계몽운동, 

교육 언론활동, 산업진흥을 통한 실력양성운동 등 이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추진

된 국권회복운동이 그것이다.

독립운동은 의병 쟁, 계몽운동과 같은 구국투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10년 

國恥로 인해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채 일제의 식민지로 락하면서부터는 

식민지 해방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이 개되었고, 1945년 8월 해방이 되면서 독립

운동은 단원의 막을 내렸다. 1876년 일제 침략이 개시된 이래 1910년 국치까지 

34년간,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36년간으로, 곧 1876년 이래 1945년까지는 

70년간의 세월이었다. 한 1894년 청일 쟁 이후 반식민지 상태에서 개시된 독립

운동은 1945년 해방 때까지 51년간 장기지속 으로 개되었다.



독립운동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한민족이었으며, 소수의 친일 반민족세력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의 민족 구성원들은 여러 형태의 이념과 방략을 기 로 세력을 

결집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런 만큼 독립운동의 무 는 

국내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한인사회를 형성하여 세력화하고 있던 국과 러시아, 

일본, 구미 제국 등지로, 아 리카, 동남아와 남미 일부지역,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세계에 걸쳐 있었다.

독립운동이 추구한  가치는 물론 민족의 독립이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이것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상태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

설하는 것을 궁극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의 경우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일제의 식민통치 권력과 구조를 완 히 구축하여 한민

족의 자주 이고 독립 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 던 것이다. 

독립운동에 해서 시각과 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독립운동’이다. 국치 후 독립운동을 벌 던 지사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는 ‘독립운동’이었고, ‘ 복’운동도 흔히 사용되던 

용어 다. 이에 연구자들도 흔히 ‘독립운동’이라 명명하 고, 다음으로 ‘민족운동’, 

‘민족해방운동’ ‘ 복운동’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독립운동의 객  조건

한국독립운동은 그 개과정에서 열강이 주도한 국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  견지에서 볼 때, 독립운동  시기에 걸쳐 객  

조건이라 할 국제  환경은 으로 불리하게 작용하 다. 그것은 당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국제  상과도 직결되는 문제 다.

1876년 조선을 개항시킨 일제는 청일 쟁에 이어 1904년 2월 러일 쟁을 일으

켰고, 쟁수행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 를 견하 다. 그리고 용산에 조선주차

군사령부를 설치, 군 를 주둔시켰다. 동학농민 쟁을 계기로 군 를 견하 던 

일제가 다시 러일 쟁을 계기로 규모 군 를 견, 사실상 한반도를 령한 

것이다. 이후 한국주차군이라는 이름하에 일제 패망 때까지 한반도에 주둔한 일

본군 는 통상 2개 사단 규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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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을 배경으로 일제는 한제국의 자주권과 국권을 침탈하면서, 한반도 침략

을 가속화해 갔다. 한제국은 1904년 1월 국외 립을 선언하 지만, 일제는 이

를 완 히 무시하 다. 그리고 러일 쟁 개 과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일본군 행

동과 군사기지 설치 자유를 강요한 한일의정서를, 이어 8월에는 정치‧외교고문의 

채용과 요 외교안건에 한 의를 핵심내용으로 한 제1차 한일 약을 강요하

다.

다른 한편으로 일제는 세계열강들로부터 한반도 지배에 한 승인을 얻어냈다. 

러일 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제는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 트 약을, 8

월에 국과 제2차 일동맹을 맺었다. 국과 미국은 러일 쟁에서 일본을 후원

하고 있던 나라 다. 한 9월 미국의 재하에 체결된 포츠머드조약에서 러시아도 

그것을 승인하 다. 당시는 세계열강들이 식민지 개척과 토 분할에 치 하 기 

때문에, 각각 자국의 국익에 따라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한 것이다. 곧 세계 

최강의 미국과 국, 러시아 등이 일제의 한국 강 을 국제 으로 공인해  셈이

었다. 백범 김구가 남북 상에 즈음해서 1948년 2월에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泣告함｣에서 “왜 이 한국을 합병하던 당시의 국제정세는 합병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睹하여 반항하 지만 합병은 필경 

오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한 목은 시기 우리 민족의 운명에 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러일 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획책하 다. 伊藤博文을 한

반도에 견하여 한국의 보호국화를 추진한 것이다. 조약안을 가지고 온 이토는 

한제국 정부의 신들을 매수‧ 박하 다. 그리고 포와 기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지원과 헌병들이 포 한 가운데, 1905년 11월 소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 다. 조약의 핵심은 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내정은 통감이 

할한다는 것이었다.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통감이 사실상 한제

국을 통치하기 시작하 다. 이로써 한제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국권을 상실

하 고, 일제의 반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일제의 침략에 분노한 한민족은 강력한 반일투쟁을 개하기 시작하 다. ≪皇

城新聞≫은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을 통해 을사조약 체결 사실을 폭로하

고,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을 심으로 일제히 철시를 벌여 나갔다. 그리고 의

정부참찬 이상설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은 무황제에게 조약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민 환‧조병세 등은 자결로서 일제 침략에 항

거하 고, 나인 은 을사조약에 찬동한 신들을 처단하려는 을사오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하 다.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상실되면서, 일제의 침략을 막아 내고 상실한 국권을 회복

하는 것이 한민족의 당면한 과제로 두되었다. 국권회복운동은 유생과 농민들이 

참여한 의병 쟁과 개화지식인들이 주도한 계몽운동으로 개되었다. 1896년 해산

되었던 의병은 러일 쟁이 발발하고 을사조약이 강제체결되자 재기하 고, 국 

각지에서 부 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투를 결행하 다. 한 개화지식인

들은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신교육  실업진흥을 통해 국민의 실력을 양성하고

자 계몽운동을 개해 나갔다. 무황제 역시 헤이그에 특사를 견하여, 일제의 

침략과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열강에 폭로하고자 하 다. 일제는 이러한 한민족의 

반일투쟁을 철 하게 탄압하 다. 그러한 탄압의 상징  사건이 최익  등 항일

의병 11명의 마도 被囚 다.

伊藤博文의 주도하에 일본 閣議를 통과하여 한정책으로 추진된 의병의 마도 

유폐안은 일제가 1905년 11월 을사조약 늑결 이후 비등하는 한민족의 항일기세

를 탄압하기 한 방편으로 수립된 것이었다. 당시 한민족 항일투쟁의 정 에 있

던 호서의 홍주의병과 호남의 최익  의병을 지목하여 토화하고 그 심인물

들을 억류하여 자국의 마도에 유폐함으로써 한민족과의 斷絶을 시도했다. 이는 

결국 한민족의 분출하는 抗日義氣를 유폐 의병으로 형상화시켜 그 義氣를 철

히 印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최익 과 임병찬, 그리고 홍주9의사 등 11명

은 1906년 8월부터 1909년 2월까지 마도에 유폐되어 갖은 고 를 겪어야만 하

다. 

1907년 6월 헤이그특사의거를 빌미로 일제는 7월 무황제를 강제 퇴 시키고, 

6,0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한제국 군 마 도 8월에 해산시켰다. 이에 각지에

서 분산 으로 활동하던 의병들은 군 해산 이후 13도창의 진소라는 연합의병

부 를 결성하여 서울탈환작 을 결행하 다. 일제는 이를 계기로 의병 탄압작

을 감행하 고, 이는 병탄 때까지 상 으로 계속되었다. 화승총이 주요 무기

던 의병들은 근 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을 당해 내지 못했다. 결국 부분의 

의병들은 일제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었고, 일부는 만주, 연해주지역으로 이동하여 

장기지속 인 항일 을 벌여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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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반일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한 일제는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일제의 탄압으로 의병 쟁이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인 1909년 7월 일본내각은 

｢한국병합에 한 건｣을 결정하 고, 병탄이 한국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해 일진회의 이용구‧송병  등 친일 를 내세워 ‘합방’에 한 

각종 청원서‧성명서를 발표하게 하 다. 그리고 군 와 경찰들을 국 각지에 배

치하여 한민족의 항을 사 에 차단하고,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에 한 조

약｣을 발표하 다.

1910년 한민족은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완 히 강탈당하 다. 이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한민족은 1945년 해방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한민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

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흔히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압

이고 가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민족 체가 일제의 노 상태로 편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바로 일제강 이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다른 제국주의의 그것과 형태나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다. 

자원의 약탈‧노동력의 착취‧국토의 유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자주권

과 생존권 자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형태를 흔히 ‘무

단통치’, ‘문화정치’ 등으로 표 하고 있다. 이는 표면 으로 추진된 일제의 식민

지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제 식민지통치의 본질은 한민족을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민족의 민족문화와 민족 자체를 없애 버

리려는 민족말살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 일제 식민지통치의 본질이자 목표

다.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이 내세웠던 ‘동화주의’‧‘일선융화’‧‘내선일체’‧‘황국

신민’ 등의 표 들이 모두 그것이다.

이와 같이 한민족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한민족 체에게 국권상실의 고

통을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존립 자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민족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민족  과제는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완 히 되찾아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라는 조건하에서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최  과제 고,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독립운동으로 

개되었다.



3. 독립운동의 개

시기별 개요

독립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식민지 상태를 완 히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국내를 비롯하여 한인이 거주하고 있던 세계 각 지역에서,  그 방법이나 

양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개되었다.

독립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한 순간도 

단 되지 않고 장기지속 으로 개되었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령한 

‘갑오변란’과 1895년 민비시해사건 등을 계기로 의병이 기하 고, 이들은 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투를 벌 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자, 유생과 농민들이 주도한 의병이 재기하여 

일제를 무력으로 몰아내고자 하 고, 개화지식인들은 실력양성을 한 계몽운동을 

개하 다.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침략을 막아 내고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려는 

반침략 구국운동이었다.

1910년 경술국치 후 의병 쟁과 계몽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은 국외에 독립운

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 다. 독립운동의 공

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고, 주요한 방략으로서 독립 쟁론에 합의를 이루

었다. 독립 쟁론이란 민족의 군 를 양성하 다가 일제가 ‧미‧소 등의 열강과 

쟁을 일으킬 때 이들과 함께 독립 쟁을 결행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안이

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민족의 군 인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열을 정비하고 민족의 역량을 축 해 갔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면서 독립운동은 크게 변화‧발 하 다. 3‧1운동을 통해 

민족  단결이 이루어지면서 독립운동 기반이 크게 확 되었고, 그 산물의 하

나로 독립운동을 주도해 갈 표기구로 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만주

지역에서 양성된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발시키기도 하 다. 이 외에도 3‧1

운동은 이후 독립운동에 많은 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신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가장 큰 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을 겪고 난 1920년 는 독립운동의 양상이나 형태가 크게 확 되고 있

었다. 오동승첩‧청산리 첩으로 상징되는 만주지역 독립군의 강력한 무장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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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고, 독립운동이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개되었다. 국내에서는 물산장

려운동과 같은 자산가운동을 비롯하여 농민운동‧노동운동‧형평운동‧여성운동‧학

생운동 등이 조직 으로 일어났다. 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이 수용되면서, 

정치  이념에 기 한 운동단체들이 결성되고 있었다. 이는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다양해진 것이고, 그만큼 독립운동의 기반이나 범 도 확 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이 다원화되면서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두되었다.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갈 임시정부가 제 로 역할을 못

하게 되면서, 1920년  반 이래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동단결을 이루어 민족

당체를 결성하려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다. 1927년 국내에서 좌우세력들이 

연합하여 신간회를 조직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외에서의 유일당운동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과 시도는 해방 때

까지 끊임없이 추진되어 갔다.

1930년 에도 독립운동 체를 통할할 조직은 없었지만, 질 인 변화와 발 을 

거듭하면서 독립운동이 개되었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한국독립

군‧조선 명군을 비롯한 만주독립군들은 반만항일군과 연합하여 독립 쟁을 계속

하 다. 한 윤 길 의사의 의거로 국 내지역의 독립운동도 활기를 띠었고, 

조선 명간부학교‧낙양군 학교 등을 통해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  이념에 기 한 한국독립당‧조선민족 명당 등 독립운동정당들이 조직되어 

활동하면서,  이들 사이에 통합운동이 추진되면서 독립운동의 이론과 방법이 

발 해 가는 모습을 보 다.

1940년 에 들어와 임시정부가 본연의 상과 역할을 회복하고,  제2차 세계

으로 조국독립에 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독립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한국 복군을 창설하 다. 

이어 좌익진 의 조선의용 가 복군에 참여하 고, 조선민족 명당도 임시정부로 

세력을 통일하 다. 그리고 1942년 국공산당 지역인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결성되었고, 국내에서도 1944년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들

은 한편으로는 상호연락을 통해 통일 선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미

국군과의 연합작 을 추진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는 순간까지 활

동하 다.



공간적 추이

독립운동은 지역 으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개되었다. 국외

에서의 독립운동은 의병 쟁 때부터 다. 1895년 김구도 참여한 강계의병은 서간도 

通化縣 三道溝에서 활동하 고, 의병장 유인석도 통화  五道溝에 들어가 활동

한 이 있었다.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이범윤‧최재형‧안 근 등의 의병이 활동하

다. 뿐만 아니라 1905년 안창호가 공립 회를 조직하고 1909년 박용만이 네

래스카주 헤스 즈에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면서, 미주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1910년 경술국치를 후하여 독립운동은 세계 각 지역으로 확 되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외로 망명하여, 각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국외 독립운동이 개된 주무 는 서간도와 북간도를 포함한 만주지역과 러시

아의 연해주지역이었다. 이곳에는 1860년  이래 이주한 한인들이 규모 한인사

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독립운동의 요한 기반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

니라 압록강과 두만강만 건 면 언제든지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리  이 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술국치를 후하여 주요한 국외 독립운동기지로 개척되

기 시작하 다. 그리고 1910년  이래 신흥무 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들을 통

해 독립군을 양성하 고, 수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 다. 특히 

1920년 오동‧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시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과를 거

두기도 하 다. 1930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독립군들의 활동이 계속되면

서, 이 지역은 항일무장투쟁의 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 내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개되었다. 상해‧북경‧천진 등지에는 1910년

부터 많은 지사들이 모여들었다. 동제사‧신한청년당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 고, 3‧1운동을 계기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의 심지

로 부각되었다. 이곳에는 임시정부 외에도 의열단‧한국독립당‧조선민족 명당 등 

수많은 단체와 독립운동정당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조선의용 ‧한국

복군 등의 무장조직이 결성되어 국군과 함께 일항 을 수행하 다. 1940년

에는 본연의 상과 역할을 회복한 임시정부 주도하에 독립운동을 개하 고, 

미국의 략정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과 연계하여 국내진입작 을 

계획‧추진하기도 하 다. 이 시기에 특기할 것은 한국 복군 인면공작 가 1943

년 8월부터 해방 때까지 2년간 인도, 미얀마 선에 견되어 국군과 함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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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Imphal) 회 에 참가한 것을 비롯해  아라칸(Arakan), 비센푸르(Bishenpur), 캉

라통비(Kanglatongbi), 티딤(Tiddim), 디마푸르(Dimapur), 우크룰(Ukhrul), 만달래

이, 양곤 등지에서 벌어진 투에 참여하 다는 사실이다. 인면공작 가 한국

복군이 선 포고한  일본군을 상 로 가장 치열하게 투를 수행한 부 로 평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와 미국본토, 그리고 멕시코를 심으로 한 미주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개되었다. 1902년 말부터 하와이 노동이민이 시작되면서 미주지역에는 한인사

회가 형성되었다. 이들을 기반으로 한인국민회‧동지회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

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1914년 하와이에서 조선독립군단을 편

성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했고, 열강들을 상으로 외교활동을 개한 심지

이기도 했다. 한 애국 ‧ 성  등의 명목으로 자 을 모아 만주  국 내

지역에서 개되는 독립운동을 경제 으로 후원하 다.

이 외에도 임시정부의 리통신부가 설치되었던 랑스, 1905년 이한응이 자결

한 국 런던, 1907년 이 이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려다 순국한 네덜란드 헤이

그, 국제사회당 회가 열렸던 제네바와 암스테르담,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발자취

가 끊이지 않았던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 복군이 활동한 인도와 미얀마 등 세

계 각 지역이 한국 독립운동의 무 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국인 일본 내

에서도 1919년 2‧8학생운동을 비롯하여, 일왕의 처단을 시도한 박열‧이 창의 의

열투쟁과 노동운동 등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개되었다.

독립운동 방략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되었다. 그 에서도 독립운동 방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것은 독립 쟁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쟁론은 한말 의병들의 

무장투쟁노선과 계몽운동의 실력양성론이 1910년 경술국치를 후하여 국외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 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서, 민족의 

군 를 양성하 다가 일제가 국‧미국‧소련 등과 쟁을 일으킬 때 이들과 함께 

독립 쟁을 감행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략이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이 개

되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민족의 군 인 독립군을 양성

하고 무장부 를 편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독립 쟁론의 주요 형태는 무장투쟁이었다. 양성한 독립군들을 동원하여 일본

군과 항 을 개하는 것이 무장투쟁이었다. 1910년  후반부터 만주지역 독립군

들이 수없이 많은 국내진입작 을 개하 고, 1920년에는 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 르는 첩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

략하자 국의 반만항일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투를 벌 고, 1937년 

일 쟁이 발발하면서는 조선의용 가 국군과 함께 일항 을 개하 다. 

1941년 미일간에 태평양 쟁이 발발한 후 한국 복군은 인도‧버마 선에서 국

군과 함께 일 쟁을 수행하는 한편, 미국의 OSS와 연계하여 공동작 으로 국

내진입작 을 계획‧추진하 다.

일제의 침략 원흉을 처단하거나 식민통치기구를 괴하는 의열투쟁도 독립운

동의 주요한 방략이었다. 1908년 3월 명운‧장인환의 스티 스 처단, 1909년 10

월 안 근 의사의 하얼빈의거, 1932년 1월 이 창 의사의 일왕 처단시도, 1932년 

4월 윤 길 의사의 홍구공원의거 등이 표 인 활동이었다. 그리고 1919년 11월 

암살‧ 괴활동을 주로 하는 의열단이 결성되어, 국내와 상해 등지에서 활발한 

의열투쟁을 개하기도 하 다. 의열투쟁은 은 인원과 자 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었다.

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잔악성을 열강들에게 알리고, 한국의 독립에 

한 지원과 조를 요청하는 외교활동도 활발하게 개되었다. 무황제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견한 것이나 임정에서 1919년 리강화회의에 표를 

견한 것 등이 모두 그러한 활동이다. 특히 외교활동은 이승만을 심으로 한 

미주 동포 일각에서 주요한 방략으로 삼아 개되었고, 임시정부의 국제  승인과 

더불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 다.

이 외에 독립운동을 개할 수 있는 민족  역량을 향상하려는 실력양성론도 

독립운동의 주요 방략이었다. 독립운동을 한 군자 이나 경제  후원을 비롯하

여, 국내에서 들을 기반으로 하여 개된 노동‧농민‧학생‧여성‧교육‧국학‧언

론운동 등도 모두 독립운동의 방법이자 수단이었다.

이 듯 한국 독립운동은 시간 으로는 일제의 침략을 받은 이래 1945년 해방

될 때까지, 공간 으로는 국내를 비롯하여 한민족이 거주하는 세계 각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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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운동의 이념

독립운동의 목표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 이고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제의 모든 식민지통치 권력과 

기구를 완 히 괴하여 그 세력을 축출하고, 한민족을 기 로 한 새로운 민족국

가를 건설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궁극  목표인 것이다. 독립운동은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단계, 즉 식민지통치 부정 단계까지는 동일한 목표하에 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정치  이념에 따라 그 목표를 달리하

기도 했다.

한말의 의병 쟁과 계몽운동은 국권회복이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념이나 노선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생과 농민들이 결합한 의병 쟁은 근  

復辟論이었고, 개화지식인들이 주도한 계몽운동은 공화주의라는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 다. 정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다음 단계에서의 목표가 달랐던 

것이다. 1910년  독립운동세력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즉 일제로

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원래의 한제국을 다시 건설하자는 주장과 공화주의에 

입각한 근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일반 으로 자를 

복벽주의, 후자를 공화주의 노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선과 이념의 차이는 3‧1운동을 계기로 극복되었다. 3‧1운동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臣民意識에 의해 기한 경우도 있고,  서간도의 한독립단 등은 

복벽주의 노선을 지향하기도 하 다. 그 지만 이후 3‧1운동이 개되는 과정에

서 복벽주의 노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로 국내외 각

처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결같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하 다. 3‧1운동을 통

해 독립운동의 목표와 이념이 근 국민국가 수립과 공화주의로 합일되어 간 것

이다.

그러나 1920년 에 들어와 정치이념이 다원화되었다. 자유주의‧사회주의‧무정

부주의 등 새로운 정치이념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  이

념을 기 로 하여 결성된 수많은 단체들이 나타나면서, 독립운동의 목표도 다양

해졌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는 데까지는 목표를 같이하고 있었지만, 새

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문제에는 각각의 정치이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노동자‧농민이 주도하는 롤 타리아 정권의 수립을 지

향하기도 하 고, 심지어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일제와 타 하여 자치권‧참정권 획

득을 주요 목표로 하기도 하 다.

정치이념과 목표를 달리하는 단체와 세력들이 생겨나 독자 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선은 분열되어 갔다. 이후 독립운동 선에서는 이들 단체  세력을 

통일하여 민족  단결을 이루는 것이 주요 과제로 두되었다. 1920년  반

부터 개된 민족유일당운동이 그것이고,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이념과 목표에 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정치이론이 발 해 갔다. 그 과정에서 모든 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념과 

목표를 지향한 새로운 정치이념들이 창안되었다.

민족유일당운동이 개되던 1920년  후반에 나타난 大公主義와 三均主義가 

그러한 정치이념이었다. 공주의는 안창호에 의해, 삼균주의는 조소앙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독립운동세력들이 통일을 이루기 해서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념과 목표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동의 

정치이념으로 창안된 것이 공주의와 삼균주의 다. 공주의는 민족‧정치‧경제

‧교육 평등을,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사상으

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살 수 있는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1930년 에 들어와 이에 기 한 독립운동정당들이 결성되면서 독립운동 이념은 

더욱 발 되어 갔다. 1930년 임시정부 인사들이 주도하여 결성한 한국독립당은 

삼균주의를 채택‧수용하여 그것을 정치  목표로 삼았다. 한국국민당‧조선 명당도 

마찬가지 고, 1935년 5개 정당  단체가 통일을 이루어 결성한 조선민족 명당

에서도 삼균주의를 수용하 다. 이 외에 공산주의계열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

청년 동맹, 무정부주의 계열의 조선 명자연맹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당  단체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이 추진되면서, 

삼균주의는 좌우익 독립운동세력의 공통된 정치이념과 노선으로 정립되어 갔다.

이러한 기  에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 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공포하

다. 이는 경에 정착하여 독립운동 추기 으로서의 상과 역할을 회복한 

임시정부가 복 후 민족국가 수립에 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다. 건국강령의 

기본골격은 1930년  좌우 독립운동정당 간에 합의를 이루어 온 삼균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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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 로 한 신민주국 건설’이었고, 개인이

나 특정계 에 의한 독재의 존립과 창출을 완 히 배격하고 민족구성원 최  다

수의 행복을 실 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독립운동

의 최종 목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의 목표와 이념은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사상  기반

이나 정치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와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

들 사이에 끊임없이 통일운동이 개되면서 공통된 기반과 합의를 이루어갔다. 

1910년 에 노선을 달리하 던 복벽주의와 공화주의는 3‧1운동을 통해 공화주의 

노선으로 합일되었다. 1920년 에 들어와 자유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 정치

이념에 따라 목표와 이념이 다원화되었지만, 1930년 를 거치면서 국 내지역

과 임시정부를 심으로 합의를 이루어 갔다. 그리고 1940년 에도 임시정부‧조

선독립동맹‧조선건국동맹을 심으로 한 국내외 독립운동세력들 사이에서도 그

러한 노력이 추진되었고, 그것이 성사되기 에 일제가 패망하여 해방을 맞게 되

었다.

5. 독립운동의 지향성과 재  이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은 독립운동 당시부터 있었다. 임시정

부가 1919년 상해에서 임시사료편찬회를 구성하여 독립운동 련자료를 수집한 

일, 1920년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지 사를 발간한 일, 계 우나 홍종표 등이 

동시 에 벌어진 독립운동을 정리한 일 등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도 

독립운동 당사자인 김승학이 편찬한 한국독립사를 비롯하여 조지훈의 한국민

족운동사｝등이 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사는 

거의 연구의 상이 되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연구가 빈약

했다.

독립운동사에 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  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에 국사편찬 원회에서 한국독립운동사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을, 

그리고 독립운동사편찬 원회가 구성되어 1970년부터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



사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0년  민주화

운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사에 한 심이 증폭되었고, 독립운동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냉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 에 들어와 소

련‧ 국과의 국교수립을 계기로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독립운동사 연구의 

질  향상과 범 의 확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동화 상태 던 공산주의

운동 분야에 한 연구가 집 되었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 동안 독립운동사를 객 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기도 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에서도 남북분단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냉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하 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38선을 

경계로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어 남북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가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장애와 제약이 있게 된 것

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에서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거나 왜

곡해 왔다는 사실이다.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독립운동을 주로 

하여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  경향이었다. 북한에서는 공산

주의 계열의 활동을, 그 에서도 김일성을 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만을 상

으로 하고 있다. 좌우익 계열의 다양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 계열의 활동만을 독립운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독

립운동의 체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축소된 일부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독립운동의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했다. 냉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북한이 각각 반공과 반미를 앞세우며, 상 방의 독립운동 사실을 왜곡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표 인 로 남한에서는 가짜 김일성론을 내세워 그의 존

재와 활동을 부정하고, 북한에서는 임시정부의 존재와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 그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각각 상 방 세력에 의해 개된 독립운동에 해 그 

역할과 의미를 평가 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써 좌우세력에 

의한 독립운동의 실상이나 의미에 해 객 인 이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한 ‘친일 ’라고 부르는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이

해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기도 했다. 해방 후 일제에 력한 반민족행 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이를 한 반민특 는 오히려 그 세력들에 의해 와해되었다. 

그리고 정부수립에서 독립운동세력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반민족행 와 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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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인물들의 상당수가 정권에 참여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독립운동에 한 논의와 연구기반이 조성되기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에 한 이해도 제 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 기에서 분단시 의 역사인식을 극복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는 등, 독

립운동을 이해하는 시각과 방법론에 한 반성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추진되면서,  냉 체제의 붕괴와 연구수 이 향상되면서 독립운동을 객 으

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하는 문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독립운동사 최 의 강 은 인류 양심에 따른 보편의 가치, 즉 자유

와 정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이다. 독립운동이 일제와의 투쟁을 통한 식민지 

체제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의 특수 이익만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행복 추구를 한 평화와 자유를 시종일  주창하 던 

것이다. 

의병 쟁이 최고조에 달하던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 란시스코에서 친일주

구 외부고문 스티  처단의거가 일어났다. 다음날 지에서 발간되던 신문 The 

San Francisco Call지에 ‘大韓關東倡義  李麟榮’의 명의로 된 ｢檄告在外國同胞

文｣이 인 재되었고, 이와 함께 ‘한국민의 日聖戰 격문은 스티 스 사형집

행 장(Korean Proclamation of Holy War Against Japan is Death Warrant for 

Stevens)’이라는 제목으로 처단의거를 보도하 다. 여기서 의병을 ‘성 ’으로 보도

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편집자는 의열투쟁의 신호탄이 된 

스티 스 처단의거를 인류보편의 정의를 구 하려 한 ‘義兵’정신의 발로로 단

하 던 것이다. 최익 과 홍주9의사가 마도에 유폐되었던 당시에 지에서 

했던 군인과 민간인 등 일본인들로부터 극진한 존경을 받았던 일이나, 안 근 

의사와 옥 에서 했던 일본인들이 그를 존숭했던 사실 등은 모두 인류 보편

의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 명한 의병장 왕산 허 가 피체된 뒤 明石元二郞 헌

병 사령 이 직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를 ‘國師’로 우했던 사례나 민 호 

의병장이 횡성 강림에서 일본군에게 피체되어 순국하게 되자, 담 한 포부와 기

상에 감복한  일본군들이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그를 가매장한 다음 ‘義人閔

肯鎬之墓’라는 木碑를 세웠다는 기록 등은 모두 독립운동의 지향성을 변해

다. 뿐만 아니라 국 런던의 Daily Mail 지의 종군기자로 동경을 거쳐 한국에 왔



던 맥 지(F.A. McKenzie)가 1907년 항일의병을 만난 뒤 친한 를 넘어 ‘지한 ’

의 입장에서 한국의 비극(Tragdy of Korea)을 간행하고 이어 3.1운동 직후에 
한국의 독립운동(Korea`s Fight for Freedom)을 술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이 두 술은 작 동기나 내용, 시기 등에서 백암 박은식의 명 인 

韓國痛史와 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연상  한다.

백범 김구는 임시정부 한인애국단의 단장으로 의열특무공작을 총지휘했던 인물

이다. 이 창과 윤 길은 그의 휘하에서 한인애국단원으로 투탄의거를 결행하여 

일신을 희생하 다. 거사 결행 직  선서문을 걸고 촬 했던 기념사진에서 이들이 

짓고 있는 환한 미소는 인류 양심에 따른 장래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한 희망이며 새로운 싹이었던 것이다. 뒷날 백범이 무력이 아닌 문화국가를 주

창했던 취지도 독립운동이 근본 으로 추구했던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독립운동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보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물론 독립운동이 개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노선, 이념의 차이에 따라 각기 정당한 방략을 택하 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호간에 갈등과 알력을 노정하기도 하 지만, 독립운동의 다양한 

세력들이 근본 으로 추구했던 가치는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부단히 만들어나가는 것이었다. 이상설, 안창호, 박은식, 신채호, 김구, 

안 근 등등 독립운동의 명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신념에 입각해 독립

운동을 개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운동가들은 일순간도 자신과 집안의 

사 인 이익을 결코 도모하지 않았다. 

셋째는 독립운동사를 한민족의 주체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

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동안 독립운동을 피동 으로 당하기만 했던 역사로 이해

하는 경우가 지 않았다. 일제가 한국을 어떻게 침략하 고 그 식민지지배는 어떤 

정책으로 추진되었는가라는 내용이 크게 부각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한민족이 

아닌 일제를 주체로 하여 이해된 경우가 지 않았다. 한민족은 자신에게 닥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극복하려 하 고, 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이 바로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의 주체는 한민족이었고, 한민족을 주인공으로 하여 독

립운동사를 이해해야 한다.

넷째는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율 인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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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8‧15해방을 어떻게 보느냐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흔히 해방을 ‘연

합국의 승리=일제의 패망=해방’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

로라면 8‧15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가 되고, 독립운동은 타율 이 된

다. 연합국과 일본이 주인공인 역사에 우리의 역사를 끼워 맞춘 것과 다름없는 

논리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완 히 배제되어 있다.

독립운동을 타율 으로 이해하는  하나는 해방 후 미‧소의 한반도 령과 

남북분단 때문이다. 미‧소는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를 분할 령하 다. 이는 한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일로, 해방군으로서가 아니라 령군으로서의 행

다. 이로써 해방을 맞이한 한민족의 민족국가 건설의 길은 막혔고 결국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다. 이는 미‧소가 한국을 해방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해서 다. 우리 민족이 강 국의 패권주의정책에 희생된 결과 다.

다섯째는 성공했거나 드러난 활동만에 을 두어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성공

사 ’을 지양해야 한다는 이다. 독립운동은 강력한 일제를 상 로 하여 일제의 

온갖 탄압과 방해 속에서 개되고 있었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비되고 계획한 독립운동이 모두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  독립운동은 외

으로 드러내 놓고 하는 활동도 있었지만, 극히 비 리에 추진된 활동도 많았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 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 거나, 실패한 경우도 지 않았다. 

실행하고 성공을 거둔 것보다 계획단계에 그치거나 실패한 독립운동이 더 많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공한 활동만을 독립운동으로 본다면, 그것은 독립운동의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수 에 그칠 뿐이다.

요컨 , 우리 독립운동사의 일반  지향성은 인류 보편  가치와 민족공동의 

이익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내 으로 남북통일과 세력, 계층간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여 민족 구성원 공

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 으로 인류공동의 

번 을 이룩하고 세계속의 한국을 지향하는 데도 資料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독립

운동의 재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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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역사의 이해

정 창 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민족화해 시 의 북한사 인식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 무 같아서 놀라고 무 달

라서 다시 놀랐다.”라는 경험담을 많이 토로한다.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민족의 구성원인 동시에 우리와 다른 독자 인 가치 을 갖고 있다는 

을 잘 보여 주는 말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질시의 세월을 보냈

으며, 세계 인 냉  구조 속에서 남과 북의 결 의식은 상 으로 명확하 다.

남북 계의 극 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시화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결과 반목, 그리고 냉 의 흑백 논리에 기 하

여 서로를 바라보는 데에서 벗어나 화해와 력, 그리고 탈냉 의 새로운 으로 

상 방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를 갖게 만든 환 이었다.

그 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정치 ·군사

으로 결 상태에 있는 경계 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해 

함께 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 히 

계를 청산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가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 해야 할 상, 즉 우리가 

숙명 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가 사는 곳이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

로 오랜 계를 해소하고 공존공 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계를 ‘상호존 과 신뢰의 계'로 발 시

켜 나가기로 합의하 다.



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 상'과 ‘동반자'라는 이 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 인 실 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감을 해소

하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 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

이다.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을 완성하려면 통일의 상 자인 북한을 객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북한사에 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의 북 정책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 인 북한 은 북한 체제의 특징을 이해

하면서 객 이고 균형 인 시각에서 북한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이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지 의 실은 소  진보  시각과 보수  시각, 그리고 세  간, 집단 간 

이해 계  근 방법에 따라 그 인식을 달리하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 정책에 하여 ‘남남갈등'이라는 사회  상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주  인식이나 편견에 기 하여 감정 으로 북한을 이해하기보다는 

객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북한의 역사와 사회의 정치  특성을 

보여  기본  분석과 함께 구체 인 경제 ·사회 ·문화 인 측면까지 포 한 다

면  근이 필요하다. 

북한사의 시기 구분과 흐름

전사(前史) : 북한 정권 주체세력의 형성(1926∼1945년)

북한은 1970년  주체사 의 성립 이후 1926년 10월 결성 다고 하는 ‘타도제

국주의동맹'부터 사의 기 을 잡고 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의 주체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과 건설의 주체를 1930년  만주

에서 김일성을 심으로 활동한 항일빨치산 세력(항일 무장투쟁 세력)으로 규정

하고 있다. 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있던 항일빨치산 

세력은 1930년 에 동만 지역과 한만 국경 지 에서 직  무장 유격 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개했다. 이들은 1940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 훈련과 정보 

활동을 하다가 해방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다. 한때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던 

김일성과 북의 김일성이 다른 인물이라는 ‘김일성 가짜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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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권 수립기(1945년 8월∼1948년 9월 9일)

1945년 9월 19일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을 심으로 하는 항일빨치산 세력은 

일제 시기 항일 활동과 조국 복회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당 조직과 군 

계통을 장악하 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의 극 인 후원

이 작용했다. 그 후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김일성은 당 ·정

·군을 실질 으로 장악하여 최고 지도자로 등장했다.

비록 김일성이 당 ·정 ·군을 장악하 으나, 기 권력 구조는 다분히 집단 지

도체제  성격이 강했다. 김일성을 심으로 하는 만주 항일빨치산 세력 외에도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했던 국내  사회주의 세력, 국 연안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 참가했던 연안 , 그리고 소련에서 들어온 조선인 2, 3세 그룹(소련

)이 독자 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6년 2월 8일, 행정  앙 주권 기 으로서 북조선임시인민 원회( 원장 

김일성)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행정 인 면에서 통일  지도를 수행하고, ‘반

제반 건 민주개 '을 추진하며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수립될 임시

정부에 비하기 해서 결성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 원회는 토지개 , 남녀평

등법 등을 실시한 후 1946년 11월 지방인민 원회 선거를 실시하 으며, 1947년 

2월 정식으로 북조선인민 원회로 개편되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북조선인민 원회를 기 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이로써 노동당의 

도 아래 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진압의 기능, 통제  기능, 문화 교양  기능, 

경제 조직  기능, 외  기능을 가지는 인민 정권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김일성 중심의 지도 체제와 사회주의 제도 확립(1948∼1961년)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내세워 이들 세력을 하

나씩 포섭하거나 제거해 나갔다. 1952년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5차 원회의는 

그 신호탄이었다. 이 회의에서 박헌 ·이승엽을 심으로 하는 과거 남조선노동당 

출신 지도부가 종 주의 ·지방주의  경향으로 비 을 받았고, 김열 등 소련 도 

료주의  경향으로 비 을 받았다. 쟁이 끝난 후 김일성은 ‘형태는 조선사람



인데 머리는 소련이나 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비 하면서 주체를 강조하고 나

섰다. 그러나 이것은 당 내부의 반발을 없앤 후에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1956 년 8월 말, 노동당 앙  원회의는 1956년 6∼7월에 있었던 김일성의 

소련․동구권 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인민 보건사업 개선 강화에 한 문제를 토

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8월 원회의에서 연안 인 최창익(당 앙 원 겸 당 

앙  상무 원회 상무 원, 내각 부수상)과 윤공흠(당 앙 원, 상업상), 소련

인 박창옥(당 앙 원, 부수상) 등이 연합하여 김일성의 정치노선과 경제 정책

을 비난하면서 김일성의 리더십에 도 하 다. 이른바 ‘8월종 사건'이 발생한 것

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내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모자 던 최창익 등 

일부는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고, 서휘 ·윤공흠 등은 국으로 망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당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1956년 말부터 시작 된

‘ 앙당 집 지도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지방당 조직에 한 사상 강화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당 조직을 강화하려는 ‘아래로부터의 반종 투쟁'이 병행되

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을 심으로 하는 항일빨치산 투쟁이 당의 뿌리이자 

명 통임이 확인되었고, 유일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 결정되었다.

1958년 3월, 제1차 노동당 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종 주의'의 완  종식을 

선언했다. 이로써 김일성은 유일 도체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

다. 이것은 1961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 당 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3년 쟁이 끝나자 본격 으로 사회주의  개 에 착수했다. 

사회주의 개조의 상은 주로 소농 경리와 개인 수공업  경리로서, 이들을 동

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제도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임무 다. 당시 북한은 

쟁으로 인해 농토가 황폐화되고 노동력과 농기구가 부족하여 체 농가의 40%

가 세 농가로 몰락함에 따라 소규모 인 개인농 경리가 가지는 생산능력의 한

계가 뚜렷해졌다. 한 당시 후 복구 건설의 방침에 따라 공업의 속한 복구 

발 이 상되고 있어서 공업과 농 경리 간의 심한 불균형이 나타날 험성마

 농후하 다. 더욱이 북한 지도부는 정치 으로 개인농 경리를 그 로 두고서 

반 명 세력을 근 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단하 다.

약 1년에 걸친 농업 동화 경험이 성공 으로 평가되자, 노동당은 1954년 11

월 원 회의를 열고 농업 동화 운동의  개를 결의하 다. 1958년에 북

한은  농토의 동화 작업을 완료하 다. 한편 당은 농업 동화와 병행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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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1958년에 완수함으로써 이때부터 사회주의  생

산 계가 북한 사회를 일 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표 1> 북한 경제 계획의 개요(1947~1993)

계획 주요과제 주요 목표 주요 실

제1차 

1개년계획

(1947년)

- 기업소 복구조업

- 국 상공업 확

- 생산의 속한 증 와 

생활개선

- 공업총생산 : 1946년 

  비 약 2배

- 곡물수확고 : 1946년 

  비 30만톤 증산

- 공업총생산 : 1946년 

  70% 증

- 곡물수확고 : 1946년 

  비 17만톤 증산

제2차 

1개년계획

(1948년)

- 공업의 편 성 극복

- 생산품의 품질 제고   

원가 하

- 공업총생산 : 1947년 

  비 41% 증가

- 곡물수확고 : 1947년 

  비 13.5% 증산

- 공업총생산 : 1946년 

  비 260% 증

- 곡물수확고 : 280만 8,552톤

2개년 계획

(1949-50년)

-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

-  지역의 경제 복구 토 조성

- 국 산업총생산  : 1948년 

비 194% 증

- 곡물총생산 : 1946년 

  비 158%( , 잡곡)

- 국 산업총생산 : 1949년 

  102.9% 증

- 곡물총생산 : 279만 

  5,231톤

후복구

3개년계획

(1954-1956년)

- 6.25 쟁 이  수  달성

- 국민소득 : 1953년 비 

75% 증가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1949년 

  비 119%

- 국민소득 : 1953년 비 

  160% 

- 공업총샌산 : 2.8배

- 곡물수확고 : 1946년 

  비 126%

제1차

5개년계획

(1957-60년)

- 공업화의 기  구축

- 의식주문제 기본  해결

- 국민소득 : 약 2.2배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376만톤

- 국민소득 : 2.2배

- 공업총생산 : 3.5배

- 곡물수확고 : 380만 3,000톤

- 계획목표 1년 조기달성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년)

- 공업발

- 경공업, 농업의 병행 발

- 국  기술 신

- 문화 명/인민생활 향상

- 국방·경제 병진발

- 국민소득 : 2.7배

- 공업총생산 : 3.2배

- 곡물수확고 : 600만～700

  만톤

- 국민소득 : 미발표

- 공업총생산 : 3.3배

- 곡물수확고 : 미발표

- 계획기간 3년 연장

6개년계획

(1971-1976년)

-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  

토  견고화

- 산업설비 근 화

- 기술 명 진

- 국민소득 : 1.8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700만~ 

  750만톤

- 국민소득 : 1.7~1.8배

- 공업총생산 : 2.5배

- 곡물수확고 : 800만톤

- 77년 완충기 설정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년)

- 인민경제의 주체화, 

  화, 과학화

- 주민생활 향상

- 외무역 증

- 국민소득 : 1.9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1,000만톤

- 국민소득 : 미발표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1,000만톤

- 1985-86년 완충기 설정

제3차 

7개년계획

(1987년-1993년)

- 인민경제의 주체화, 

  화, 과학화

- 기술 신

- 외무역 확   

  경제 력 증

- 국민소득 : 1.7배

- 공업총생산 : 1.9배

- 농업총생산 : 1.4배

- 공업총생산 : 1.5배

- 계획실패 인정

- 1994-96년 완충기 설정



수령제 정치 체제의 완성(1961∼1972년)

1950년 가 김일성을 심으로 한 유일 체제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면, 1960

년 는 유일사상 체제와 수령의 유일  도 체제가 형성돼 ‘수령제 정치 체제'가 

완성된 시기이다. 

김일성은 1967년 조선노동당 앙 원회 제4기 제15차 원회의를 계기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제기하 다. 당내에 다른 어떤 사상도 인

정하지 않고 ‘김일성의 명사상'만을 유일사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시기는 국며, 

국제 으로 보면 소련과 국에 해 자주 노선을 표방한 시 이었다. 김일성은 

1968년의 제6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통해 주체사상을 명 이론으로 체

계화하고 당의 지도 사상으로 확립했다. 이것은 그 후 1970년의 제5차 노동당 

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

<그림 1> 북한 지배 엘리트의 역사적 변천

탈락

  실무       범빨치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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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종 사건’

1967년 4월

박 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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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닌주의를 우리나라의 실에 창조 으로 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

기 활동의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 다. 김일성에 한 호칭도 변

했다. 이 에는 ‘수상 동지', ‘총비서 동지' 등 여러 가지로 불리던 것이 이때부터 

‘ 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통일되기 시작했다.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색은 주

석제를 신설한 것이다. 내각의 수상 심에서 주석을 실질 으로 국가의 최고 통

치권자로 하는 기구 형태로 바  것이다. 새로 신설된 주석직에는 김일성이 추

되었고, 그는 명실공히 북한 당 ·정 ·군의 권한을 한 손에 쥔 최고 권력자가 되

었다.

한편 1950년 를 통해 확립된 북한의 자립  민족경제 건설 노선은 1957∼61

년의 제1차 5개년 계획과 1961∼67년의 7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자

립  민족경제 건설 노선은 다면 인 경제 구조의 확립,  기술에 의한 장

비, 견고한 원료 기지의 확립, 경제 건설을 한 민족 간부의 육성, 모든 부문을 

유기 으로 결합하는 종합  경제 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건

설 노선은 1960년  반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경제․국

방․건설․병진 노선으로 우선 정책의 순 와 성장 속도의 문제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정책  긴장을 일으키기는 하 으나, 1960~70년  내내 일 되게 철되

었다.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 체제의 형성(1972∼1980년)

1970년 제5차 당 회를 후하여 북한의 지도부 내의 명 2세  혹은 만경

 유자녀 학원 출신들의 등장이 조 씩 에 띄기 시작하는데, 이 무렵부터 김

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 다.

세 교체 문제에 해 1971년 6월 사로청 6차 회에서 김일성은 “해방 후 세

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명의 를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 교체론을 공식 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이 3  명소조 운동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이 새로운 

세 의 지도자로 부각되면서 ‘수령'의 후계자로 부상하 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1973년 9월에 열린 노동당 앙 원



회에서 비서국의 조직  선 선동 담당 비서로 선출되면서부터 다. 1974년 4월 

25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처음으로 ‘ 를 이어 충성하자'는 표어가 등장하기 시작

했으며, 그해 가을의 제5기 제9차 원회의에서는 3  명소조 운동을 김정일의 

지도 아래 수행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1975년 가을부터 ‘당 앙'이라는 호칭이 

붙여졌으며, 1976년에는 김정일의 생일을 공휴일로 하는 등 그가 후계자라는 사

실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일사상 확립에 깊이 여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사상 부문 일꾼 강습회를 개최하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

립의 10 원칙'을 발표했다. 이후 10 원칙은 유일사상과 유일지도 체계를 강화

시키는 강력한 지도 지침으로 채택되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되자 본격 으

로 자신의 통치 체계를 구축해 가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노동당, 군 , 정부, 

남사업의 순서로 차근차근 자신의 후계 체제(유일지도 체제)를 확립했다. 1973년 

하반기부터 1976년 반기까지 다. 

당 ·정 ·군에 한 개편이 완결된 후 소집된 1980년 제6차 당 회는 김정일을 

한 당 회 다. 1970년 에 유일지도 체제를 완결지은 김정일이 6차 당 회

를 통해 후계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정일은 제6차 당 회의 비, 진행을 

으로 주도했다.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한을 하나씩 이양받아 소  

‘ 도의 계승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후계 체제의 완성(1980∼1998년)

1980년  반 김정일은 사상 부문에서 새로운 지도 이론, 당건설 이론과 당 

정책을 수립․제시했다. 동시에 정책과 노선의 집행을 한 집행 방식에 해 지

도하는 과정을 거쳐 ‘정치  수령'의 권한을 자연스럽게 승계했다. 후계 체제 수

립 때까지 김정일은 실무 권한과 인사권을 행사했고, 김일성은 통치 권한을 갖고 

있었다. 후계 체제가 구축되었으니, 이제는 도권을 계승해 이를 실습해 보아야 

한다는 논리 다. 김일성의 도권을 계승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김일성은 노동당 ·군 ·정권 분야에 한 실질 인 통치권을 하나씩 넘겨주었

다. 1980년  반부터 1988년경까지 이루어진 사업은 부분 김정일의 ‘ 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984년 9월에 제정된 합 법의 제정을 비롯해 이른바 북

한이 ‘통이 크고 이 넓은' 사업으로 자랑하는 서해 갑문을 비롯한 여러 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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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민 학습당 건립 등이 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89년에 이르면 후계 체제 구축, 지도 이론 ·체제 확립, 도의 계승 

체계 구축 단계를 지나 실질 으로 도의 계승 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5월 국방 원회 제1부 원장을 신호탄으로 해서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

사령 , 1992년 4월 원수 칭호 수여, 1993년 4월 국방 원장이란 직함이 김정일

에게 부여 다. 사실상 모든 계승 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표 2> 북한 국민소득 추이(단위 : 억 달러, 달러, %)

명목 GNI 1인당 GNI 경제성장율

1990 231 1,142 -3.7

1991 229 1,115 -3.5

1992 211 1,013 -6.0

1993 205 969 -4.2

1994 212 992 -2.1

1995 223 1,034 -4.1

1996 214 989 -3.6

1997 177 811 -6.3

1998 126 573 -1.1

1999 158 714 6.2

2000 168 757 1.3

2001 157 706 3.7

2002 170 762 1.2

2003 184 818 1.8

2004 208 914 2.2

* 출처 :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검색일 2006. 12. 16일.)

김정일 체제의 형성과 특징

북한 체제의 형성과 특징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로서 나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특성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정치와 사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단



계 ․ 진 으로 형성되었으며, 체제 운 의 특징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정치와 사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 하여 수령의 유일  도체계에 

의해 지배되며, 명의 인 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재 

형식 으로는 국가 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 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 원장이 사실상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 도체제이다. 김정일 

원장은 당 총비서  국방 원장으로서 당 ·군을 장악하고 있으며, 실질 으로 

모든 국가 기 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심으로 한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  도 아래 통치되는 

‘수령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다 보니 북에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령님․장군님의 교시를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창조  발상은 수령이 

다하고 인민들은 시키는 로만 하는 수동  존재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둘째 북한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동 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소유 제도와 

자력갱생 노선을 표방하는 앙집권  계획경제 체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

유를 ‘사회주의  생산 계의 기 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회  는 

집단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 동단체가 소유한다. 북한 경제는 ‘ 앙집권

화된 경제이며 유일 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앙 당국에 

집 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앙의 계획에 따르는 ‘ 앙집권  계획경제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경제 리 개선'조치를 단행

하면서 물가와 임 을 폭 올리고, 기업과 동농장의 자율권을 확 했다.

셋째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조직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

회주의 가정 체제'이다. 북한은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체를 하여 

체는 하나를 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 하고(헌법 제63조),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거하여 공산주의  인간으로의 개조 사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는 개념 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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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사회주의 가정의 가족 성원인 북한 사람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 사회의 습과 통이 비교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

회주의 가정론은 ‘수령 ·당 · 을 하나의 사회정치  생명체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결합 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해 정치 학습, 생활 총화 등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사상과 노선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권력 구조를 개편해 김정일 비서가 당과 국가의 최고 직책인 총비서와 국방

원장에 취임하 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1972년 이후 국가 권력 구조의 로 유지되어 온 국가주석제를 폐지

하고 김정일 원장을 정 으로 한 국가 체제를 출범시켜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

다.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기본 노선은 정치 안정을 도모

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강성 국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 아래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정치 지도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선군

사상(先軍思想)'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지도자에 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북한이 선군 정치를 앞세워 90년  후반부터 추구하고 있는 궁극 인 지향 은 

‘사회주의 강성 국 건설'이다. 북한은 2000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강성 국 건설의 

3  기둥으로 사상 시, 총 (군사) 시, 과학 기술 시를 제시했다.

<그림 2> 북한 권력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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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강성 국론'은 ‘경제정상화'라는 실  

목표의 달성에 목 이 있다. 2002년 7월에 단행된 ‘사회주의 경제 리 개선 조치'도 

이러한 흐름선상에 있다. 북한의 경제개   경제정책 변화의 기본 방향은 선군 

정치에 바탕을 둔 이른바 ‘강성 국' 건설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북한 경제 회복을 해 불가피한 경제개 ·개방의 요소를 도입하되, ‘북한식 사

회주의 체제'와의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령 체제'를 유지하

면서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세계화 ·개방화되어 있는 국제 정세  시장 

경제 요소도 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개   경제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이념의 변화는  시도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 리  운용 

논리에서 변화만을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신사고론'  ‘경제  실리주의' 원칙의 

철이라는 논리로 표방되고 있다. 지 은 21세기일 뿐만 아니라 주변 국제 경제 

환경이 모두 시장경제화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모든 문제를 새로운 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 발상의 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경제 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실리주의'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움직임에 해 ‘실리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만, 

강조 은 사회주의에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강성 국을 건설한다고 

하여 자본주의 인 정치 방식과 경제 리 방법을 본따거나 도입한다면 사회주의 

자체가 변질되거나 붕괴되고 만다.”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 망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정치, 외교, 경제 등  분야에서 내부 으로 엄청난 변

화를 겪고 있다. 단순히 ‘살아남기' 차원이 아니라 ‘강성 국'을 건설하겠다는 포

부까지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북은 ‘변화'와 ‘수성(守城)'의 이  모습을 보여 

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 에 맞게 낡은 것을 타 하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새로운 '과 수령 ·당 · 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는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맞는 사고와 체

계를 갖추기 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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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북한은 ‘김정일 시 의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경제개 , 개

방을 통해 체제의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이 문제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립되어 있다. 한쪽은 “궁극 으로 

북한은 바 지 않을 수 없다.”는 희망 인 견해를, 다른 한쪽은 “그래도 북한은 

바 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북한 ‘변화론'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경제 

료에 한 자본주의 교육, 일부 시장경제의 도입, 남북 교류 력에 한 극  

자세, 강산 개방 등을 북한 변화의 근거로 든다. 반면 ‘불변론'을 주장하는 논

자들은 북한의 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체제를 강화하기 한 변화일 

뿐, 근본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에서 가장 요한 것은 북한 변화의 기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과 재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이다. ‘변화의 기 '과 련해 양자의 견해는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기 으로 한

다는 에서 공통 을 갖고 있다. 변화론자들은 엄 하게 말하면 ‘변화 불가피론'에 

가깝다. 즉 북한이 당면한 경제 기로 인해 자본주의 방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 변화의 폭과 속도는 체제 

생존을 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악한다. 변화론자들은 북한의 향후 행보가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이나 ‘ 국식 개 ·개방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망한다. 스웨덴식, 쿠바식 등 다른 모델도 거론된다. 여기서 제는 박

정희식 개발 략이 되었든, 국식 개 ·개방정책이 되었든 북한이 면 인 

개 ·개방과 시장경제 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불변론자들은 북한의 변화의 기 으로 북한 사회의 자본주의화를 넘어 

궁극 으로 ‘김정일 체제의 붕괴'까지 상정한다. 즉 북한에서 ‘수령제 정치 체제'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두 견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이다. 북한은 

면 인 개 ·개방이 면 인 체제 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무엇

보다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계속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 으로 북한은 ‘김정일 시 '에 ‘수령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  사회의 선군 사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는 후계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도 재 북한 체제의 기본 골격을 그 로 유지한



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포 와 침투 속에서 시동이 걸린 

북한의 ‘ 진  변화'가 장기 으로 김정일 원장 이후 시기까지 ‘수령제 사회

주의'를 그 로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김정일 

원장 통치 시기에 체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체제의 뚜렷한 

변화를 상하기는 어렵다.

한반도의 미래는 남과 북이 만들어 갈 과제다. 그 다면 북측의 향후 구상은 

어떤 것일까?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 원장과 북한의 21

세기 구상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 원장과 북한의 ‘신한

반도 구상'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미 계를 빠른 시일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수 '으로 진 시켜 북미 

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해 간 선거 패배 이후 극 인 북미 

화로 선회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활용해 북 경제 제재를 풀고 2000년 하반

기와 같은 ‘북미 계 정상화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07년 정상회담에

서도 김정일 국방 원장은 노무  통령의 종  선언 제안에 해 “정  체제

를 평화 체제로 환하는 데 기본 으로 동의합니다. 남측이 미국과 의해 계속 

추진해 나가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오.”라며 북미 계 정상화에 

극 인 의지를 내비쳤다. 

둘째는 북미 계와 남북 계를 병행 발 시킨다는 원칙하에 남북 력을 

면 으로 확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 원장은 6 · 15공동선언이후에도 ‘매우 

불안 한 보 인 상태의 공존 계’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 계를 ‘통일을 지향

하는 확고한 평화공존 계'로 환시켜 나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악

된다. 2007년 남북정상 선언에서는 이것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월하여 남북

계를 상호 존 과 신뢰 계로 확고히 환'한다는 표 으로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선언에 ‘남과 북은 남북 계를 통일 지향 으로 발 시켜 나가기 하여 각

기 법률 ·제도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명기해, 북측에서도 남측에서 제

기하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과거 남쪽에서는 북한의 남 정책에 해 ‘통미 남(通美 南)'이란 용어를 

유행처럼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에 들어와 과거의 ‘통미 남'정책에서 

‘통미통남'노선으로 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후의 융통성은 있지만 북한

의 민족 공조(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앞세운 ‘남북 ·북미 화의 병행'노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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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다. 

셋째는 국제 환경의 개선과 남북 계의 발 을 토 로 경제 재건과 주민생활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경제문제를 

푸는 데 국가  힘을 집 '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련이 있다. 북한이 최  목표

를 ‘인민 생활 향상'으로 정한 만큼 화를 통해 경제발 에 필요한 돌 구를 마

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북한은 내부 으로 여 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민생활 향상과 경

제의 획기  재건을 해서는 외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2007 정상

선언'에서 ‘공리공 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 해 서해 평화 력 특별지  설치

를 수용하고, 개성 공단의 ‘3통(통행․통신․통 )'문제 해결에 극 나서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포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 원장은 기존의 특

구 지역들인 나선 ·신의주 ·남포 · 강산 ·개성 등지를 남쪽과 해외 자본을 유치

해 발 시키면서도 내부 으로 계획 경제의 틀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유

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넷째는 실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30∼40  은층으로 세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 원장은 1998년 취임 이후 1차로 내각과 단체의 세  

교체를 단행했다. 2000년 에 들어서는 당, 내각, 군  주요 부서에 3세  인물들

을 거 발탁했다. 북의 세 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 명 1세 는 항일 ·빨

치산 세  ▲2세 는 1950∼60년  후 복구와 천리마운동을 주도하며 성장한 

세  ▲3세 는 1970∼80년  김 원장의 후계 체제를 뒷받침하고 3  명소

조 운동을 주도하며 성장한 세  ▲4세 는 1990년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

면서 성장한 세 다. 즉 1970∼80년 에 학을 다닌 40 ∼50  반의 신진 간

부들이 면에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  들어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 원장의 세  교체 작

업은 북 체제 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활발해질 국제 ·남북교류에 

비하기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악된다. 2000년 당 회 개최 비를 하다 국

내외 정세로 연기했던 북한이 어느 시 에 당 회를 여느냐가 앞으로 ‘고난의 행

군 세 '들의 부상과 후계 구도를 결정하는 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김정일 국방 원장의 ‘신한반도 구상'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무엇

보다도 북미 직  화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망이 확고



하게 서고, 국제 자본이 북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이다. 그래야 네 가지 개별  구상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북 내부의 재건과 개선, 

남북 계 발 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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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평가

김 희 곤

(안동대 사학과/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1. 시작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은 세계사 인 차원에서 볼 때,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한 아시아․아 리카의 

피침략국들은 한결같이 식민지해방운동을 펼치면서 아울러 근 화운동도 개하

다. 즉 이 시기는 근 인 체제를 극복하면서 자주권도 확보해야 하는 이

인 과제를 짊어진 기간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다. 구체제를 극복

하여 근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면서, 외세침략에 맞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일제침략을 맞은 시기의 투쟁 목표 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독립운동이 

가지는 세계사 인 보편성이다.

한국 독립운동이 다른 국가와 민족에 비해 독특한 부분도 가졌다. 지목할만한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라 함)를 거론할 

수 있다. 독립운동을 정부조직체로 펼쳐나간 , 특히 27년 가까이 존립하면서 

활동한 사실은 세계사 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임시정부에 한 연구는 많은 굴곡을 거쳐 왔다.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펼쳤음

에도 불구하고 귀국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해방정국에서는 

남북분단과 미군정의 정책  이승만의 배척 때문에 국에서 보낸 시련보다 훨씬 

모진 홍역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임시정부사 연구는 1960년 , 그것도 반 이후에 

겨우 고개를 내 게 되었다. 1970년 에 들어 독립운동사 연구가 기지개를 폈고, 

임시정부사 연구도 서서히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 다. 그 지만 분단과 냉 논리

에 따라 독립운동사 체 연구동향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사 연구도 불완 하게 



진행되었다. 남북한의 정통성 논의 자체가 이에 한 연구에 명암을 던져주었다. 

그러다가 1980년  후반에 민주화운동 와 에서 임시정부가 다시 격렬한 비

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에 한 연구는 꾸 히 개되어왔다.

2. 임시정부의 수립과 상하이시 (1919~1932)의 활동

1) 임시정부 수립기의 조직과 활동

임시정부는 국 上海에서 1919년 4월에 수립되었다. 1910년  상하이지역에서 

조직된 同濟社(1912)와 新韓靑年黨(1918) 등의 활동이 임시정부 수립을 한 교

두보 구실을 하 고,  명 인 분 기, 국제항구, 租界地域의 특성이 정보 수

집과 활동을 쉽게 만들었다. 상하이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터 을 만들어낸 

제 1 세 는 申圭植․朴殷植․申采浩 등이었고, 이를 이어 활동한 인물이 呂運

亨을 비롯한 당시 청년세 다. 바로 이들에 의해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이 조직 

운 되었고,  그 활동이 임시정부 수립의 터 이 되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주국가 수립 의지를 수렴하여 출범되었다. 

임시헌장에 ‘민주공화정체’를 명시함으로써, 임시정부는 한국사에서 최 로 수립

된 민주공화정부가 되었다. 이 사실은 구체제를 극복한 민주국가요, 종속을 뛰어 

넘은 민족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비록 ‘임시’라는 한계를 지니긴 했지만, 일단은 근

민족국가를 수립한다는 당시 민족운동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 

임시정부는 수립되자마자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 다. 우선 국내에서 비 리에 

조직된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삼고 체제를 개편한 뒤, 1919년 9월에는 李東輝가 

이끄는 연해주의 한국민의회와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표성을 지

니는 정부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安昌浩의 역할이 주효하 다. 비록 李承

晩이 임시 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상하이지역

에서는 안창호가 정부 운 을 주도하고 있었다. 여기에 한인사회당을 심으로 

한국민의회를 이끌던 이동휘를 국무총리에 치시킴으로써 비록 성격상 한계

는 있지만 형태 으로는 좌우합작체인 통합정부를 구성하 다.

임시정부는 행정부와 의정원으로 구성되고, 그 직할 조직으로 민단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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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기에 통령제로 운 되고, 시기에 따라 7～8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임시정부는 행정과 정보의 연결망으로 연통부와 교통국을 두었다. 자는 내무부 

산하기 으로 국내에 聯通府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기반을 확보하고, 상하 행정

기  사이의 통신업무와 자  모집  국내 행정을 장악하는 데 그 목 을 두었

다. 즉 조직의 기능은 국내 행정을 직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교통국은 

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의 연락조직망이었다. 이는 임시정부가 국내와 만

주 등 각지에 지도권을 확보하는 데 그 목 을 둔 조직이었다.

임시정부 수립기에 가장 역 을 두었던 외정책은 외교방략이었다. 그것은 당

시 1차 세계 이 끝나고, 그것을 마무리 짓기 한 강화회의가 리에서 열리

고 있던 국제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 다. 1918년 11월말에 태동

된 이 움직임은 신한청년당의 활동으로 출발하여 1919년 2월 에 김규식이 그 

표 자격으로 리에 견되었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규식은 그 자리에서 

리 표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권 사로서 활약하 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본이 승 국의 하나 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 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상국가로는 무엇보다 그들이 활동 터 으로 잡고 있던 

국이 요했다. 그래서 처음에 孫文의 명정부가 외교의 주된 상이었다. 

1921년 10월에 申圭植이 국무총리 리겸 외무총장으로서 孫文이 이끌던 廣東의 

護法政府를 방문하여 국빈 우를 받으며 우호 계를 확보하기도 했다. 주된 목

은 호법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고, 바로 이어서 1922년 1월에 워싱턴에서 열릴 

태평양회의에서 상호 력하자는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신규식과 쑨웬 사

이에 긴 한 조 계가 이루어졌지만, 분열된 국 내정으로 인해 성과를 크게 

올리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의 견제에 쫓긴 국국민당정부의 소극 인 정책으로 

조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만주사변(1931)과 일 쟁(1937)을 거치면서 본

격 인 외교와 조 계를 맺을 수 있었다.

미국에 해서는 처음부터 상당한 기 를 갖고 외교를 개하 다. 구미 원부를 

설치하여 이승만을 심으로 미국 의회에 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 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국공법 인 국제 에서 벗어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냉엄한 국제 계에 비로소 을 뜨게 되었다. 

소련에 한 외교는 임시정부가 연해주의 한국민의회와 통합정부를 구성한 

뒤 본격화되었다. 국무총리 이동휘가 닌에게 자 을 요청하고, 닌 한 동아



시아에 한 세력 확산을 꾀하는 과정에서 극동인민 표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

최하 고, 여기에 소련 다음으로 많은 인원인 50여명의 한국 표가 참가하여 긴

한 계를 맺었다. 그러나 닌이 지원한 자 을 이동휘계열이 독 하다가 이

에 한 반격을 받고서는 임시정부를 이탈해버렸다. 이로써 통합정부요, 형식

인 좌우합작 정부가 깨어지고 말았다.  

수립기에 임시정부는 독립군기지건설계획이나 군사력 양성에도 을 두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말부터 군사활동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은 군  조직을 한 법규를 마련하고, 군사간부

의 양성과 모병활동을 개하며, 만주지역의 독립군조직을 통할‧지휘하는 세 가

지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18일자로 ｢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大韓民國陸軍

臨時軍區制｣․｢臨時陸軍武官學校條例｣ 등의 법령을 발표하 다. 그 방침에 따라 

임시정부는 일단 1919년말에 상하이에서 육군무 학교를 설립하고 군사간부 양성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학교는 1920년에 1기 19명과 2기생 24명을 졸업시켰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군무총장이던 盧伯麟의 노력으로 1920년 2월에 미국 캘리포

니아주에 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하 고, 여기에서 공군 창설을 시도하 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 다. 한편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 조직을 

정부 산하로 편제시키려고 노력하 다. 그 결과 서간도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었으며, 특히 정부 스스로 

군 를 편성하기도 했으니, 한청년단연합회 의용 와 한독립군비단  한

독립단 등을 통합하여 복군총 을 조직하 던 것이다. 그러나 젖 이던 연통제

와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 부서진 뒤에는 인  자원과 자 의 뒷받침이 약해져서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교육‧문화 분야에도 활동을 보 는데, 仁成學校를 경 하여 동포 

자제에게 國魂的 교육을 실시하 고, 등과정의 三一中學도 운 하여 독립운동

계에 필요한 다수의 인재를 육성하 다.  임시정부는 ≪獨立新聞≫을 발행하여 

민족사상의 고취와 민심의 통일에 힘을 기울 다. 한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국제연맹회의에 한민족 자주독립의 당 성을 밝히기 해 韓日關係史料集을 

발간하 다. 임시정부는 그 외곽에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을 통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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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정부 시련기의 활동

(1) 임시정부의 시련과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는 1920년말을 고비로 차 쇠락하기 시작하 다. 그 이유는 교통국과 

연통부를 통한 국내와의 연결망이 일제 경찰에 의해 철 하게 괴되면서 국내

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국민 표회의 소집으로 나타났다. 이 회의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

립운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상황을 검하고 

진로를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한 노력이 1921년 5월 이후 안창호를 심으로 개되었다. 자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22년말에 3백여 명의 독립운동계 표들이 상하이에 운집

하 고, 난항을 겪던 자  문제도 해결되어 1923년 1월에 들어 회의가 열리게 되

었다. 1월 3일에 회의가 열려 의장에 金東三, 부의장에 尹海와 안창호가 선출되

었다. 상하이에 도착한 인물 가운데 지역 표와 단체 표로 나 어 130여명이 정식 

표로 인정되었고, 이들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었다.

독립운동사에 있어 가장 최  규모의 회의가 4개월 반 동안 열렸다. 그러나 임시

정부를 이름에 걸맞게 개 시키자는 개조 와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 로 팽팽하게 나뉘어,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 동안 임시정

부는 국민 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요 인사들이 표로 참가하 다. 이

어서 창조 가 주장하던 이승만 통령 탄핵안을 의정원에 제출하고, 5월에 국민

표회의가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자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정원은 

의회 고유의 입법권마  국민 표회의에 넘기고자 하 다. 그러나 국민 표회의가 

개조 와 창조 로 결렬된 뒤, 창조 가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

한다고 결의하자, 당시 내무총장이던 김구는 창조 만의 회의에 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임시정부는 체제개편 작업에 몰두하면서 1925년 3월에 이승만 통령을 면직

시켰다. 이어서 4월에 제2차 개헌을 단행하여 이승만의 독주로 부정 인 평가를 

받던 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채택하 다.  국무령 李相龍에 이어 

1926년 7월에 국무령에 취임한 洪震은 ‘ 민족 당체의 건립’을 들고 나왔다. 이

것은 1925년부터 임시정부 주변을 휩쓸던 유일당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



는 것이었다.

(2) 唯一黨運動의 전개

유일당운동이란 좌우세력을 가릴 것 없이 독립운동계의 모든 세력과 집단을 

하나로 통일하여 유일한 정당체를 조직하고, 이를 심으로 독립운동을 개하자는 

운동이었다. 그 골간은 1920년 에 들면서 좌우로 나뉜 독립운동계를 통합하는 

동 선운동과 독립운동을 국이나 소련처럼 정당을 심으로 운 하자는 정당

조직운동이었다.

안창호는 북경의 좌 세력 표인 元世勳과 상을 벌 고, 그 결과 1926년 10

월에 독립당조직북경 성회를 결성시켰다. 이어서 1927년에 들어 상하이‧ 동‧

무한‧난징 등에도 유일당 성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5개 지역 유일당 성회 

표가 그 해 11월에 상하이에 집결하여 韓國獨立黨關內促成 聯合 를 결성함으

로써 국 내 좌우합작 정당체의 출범을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단

계를 당조직주비회로 잡고 이를 추진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유일당운동이 한창이던 1927년에 부정 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1924년에 체결

된 국국민당과 국공산당 사이의 제1차 국공합작이 무 진 것과 1928년에 코

민테른이 ‘12월테제’를 통해 좌 세력에게 민족부르주아와의 결별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ML 의 주도 아래 1929년 10월에 한국유일독립당상하이

성회가 해체되기에 이르 고, 상하이 성회가 해체되자 자연스럽게 이 운동은 

단될 수밖에 없었다. 

유일당운동이 개되던 1920년  후반에 임시정부는 이 운동을 수용하기 한 

체제 환에 몰입하 다. 국무령이 된 김구는 개헌 작업을 통하여 정부체제를 이와 

연결시키려 하 다. 즉 임시정부는 1927년에 3차 개헌을 통해 “ 복운동자가 

단결한 黨이 완성될 때는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라는 ‘以黨治

國’의 노선을 명확하게 제시하 는데, 이는 임시정부가 동 선운동과 유일 당 

결성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흡수하고 능동 으로 추진한다는 자세에서 나온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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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중심 운영과 항일투쟁의 강화

좌 세력에서 留滬韓國獨立運動 同盟(滬; 상하이의 별칭)을 결성하자, 임시정

부를 유지하고 있던 우 세력은 1930년 1월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 다. 이것은 

앞서부터 추진해온 정당 심의 정부 운 이라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것이었다. 

한국독립당의 구성원은 임시정부의 핵심인물들로 이루어졌고, 李東寧과 안창호 

 김구 등 다수는 일 이 계몽운동, 3․1운동, 임시정부 수립과 참여라는 노

선을 걸어온 경력자 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이 당의 계는 소련공산당이나 

국국민당처럼 유일한 정당체 다. 이후로 임시정부를 에워싸고 여러 정당이 조직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정부와 독립운동계가 운 되었는데, 이 당의 결성이 바로 

그 출발 이 되었다. 

한국독립당이 우 만의 정당이었으므로 그 동안 추진해온  하나의 목표인 

동 선은 달성하지 못하 다. 때문에 그들은 일단 좌 세력과의 합작을 염두에 

두고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의 강령에 토지와 생산기 을 國

有로 하는 사회주의  성향을 담고 있었던 것이 그러한 증거 다. 

1931년에 임시정부는 일제 군사력의 침략에 해 의열투쟁을 표방하고 나섰다.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통해 이루어진 이 활동은 1932년 1월과 8월의 李奉昌‧

尹奉吉에 의한 양  의거로 나타났다. 일제가 1931년에 만주를 침공하고 만주국

을 조하게 되자, 국인의 반일감정이 팽배하 고, 이 기회에 임시정부와 한국

독립당은 의열투쟁방략을 수립하여 이를 응징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창이 동경

에서, 윤 길이 상하이에서 일으킨 양 의거로 표되는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은 일본의 침략 쟁을 맞받아친 반침략 쟁이었다.

이 의거는 이를 한 순간에 극복하고, 독립운동에 한 국인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 침체된 독립운동계 반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김구가 蔣介石을 만나 국군사학교에 한인청년을 견‧교육시킬 수 

있게 만들어 군사력 양성의 길을 열게 된 것도 이 의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에 한 일본의 철 한 공격으로 임시정부가 1910년  이래 독립운동의 근거

지로 구축해 놓은 상하이를 떠나 杭州로 이동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임시정부의 

상하이시 를 마감하게 되었다. 



3. 이동시 (1932～1940) 군사력 양성과 시계획 마련 

1) 난징시기 군사력 양성과 좌우합작운동의 재기

임시정부가 杭州를 거쳐 鎭江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미약한 모습을 보 다. 그

것은 임시정부를 이끌어 가던 안창호가 체포되고 김구 등 주요 인물들이 일제의 

추 을 피해 잠 하여 극비리에 활동하 기 때문이다. 상하이를 떠난 요인들은 

난징 근처인 진강에 정부 청사를 마련하 다. 난징에 청사를 두지 못한 이유는 

일본이 국정부에 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진강

에 청사를 두었지만, 사실상 김구와 이동녕 등의 핵심인물들은 난징성내에 비  

거처를 마련하고 청년 모집과 군사력 양성에 힘을 기울 다.

김구는 난징의 국 앙육군군 학교 교내에 자리 잡은 장제스의 에서 그와 

회담을 가졌다. 이 창과 윤 길의 양  의거를 치하하는 장제스에게 김구는 한인 

청년들을 군사간부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여, 양군 학교에 한인 청년

들을 한 입학시킬 수 있었다. 이를 운 하기 해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李靑天을 

비롯한 한국독립당군 출신 장교를 교 으로 청하 다.

한국독립당이 창당된 이후 임시정부 주변에 여러 정당조직들이 나타났다. 앞서 

조직된 난징의 한국 명당(1928)과 만주의 한국독립당(1930.7)이 신한독립당

(1932.2)으로 통합하고, 남만주에서 활약하던 조선 명당(1929.12)의 주역이 이동

해 왔으며, 의열단이 1930년 에 들어 정당체로서 활동하 다. 이들 정당에 의해 

1932년에 다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 일 선통일동맹을 거쳐 조선민족 명당

(이하 민족 명당, 1935) 결성으로 나타났다. 김원 과 이청천이 핵심인물이었다. 

여기에 비해 임시정부의 여당이던 한국독립당이 분당되었다가, 다시 김구가 결성

한 한국국민당을 심으로 모 다. 그래서 난징시 는 양당 심으로 운 되었다.

1937년 7월에 일 쟁을 맞으면서 임시정부 주변의 정치세력은 진 을 재편

하여 양  연합체제를 구성하 다. 하나는 김구가 심이 되고 이청천과 조소앙

이 연합한 한국 복운동단체연합회(光復陣線, 난징, 1937.8)이고, 다른 하나는 김

원 이 이끄는 조선민족 선연맹(民族戰線, 한구, 1937.12)이었다. 일 쟁과 일

제의 난징침공 무렵에 임시정부 주변에는 양 연합체제가 형성되었고, 이후 임시

정부는 복진선에 의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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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일전쟁 이후 이동기의 임시정부 전시계획

진강시 (요인은 난징 거주)를 마감하고 난징을 떠난 임시정부는 武漢(1937.12～

1938.10), 長沙(1938), 廣州(1938), 柳州(1938～1939), 綦江(1939～1940) 등을 거쳐 

1940년에 국의 임시수도인 重慶에 도착하 다.

이동시기 동안 임시정부는 군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시체제를 비하 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김구를 심으로 임시정부가 재정비된 

1936년 말경부터 다. 그리고 일 쟁 발발 일주일만에 군무부에 군사 원회를 

설치하 다. 군사 원회는 장교 양성과 기본 1개 연  편성을 목표로 잡았다. 

한편 민족 명당이 무한 철수 직 (1938.10)에 조선의용 를 조직하자, 임시정부는 

이듬해 2월에 柳州에서 선 공작 의 성격을 지닌 한국 복진선청년공작 를 조직

하 다.

기강에 도착하자마자 임시정부는 시에 맞는 부서 개편과 방략 수립에 나섰다. 

그 결과 임시정부는 군무부 외에 군사계획의 수립을 담할 기구로 참모부를 증설

하 고, 이어서 ｢독립운동방략｣을 결정하고 군 조직을 한 3개년 계획을 수립

하 다. 그 핵심 내용은 군사력 양성과 독립 쟁 수행이었고, 국내외 각지의 체 

한민족을 총동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곧 복군 창설의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우선 1939년 11월에 군사특 단을 편성하여 西安

으로 견하 다. 그것은 선의 이동에 따라 2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선 

바로 후방인 화북지역에 모여들었고, 따라서 이에 한 선  모공작을 개한

다면 다수의 군사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동일한 시기에 

임시정부를 심으로 활동하던 무정부주의계 청년들이 한국청년 지공작

(1939.11)를 조직하기도 하 다. 

4. 충칭시 (1940～1945) 임시정부의 체제 정비와 복군 창설

1) 임시정부의 체제 정비와 좌우합작의 달성

임시정부가 충칭에 들어오기 직 에 우  3당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



하 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세력 기반을 확  강화한 것으로, 동시에 임시정부의 

체제 정비 작업도 병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임시정부를 이름에 걸맞은 독립운동의 

최고 기구로 만들기 해 정부와 의정원을 확 하고, 군사조직을 창설하며, 개헌을 

통해 단일지도체제를 갖추어 나가기로 작정하 다. 그들은 우선 국무 원을 11명

으로, 의정원 의원을 35명으로 확 시키고, 국 정부의 주선으로 정부 청사를 

충칭에 마련하고 임시정부를 이 하 다. 이어서 충칭 도착 직후인 1940년 9월에 

국군이요 당군으로서 복군을 창설하 다.  다음달에 국무 원제를 主席制로 

바꾸는 개헌이 시도되어 김구가 주석을 맡는 단일지도체제를 이루었다. 

임시정부는 충칭에 안착하여 안정을 도모하면서 비로소 임시정부(政), 한국독립

당(黨), 복군(軍)의 삼 일체 체제를 확립하 다. 그리하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면으로 다시 나서게 되었다. 1941년 11월에 임시정부는 복을 염두에 두고 정치

이념과 독립 쟁 비 태세를 천명하는 ｢ 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 다. 이것은 

시상황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복국과 건국을 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  3당이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있던 상황과는 달리, 좌 세력은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다. 김원 을 심으로 연합을 이루던 조선민족 선연맹의 

4개 조직은 7당 통일회의 직후 분열되었고, 통일된 차원에서 우 세력과의 통합을 

도모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원 이 이끄는 좌 세력은 임시정부로 

통합하는 합작을 추진하 다. 그것은 당시까지 일 되게 지켜왔던 임시정부에 한 

부정  자세 혹은 不關主義 노선을 바꾸어 여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환하는 것을 

의미하 다.

그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7당회의 이후 우 의 통

합과는 반 로 연합체가 와해된 것, 둘째 특히 김원 의 군사조직이었던 조선의

용 의 다수 병력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것, 셋째 국정부가 임시정부의 승

인과 지원 창구의 단일화를 해 합작을 종용하고 나선 것, 넷째 조선민족해방동

맹을 이끌던 金星淑이 임시정부 참여를 독자 으로 발표한 것(1941.12), 다섯째 

태평양 쟁의 발발로 시체제가 긴요했던 등이었다. 김원 의 조선민족 명당은 

1941년 12월에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 고, 1942년 8월에 좌우익 출신 23명 의원

으로 구성된 의정원이 구성되는 통합을 달성하 다. 이제부터 임시정부는 (상

하이)한국독립당(1930), 한국국민당(1935), (충칭)한국독립당(1940)으로 연결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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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운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운 체제로 바 었다. 한편 임시정부는 앞에서 본 

｢ 한민국건국강령｣을 통해 국내에서 건국될 국가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요소를 포 하는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좌우합작의 이념  장을 열어

두고 있었다.

2) 광복군 창설과 활동

1940년 9월에 충칭에 도착하자마자 임시정부는 ‘국군’ 창설에 나섰다. 임시정부는 

충칭에 도착하기 1년쯤 인 1939년 11월에 서안으로 군사특 단을 견하여 병

력을 모집하는 한편, 군 조직에 한 양해와 재정 지원 약속을 확보하기 해 

국정부와 교섭하 다. 그 뒤 충칭에 도착한 직후인 1940년 9월 17일에 충칭에서 

한국 복군총사령부성립 례식을 거행하 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정신 으로 

한제국의 국군을, 인  맥락으로는 독립군을 계승한 복군을 자력으로 창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복군이 넘어야할 난 은 험했다. 그것은 국군사 원회의 

견제와 간섭 때문이었다. 국군사 원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았으나, 이에 한 

극복에 힘을 기울 고, 그 결과 1945년에 들면서 독자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복군의 기 편제는 충칭에 치한 총사령부 외에 서안의 1지 (군사특 단)와 

5지 (한국천년 지공작 ), 綏遠省 包頭의 2지 , 安徽省 阜陽의 3지 로 이루

어졌다. 그러다가 1942년 7월에 민족 명당이 이끄는 조선의용 가 복군으로 

합류하면서 편제가 개편되었다. 즉 조선의용 를 1지 로, 기존의 1,2,5지 를 합쳐 

2지 로 각각 편성하 고, 안휘성 부양에 있던 기존 3지  겸 징모 6분처를 승격

시켜 3지 로 삼았다.

복군의 활동은 일본군에 소속된 한인 병사와  후방의 한인 청년을 포섭하는 

招募工作, 이들에 한 훈련과 교육, 정보 수집과  교란활동 등이었다. 서안

에서는 국군 앙 시간부훈련단에 한국청년훈련반(한청반)을, 부양에서는 한국

복훈련반(한 반)을 각각 설치하고, 모된 청년들을 군사  간부로 양성하

다.

복군은 연합국과 공동작 을 펼쳤다. 인도․버마 선에 印緬戰區工作隊를 

견하여 국군과 공동작 을 벌 다. 그리고 미국 략정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C.I.A 신)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을 한 장교를 육성하 다. 



OSS는 한반도에 한 공작거 을 확보하기 해 한인청년을 잠수함이나 항공기로 

국내에 투입시키고자 계획하 고(Eagle Project), 그 목 을 수행하기 한 군사조

직으로 복군이 합당하다고 단하 다. 그래서 2지  1기생이 5월부터 OSS의 

교육을 받고 8월 4일에 수료한 뒤, 8월 7일에 국내 진입이라는 공동작 이 선언

되었다. 그 지만 이것은 출발 직 에 일본의 항복으로 실 에 투입되지 못하 고, 

3지 에서 실시되던 교육도 단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복군을 창설한 뒤에 국내에 한 방송공작을 추진하 다. 충칭의 

방송국을 이용하여 복군이 직  국내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이었는데, 2차 세계

의 추이와 복군의 활동 상황을 알리고 국내 동포들의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여운형의 건국 비 원회이나 안동농림학교의 국권회복연구회 

결성 등에 직 인 향을 주어, 일제 말기 국내 투쟁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5. 환국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는 환국을 비하 다. 우선 국국민당정부에 외교업무를 

담당할 주화 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동포사회의 악과 귀국 주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 다. 그러면서 요인들이 공식 으로 환국할 비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가 미국과 소련의 두 열강에 의해 령되었고, 따라서 

임시정부의 환국도 남한 령국가인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임시정부에 한 승인을 요청하 지만 미국과 

국의 자세는 이에 매우 부정 이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를 국제 으로 승인할 경우 남한에 한 국정부의 향력이 지나치게 

강할 것이라는 우려 고, 둘째 임시정부를 승인할 경우 국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의 승인도 검토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 소련이 반 하고 나설 것이라는 이

었으며, 셋째 미국이 소련 토 안에 한인부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소련의 주장에 지나치게 순응한 , 넷째 인도의 후

처리문제를 들어 국이 임시정부 승인을 반 하고 나선 것 등이었다. 임시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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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인 거부는 해방정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열강의 이해 계에 의하여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요인들은 1945년 11월말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귀국하 다. 비록 그것이 개인자격의 환국이었지만, 국

민들의 열렬한 환 은 임시정부에 한 국민들의 호의와 기 를 보여주었다. 그

리고 복군은 서울에서 복원(復員)을 선언하 다.

6. 바른 평가를 하여

1) 발생가치와 역할가치로 나누어보는 평가

머리말에서 제시한 것처럼 임시정부에 한 평가는 발생가치와 역할가치로 구

분해 볼 필요가 있다. 발생가치, 즉 존립가치로 본다면 임시정부의 출 은 역사  

당 성을 갖는다. 3․1운동으로 표출된 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목 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역사  의의를 정리한다면,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

사에서 민주공화정부로 수립된 첫 정부이며, 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임시로 구성한 

정부조직체 다는 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역할가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정 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임시정부가 만 

26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는 사실이다. 처음 터를 잡았던 上海에서는 

국내 행정력 장악 노력, 직할 군사조직과 만주 독립군 통할 노력, 국․미국․

소련 등 열강과의 외교활동, 이 창․윤 길 의거 등의 의열투쟁 등을 개하 고, 

杭州와 南京으로 이동하면서 군사력 양성에 몰입하 으며, 重慶에서는 복군 

창설, 연합군과의 연 와 국내진입 시도, 좌우합작과 국내외 독립운동의 통합 등을 

펼쳐 나갔다. 둘째, 임시정부가 세계사  차원에서 역사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이다. 그리고 외 으로도 두 가지 면에서 세계사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정부조직으로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민지해방운동을 

개한 무후무한 사례를 남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하여 열강 세력이 

카이로 선언(1943.12.1)을 통해 독립을 보장한 유의 기록을 남긴 에서 세계사



 의미를 가진다. 그 기 때문에 인도의 지도자 네루는 아시아 식민지 국가 가

운데 열강에 의해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부러워했던 것이다.

역할가치에서 부정 인 면을 본다면, 임시정부가 시기에 따라서는 이름에 어울

리지 않을 정도로 쇠약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는 이다. 왕성하게 독립운

동계를 이끌어 가기도 했지만, 그 반 로 매우 허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독립운동 조직 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던 시기도 있었다.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 인 ․물  자원의 공  

차질, 좌우 분화에 따른 이념  갈등 상 등이 내 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국 

내정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외인으로 작용하 다.

임시정부의 역사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임시정부가 

곧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을 추진하 고, 끝내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달성하여 통

일정부를 구성하 다는 사실이다. 건국강령에서 정치 으로는 민주공화정을, 경

제 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담아내고, 실제로 1942년에는 좌우통합정부를 달성한 

사실이 그것이다. 즉 이념  분화를 극복하여 좌우통합정부를 달성하 다는 이 

사실은 민족통일을 염원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 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2) 독립운동 근대화론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공통된 과제는 두 가지 다. 

하나는 근 인 요소를 극복하여 근 사회를 구 해 나가는 것이요, 다른 하

나는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맞서 싸운 식민지의 항과 해방추구 다. 자의 경

우는 구체제 극복을 통한 내 인 근 화운동으로, 후자는 침략과 항이라는 

외  반외세 투쟁으로 나타났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3ㆍ1운동과 임시정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근 화를 추구한 부분에서 그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근 라는 말을 

정치 인 의미에서 근하면 당연히 민주공화제를 떠올리게 되고, 경제 으로는 

자본주의, 사상 으로는 합리주의와 과학  비 정신을 말하게 된다.  민주공

화제를 말하자면 자연히 근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말하게 된다. 그 다면 한국사에서 근 를 일구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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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가운데 정치사 인 측면을 집 으로 들여다보면, 언제 민주공화제를 지향

하고,  그것을 일구어냈는지 살펴 야 한다.

정치체제면에서 군주정을 넘어 민주정을 향한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독립 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다고 당장 그 때가 민주정의 출발은 아니다. 역사  

과제가 민주정을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벼랑 앞에 서 있는 국가를 지켜내기 

해서는 그 군주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과제 다. 가능하다면 국가를 

지켜내면서 민주정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작은 충격에도 무 져 내릴 만큼 약한 

군주정이 한제국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나라가 망하자, 이제는 조선총독부라는 

통치조직 아래 민 은 기존 군주정보다 더 악화된 조건 아래 살게 되었고, 이제 

역사  지향 은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민주공화정부 수립으로 바 었다. 3ㆍ1운동 

직후에 발표된 여러 정부조직체의 성격이 한 결 같이 민주공화정체 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한민국이 세워지고, 그것을 운 할 정부가 수립되었다. 3ㆍ1운동 당시 이미 

‘假政府’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국내 길거리에 나돌았다. ‘假政府’는 ‘臨時政府’이다. 

결국 임시정부는 정식정부의 바로 앞 단계 조직이다. 한민국을 세웠는데, 형편

상 정식정부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당시 정

책  선택이었다. 비록 ‘임시’라는 두어가 있더라도,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근 화를 일구어나간 것임에 틀림없다. 독립운동을 통하여 정치 인 근

화를 이루었다는 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 이는 3ㆍ1운동으로 나타난 뜻을 수렴하여 수

립한 것이라기보다는, 3ㆍ1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명령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정부 수립’만 담긴 것이 아니라, ‘ 한민국 건국’과 ‘임

시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의 ‘민국’이 세워진 것이고, 

이를 운 하는 최 의 ‘국민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그 정부가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하여 정식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요, 정식 국회가 아니라 임시의정원

이었다. <표>를 통해 국호와 연호 정부 조직 형태와 의회 등을 비교해 보면, 이

것이 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국호 연호 정부 정부형태 의회

한제국
光武

隆熙
정부

군주정

(황제)

의회원(좌 )

추원

한민국 民國 임시정부

통령제( 리정부)

국무령제(내각제)

국무 원제(집단지도)

주석제(이당치국)

임시의정원

한민국 西紀 정부

통령제

의원내각제

(2년 한정)

국회

독립운동을 통해 근 화를 일구어나간 에서, ‘독립운동 근 화론’을 이야기하고 

식민지 근 화론의 한계를 지 해야 한다. 물론 근 화라는 과제가 정치 인 면

이나 경제 인 요소로만 모든 것을 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민지근 화론자

들은 오직 경제 인 요소에만 시각을 맞추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식민지근 화론자들은 통계치에 매달리고, 수치 변화에서 기쁜 얼굴로 발 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그것은 한민족이나 임시정부가 직  경제를 

운 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 지 비교하는 논의는 빠트리고 있다.  제국

주의 경제체제에 종속되는 것을 근 화 과정으로 단한다면, 제국주의  시각에 

매몰된 과오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 도 경제가 어렵다고 강 국에게 무조건 

매달리거나 종속되자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임시정부나 독립운동 세력

들이 내걸었던 경제정책에 한 분석과 이에 한 근  지향성, 발  지향성에 

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더구나 근 화라는 화두가 오직 정치와 경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는 사상 인, 는 문화

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에서 근 의 요소와 충족 여부를 모두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 정치 인 면만으로 보아도 독립운동 과정에서 근  시민사회를 

이룩해낸 을 인정할 만하다. 여기에 사상 인 분야를 보아도 그 다. 통 인 

정척사사상을 바탕으로 펼쳐지던 의병항쟁은 차 민 의 손으로 확산되면서 

계 사회라는 한계를 극복해 갔고, 이를 헤치고 올라선 신유림은 서유럽 근  

사조인 계몽주의나, 시민사회를 향한 명 논리를,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까지도 도입하여 독립운동의 장에 목시켰다. 이상룡이 의병에서 출발하여 



  235

항  계몽운동을 개하다가 만주로 망명한 뒤로 유교  바탕 에 사회주의까

지 수용하면서 독립운동의 노선으로 천착시킨 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근 화를 

일구어낸 면을 보여주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3·1운동 이후 신세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면서 민족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사

상 인 면에서 근 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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