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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上) 중국의 개혁과 개방 

《아편 전쟁 이후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살펴 온, 본 시리즈의 마지막 장이다. (상)에서는 

현저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 (下)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를 테마로 이 지역이 걸어 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장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기도한 사상 유례없는 ‘실험’ 

 

 

늦은 밤, 베이징(北京)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창문을 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무데서나 흡연을 할 수 없는 일본에 비해, 아직 흡연을 할 수 있는 방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고맙기만 했다. 하지만 이 나라도 머지않아 달라질 것이다.  

  

끊이지 않는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와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중국 경극풍의 음악이 

섞여 3 월을 맞아 갑자기 따뜻해진 베이징(北京)의 밤은 떠들썩했다. 올림픽을 앞 둔 거리는 

부산하고 공사장의 망치 소리도 섞여서 들려왔다.  

  

거대한 몸체를 움직이며 맹렬히 전진하는 중국. 5 년 연속 실질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 총액은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 위이다. 외화 준비고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로 부상했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에 

파탄 나고 말 것인지, 중국의 발전을 둘러싸고 세계는 떠들썩하다. 

 

 13 억이라는 인구—정확히 세어보면 14 억일지도 모른다--가 만드는 국가이다. 

13 억이란 인구만으로도 무리한 실험인데 게다가 공산당 독재체제 하의 시장 경제라는 

유례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침을 삼키며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베이징(北京)에 있는 칭화(清華) 대학의 후안강(胡鞍鋼) 

교수(54)를 방문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와 정치, 사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국정(国政) 연구’의 제 일 인자이다. 중국의 대두를 

나타내는 세계은행의 숫자를 차례 차례로 들며 경제 성장의 기세와 

같이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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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强國)과 부민(富民),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넘버원은 중국뿐일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와 정치 그리고 사회 안정 등, 후(胡)교수는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을 지적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수긍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고 있는 후교수가 “이 거대한 나라의 행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었다.  

 

1980 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제 특구가 된 선전(深玔)을 15 년 만에 다시 

방문하였다. 고층 빌딩 군은 멀리서 보면 맨하탄 같기도 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도쿄(東京)의 번화가와 차이가 없었다. 예전에 왔을 때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딱딱하게 서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백화점 직원다운 

얼굴로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작년 한해 선전시의 총생산(GDP)은 930 억 달러였고, 

수출입 총액은 2800 억 달러로 항구의 컨테이너 물량은 세계 

4 위였다고 한다. 이렇게 숫자를 열거해 준 사람은 

선전(深玔)시 사회과학원 원장인 로친(樂正) 씨(52)였다. 

인구 860 만 명에 전출입을 포함하면 1200 만 명이 된다고 

하니, 이 점에서도 도쿄와 같은 수준이다.  

 

 

선전시에는 우한(武漢)의 우창(武昌)역으로부터 4 

인용 침대 야간열차가 다니는데, 훌륭한 우창역 건물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엔으로 약 170 억 엔을 들인 

확장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마치 박물관처럼 크고 

호화로웠다. 구내 통로의 폭이 20 미터나 되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부 역장인 양타오(楊濤)  씨(35)에 

의하면 “근본적인 이념을 크게 바꾸었다”고 한다. 

무엇인가 했더니, 표를 사는 것과 갈아타는 편들을 이용객 

본위로 바꾸어, 종래의‘관리하는 역’에서 ‘서비스하는 

역’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창을 출발하여 흔들리는 열차에 몸을 맡겨 

도착한 선전에는 연꽃 산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작은 언덕 위에는 멋진 동상이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의 이르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 노선을 시작한 덩샤오핑(鄧小平)이다.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 3 번 

실각에서 재기한 중국의 최고 

실력자로 개혁과 개방 노선을 궤도에

올린 정치가이다. 

쓰촨성(四川省)에서 태어나, 16 살에

프랑스로 유학했다. 부수상, 당 

총서기를 역임하였고 문화대혁명으로

실각하였으나, 1977 년에 다시 당 

부주석으로서 부활하였다. 사진은 

선전(深玔) 공원에 걸린 

초상화=후쿠다(福田)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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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곳 선전을 ‘덩샤오핑이 만든 마을’이라고 부른다. 다른 공원에는 

거대한 덩샤오핑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백 년 동안 흔들림 없이 당의 기본 노선을 

굳건히 지킨다(堅持党的基本路線一百年不動揺)’라고 쓰여 있었다. 개혁과 개방이 

백년대계라는 말이지만, 덩샤오핑이 이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은 1978 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 년 전의 일이었다.  

 

그 당시 이 노선의 상징이 된 중대 사업이 있었다. 

    

 

■ 일본과 중국이 협력해 설립한 제철소 ／ 지금은 세계 톱 수준  

 

길가의 환호에 답하며 많은 성화 봉송 주자들이 손에 성화를 들고 중국의 거리를 달린다. 

거대한 용이 춤을 펼치고, 온통 주위는 축제 분위기이다. 회장에 도착한 봉송 주자들이 

성화대로 올라가 엄숙하게 불을 옮긴다--.  

  

이 광경은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예행연습이 아니다. 1985 년 9 월, 상하이(上海) 

바오산(寶山) 제철소 제 1 용광로의 점화식 모습이다. 나는 당시의 기록 비디오에서 이 

광경을 보았다. 작가 야마자키 도요코(山崎豊子) 의 “대지의 아이”로 널리 알려진 바오산 

제철소는 신 중국이 탄생한 이래, 최대의 국가 프로젝트로 1978 년에 착수되었다. 중국의 

모델이 되어 지도를 담당한 일본의 제철회사 신니테쓰(新日鉄)와의 긴 세월에 걸친 공동 

작업에 의해서 탄생한 바오산 제철소는 전후 일본과 중국의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제 1 용광로 점화식 출석자 중에 바오산 제철소 

프로젝트의 중국 측 책임자의 한 명이었던 

호앙칭화(黄錦発) 씨(81)가 있었다.  상하이에서 

호앙(黄) 씨는 “그 날은 기분이 좋아서 평상시에는 안 

마시는 술까지 마셔 취해버렸다”고 그리운 듯이  

말했다. 호앙(黄) 씨는 바오산 제철소를 세우면서 

신니테쓰 측과 “이 기계가 필요하다”, “이건 된다, 

아니 그건 안 된다”라며 서로 격렬하게 논쟁한 당사자였다.  

  

중국 측에서는 최신예 신니테쓰의 기미쓰(君津) 제철소와 꼭 같은 제철소를 만들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기술 지도로 낮선 이국땅에 파견된 신니테쓰의 사원들은 온갖 

고생을 하였다. 현재, 신니테쓰의 엔지니어링 상무 집행 임원인 다카하시 마코토(高橋誠) 

씨(58)는 중국 기술자들의 넘치는 의욕과 그로 인한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던 나날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20 대로 젊었음에도 설계 연락원으로 뽑혀 상하이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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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사는 왜 구부러져 있는지, 날카로운 이유는 무엇인지. 중국에서 

다카하시(高橋) 씨는 수없는 질문 공세를 당했다. 잘못하기라도 한 날에는 가차 없이 

비판당했다. “이 쪽 설명을 듣고 바로 예스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전쟁의 기억이 지금보다도 더 선명했던 때였다. 상하이에 모인 중국인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한편, 중국 측도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 신니테쓰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었다. 서로 

언쟁을 하면서도--아니 그러한 언쟁이 있었기에—바오산 제철소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공동 작업은 서로의 이해를 깊고 돈독히 해 나갔다.  

  

현장의 고투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바오산 제철소 건설은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중지되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중국의 자금 부족과 공산당 

내의 격렬한 권력 투쟁과 크게 관련돼, 계획은 건설 도중에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중국 측의 총지휘를 맡았던 천진화(陳錦華) 씨(79)를 

베이징에서 만났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신경성으로 인해 위가 쓰린 나날들이 

이어졌다. 가장 큰 버팀목은 덩샤오핑이었다며 천(陳) 씨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 주었다.  

  

건설이 한창이었을 때, 일본에서 도착한 지정(地整)공사 기계에 흠집이 있다며 중국 

측에서 “일본이 중고품을 강매했다”며 큰 소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에  덩샤오핑이 

“무슨 일인가”라고 물었다. 천(陳) 씨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실은 중국 측의 검사 

과정에서 생긴 흠이었다고 설명을 하자, “그렇다면 모두에게 그 사실을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천씨는 “일관된 방침에서부터, 큰일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덩샤오핑이 없었더라면, 바오산 

제철소 건설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회고하였다. 그 후 국가 계획 

위원회 주임까지 역임한 천씨는 개혁과 개방 노선을 이끈 사람으로 

지금은 중국 기업연합회 명예회장으로서 중요한 인물이다.  

 

 

  천씨 또한 현장 사람들처럼 바오산 제철소 건설을 통해서 

일본인을 잘 알게 되었다. 신니테쓰 회장으로서 일본 측 요인이었던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嘉寛) 씨에게는 지금까지도 존경을 표하고 있다. 건설 당시의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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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일하던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루쉰(魯迅)의 수필「후지노(藤野) 선생님」을 

자주 떠올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무 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세워진 바오산 제철소는 거대 기업 ‘바오강 

집단(寶鋼集團)’로 성장하였다. 2004 년에는 미국 경제 잡지인 “포츈(Fortune)’에 세계의 

500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이 올랐다. 신니테쓰의 상무 집행 임원인 이리야마 유키(入山幸) 

씨(60)는 “엔지니어 층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설비와 효율성에서도 바오강 집단은 

중국에서 대단하다. 이 정도면 분야에 따라서는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철강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바오산 제철소가 견인차가 되어 중국의 철강업은 약진을 하였다. 1978 년에는 세계 

5 위였던 조강 생산량이 1996 년에는 톱 대열에 올랐다. 중국 내 수요 규모도 타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철강업이 금세기에 다시 활력을 되찾은 원인이 중국 덕분이라고 

한다면, 철강 자원의 쟁탈전이 벌어져 원료 가격이 상승하여 고심하는  원인도 중국 

때문이다. 일본의 철강업계는 이 거대한 바오산 제철소의 몸 짓 하나에도 흔들리고 만다.  

 

  천 씨는 자신의 저서인 『국사억술』에서, 철강은 국가 발전의 기본이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기원전부터 강철을 만들어  그 

기술로 세계를 리드하였지만, 후에는 뒤쳐지게 되어 ‘근대적 제강 기술을 가진 열강에게 

거듭 침략을 당했다’라고. 일본에서는 일청 전쟁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갑오 전쟁이라 

말하는 그 시점에서부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오산 

제철소의 건설은 역시 귀중한 공동 작업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호앙칭화 씨는 바오산 제철소를 일컬어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고 했다. 물을 

마실 때에는 물이 솟아 나오는 근원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 지방 순회 강화(講話)가 계기 /  경제 개혁을 향해 달리다  

 

  선전, 우한, 상하이, 필자가 다루어 온 장소는 모두 덩샤오핑과 인연이 깊은 

지역이다. 개혁과 개방 노선을 달리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992 년 초, 덩샤오핑이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개혁 노선 추진을 주창했다. 우창역은 바로 이 남순강화(南巡講話)의  

무대가 된 장소이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향해 실제로 질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 

남순강화(南巡講話)로부터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제창한 것은 바로 1992 년의 일이었다.  

 

등소평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놈이 좋은 

고양이다라는『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어록에 남겨 널리 알려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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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그 다운 여러 가지 지론을 전개하여 평가를 받았다. 

  

“옳다고 판단하면 1, 2 년 해 본다. 그래서 잘 되면 과감히 실행에 옮기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아니면 그만둔다. 그만둘 때도 바로 그만두어도 좋고 상황을 봐 가면서 

서서히 그만두어도 괜찮다. 또 여지를 조금 남겨 놓아도 괜찮다.” 

 

일본의 샐러리맨이 들으면 쓴 웃음을 지으며 수긍할 만한 얘기도 있다.  

 

“회의가 많다. 한 문장이 길고 이야기도 너무 길다. 게다가 내용이 중복되어 

새로운 말은 적다. 부분적으로는 중복해서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간결해야만 한다.” 

 

알려 지지 않은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그의 발언은 단적이고 알기 쉬웠다. 많은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번 해 볼 까라며 중국은 돈벌이에 매진 한 것이었다. 일본 도요학원(東洋學園) 

대학의 슈켄에이(朱建栄) 교수의 해설을 들었다.  

  

“1980 년대는 중국이라는 점보기가 이륙하기 위한 활주 단계에 있었다. 1992 년에는 

확실히 조종간을 올린 때였다.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계획 경제의 모순을  눈으로 보았고, 

문화대혁명의 비참한 경험이 개혁과 개방의 길에 확신을 주었다”    

 

덩샤오핑의 수완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슈(朱) 교수는 말한다. 덩샤오핑은 

무너져가는 소련과 동유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중국 내의 불평불만들이 정치 체제로 향하지 

않도록 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정치 체제로는 강경하게 공산당 독재를 고수하였고 

1989 년의 천안문 사건 때에는 탄압을 주저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무조건 좋게만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덩샤오핑 없이 중국이 어떻게 통치되었을지 생각해 본 

다면, 확실히 이렇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디부터 장사에 능숙한 중국인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지금 같은 상태는 금방이지만,  

그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도시 지역이야 말로 눈부시게 화려해 졌지만, 

지방으로 가면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억 단위로 살고 있다. 공무원의 부패 또한  

엄청나다---2007 년까지 5 년 동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악덕 공무원만도 11 만 명이 

넘는다—--중국 내에 쌓인 불만의 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최근 일 년 동안 중국에 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자주 얘기를 듣는다. 개혁과 개방 속에서 현 정치 체제의 모순은 언젠간 

분출하고 말 것이라는 진단도 빈번히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선행 모델이 없다. 중국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구소련식도, 구미식도 아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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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지상에 길은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루쉰이었다. 그 루쉰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중국은 나아가고 있다.  

 

 

후쿠다 히로키(福田宏樹) 

 

▼ 중국의 개혁과 개방  

 농업, 공업, 과학 기술, 국방의 ‘네 개의 근대화’를 향하여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시작된 국내 개혁 및 대외 개방 정책을 일컫는다. 1978 년 12 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1 기 중앙위원회 제 3 회 전체 회의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노선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마오쩌둥의 서거와 장칭(江靑)부인 등 4 인조가 

체포된 2 년 후의 일이었다. 대약진 정책이나 문화대혁명의 혼란으로 피폐해진 중국은 

이후, 종래의 계획 경제를 벗어버리고 대담하게 시장 원리를 채용하게 되었다.  

 인민공사를 해체하여, 개별 농가에 자주적인 권한을 주는 생산 청부제로 바꾸어 국유 

기업을 지키면서도 개인 경영을 인정하였다.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深玔) 등에 경제 

특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외자 도입의 유치를 도모했다.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역이 먼저 잘 살도록 하자라는 덩샤오핑 생각은 ‘선부론(先富論)’으로 알려져 있다. 

1989 년의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은 정치와 경제 활력이 약해졌지만, 이를 지켜본 

덩샤오핑은 1992 년에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개혁과 개방으로의 대대적인 선포를 

행하였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내걸고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연안지방과 내륙지방에서는 격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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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上) 중국의 개혁과 개방 

각국의 교과서를 비교하다  

 

 

《중국에서‘개혁과 개방’노선이 시작되었으며, 1980 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과 대만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중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 일본  각 국의 국내 문제’로 파악하는 대신 기술이 없다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쿄 서적(東京書籍)의 『새로운 사회 역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국, 대만의 민주화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 년 전에 도쿄 서적(東京書籍)에서 출판한 교과서에는 아주 짧은 서술이지만, 

중국의 민주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1970 년대 말부터 경제 개혁에 착수한 중국에서 1989 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정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천안문 사건). 그 후에도 경제는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민주화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와타나베 노리오(渡辺能理夫) 사회 편집부장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일본의 

역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제적인 사건들도 일본과의 관계를 토대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한국의 민주화 등은 각각의 국내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0년 전 교과서에 천안문 사건이 게재된 이유는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로서, 그 후 

일본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가고 있으므로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중국에 관한 기술이 늘어나고 있다. 역사에서도 일중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개혁·개방을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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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야마카와(山川) 출판사의『상세 해설 

세계사 B』를 보면 문화대혁명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부활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사실에 대해서, 천안문 사건과 그 후의 동향 등을 합하여 1 페이지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1992 년 선거에서 김영삼이 32 년 만에 군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되었으며, 차기 김대중도 민주 정치를 추진하였다고 8 줄로 설명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도 《1987 년 계엄령을 해제하였고, 88 년부터 총통에 취임한 리덩후이(李登輝)는 

민주화 추진에 노력하였다.》고 4 줄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오오쿠보 마키(大久保真紀) 

  

 

 

■ 한국  「쟁취한 민주화」에 역점  

 

  한국사를 취급하는 『국사』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한가지 밖에 없다. 교과서에서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내용은‘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 개발’,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2 장에서 다루어진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1960 년대부터 역사를 쫓아가며 

본문 만해도 8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을 무너뜨린 1960 년의 ‘4·19 혁명’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며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확고히 하고 있다. 많은 희생자를 낸 

1980 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군인들의 정권 장악 기도에 반대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는 광주에서 절정을 이루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1987 년에 일어난 전두환 정권 독재에 반대하여 대통령 직접 선거를 요구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시민은 군부 독재와 비리를 규탄하며 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6 월 민주 항쟁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1987), 이에 

군부 세력이 굴복하여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국사 편찬 위원회의 김득중(金得中) 박사는 “광주에서부터 시작된 1987 년의 

민주화운동의  흐름은 오늘날의 한국 민주 정치의 틀을 만들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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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쟁취한 것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세계사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세계사의 『사회 2』에서 취급한다. 금성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중국은“1978 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다는 2 줄 정도이다. 그 외의 본문과 주에서 중국의 지도자로서 

덩샤오핑(鄧小平)을 설명하고 있다.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 중국  총 설계사·덩샤오핑(鄧小平)을 칭송 18 페이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민 교육 출판사의『중국 역사』에서는 

개혁·개방은 ‘중국의 독자적인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단원에서 18 페이지를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치 노선의 대전환을 대담하게 도모한 1978 년 12 월의 중국 공산당 제 11 기 

중앙위원회 제 3 회 전체 회의(약칭 “11 기 3 중전회”)로 시작하여 1997 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론이 중국 공산당의 규약으로서 지도적인 지위를 확립하기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말 이것이 중학생이 읽는 교과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11 기 3 중전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회의는 마오저둥(毛澤東)의 결정과 지시는 모두 옳다는‘양개범시(兩個凡是’의 

방침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새롭게 사상의 해방과 실사구시의 사상 노선을 확립하여, ‘계급 

투쟁을 강령으로 삼는다’는 슬로건을 폐지하고, 당과 국가의 임무를 경제 건설 중심으로 

옮겨, 개혁·개방을 실행한다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 체제가 형성되었다.》  

 

 ‘양개범시’란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화궈펑(華國鋒)의 방침으로, 마오쩌둥의 결정과 

지시를 ‘모두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었다.  

  

학습 지도 요령에 해당하는 중국의『역사 과정 표준』은 ‘11 기 3 중전회는 중국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건설하는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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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이론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지도적 사상임을 인식한다’라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어 교과서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그 

이론과 실적에 대해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도 4 장이나 실려 있다.  

  

그러나 1989 년의 천안문 사건 등 중국 내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에 대한 기술은 찾아 볼 수 없다.  

 

사토 가즈오(佐藤和雄) 

 

 

■ 대만  정권 교대 정치의 상도와 평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남일서국(南一書局)의『국민 중학 사회』에서는 중국사 

부분에서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약 3 페이지에 걸친다. 중국 정부가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천안문 사건 등 정치면에서는 억압을 강화한 것을 강조한다. 

‘중공’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약칭이다.  

 

《중공은 경제에서는 개혁·개방을 실시했지만, 정치면에서는 억압을 강행하였다. 

1989년 베이징(北京)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였지만, 6월 4일 

중공 당국이 동원한 군대와 전차에 의한 진압으로 많은 민중과 학생들의 사상자를 내었다.》  

 

 대만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대만사 부분인 ‘민주 정치의 발전’이란 항목에서 

3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국민당 이외’의 반체제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교육 수준 향상에 힘입어 정치와 사회 개혁을 바라는 

운동이 활기를 띄었다. 정부의 권위적인 지배 앞에 큰 도전이 되었다. 1979 년에 일어난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중의 정치 의식을 높였다. 

1986 년 민주 진보당이 성립되어, ‘당외 운동’은 정당 간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996 년의 총통 직접 선거와 2000 년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흐름 등을 더듬어 가며, 《대만은 정치의 상도를 걷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세계사를 포함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남일서국(南一書局)의 교과서 편집 지도 위원인 초우호이민(周恵民) 정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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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부 교수는 “개혁·개방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관계로 많이 가르치지는 

못한다. 지리와 공민 시간에 취급을 하기도 하고, 역사를 포함해서 세 개 과목에서 종합하여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민에서는 ‘민주 정치를 비교한다’라는 과제를 만들어 ‘실정이 있어도, 정부가 

행정관의 법적 책임만을 추궁하는 나라’와 ‘위정자가 의회와 여론의 감시를 받아 스스로 

사임하는 나라’ 중에 어느 쪽이 민주적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다무라 히로쓰구 (田村宏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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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교토(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1951 년생. 아시아에서의 

법정 사상의 연쇄사를 연구. 

저서로는 『사상 과제로서의 

아시아-기축·연쇄·투기』

등이 있다. 『헌법 9 조 

사상의 수맥』으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상을 

수상했다.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제 1 차 세계대전         

②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일본국 헌법 제정        

③러일 전쟁          

④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

(長崎)로의 원폭 투하       

⑤조선 전쟁(한국 전쟁) 

⑥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   

⑦한국 병합     

⑧일청전쟁과 일본으로의 

대만 할양  

⑨만주국 건국과 붕괴 후의 

중국‘잔류’와 시베리아 

억류 문제 

⑩중국의 개혁·개방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19)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출발점으로서 중요성 가지는 제 1차 세계 대전 

 

 제일 먼저, 제 1 차 세계 대전을 들고 싶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상의 조류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중대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윌슨 미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도 하였고, 

조선에서는 3·1 운동이,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나는 등, 

아시아에서의 식민지 해방 운동이 퍼져갔다. 

 

동시에, 제 1 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식민지 해방과 민족 독립 의 요구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하나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화(対華) 21 개조 요구’와 

시베리아 출병 등이 중국과 구미, 소련과의 알력을 증대시켜 

태평양 전쟁을 향한 복선이 되었다.  

 

 더욱이 국제 연맹이 발족으로 국제 체계가 변하였고 전쟁의 

위법화가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이 크나큰 변동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총력전에 대한  위기감에서 군부의 

대두를 촉진시켰다. 문화와 사상 면에서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의 등장 등 <모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한편, ‘근대의 

초극(超克)’론으로 이어지는 회의적인의 면도 나타났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일본국 헌법 제정’이다. 전쟁으로 아시아 각 지에서 

일본인은 군인으로서 현지 사람들과 직면했다. 그런 일본인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체험을 

했으리라 여겨지지만,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변혁으로는 직결되지 못했다.  

  



  

 14 

하지만, 에도막부 말기 이래의 사상의 흐름 속에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인류사적 의의를 

가지는 헌법이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 온 것은, 군인으로서의 체험과 귀환을  포함한 

식민지의 체험들, 그리고 비참했던 후방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러 전쟁’은 아시아 유색 인종의 자각과 대두를 이끌었다. 베트남, 중국, 인도 

등지에서 유학생과 독립 운동가가 일본을 방문하여 ‘아주화친회(亜州和親会)’ 등 연대 

조직이 태어났으며, 그것이 중국동맹회에 의한 신해(辛亥) 혁명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와 

미국의 흑인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의 원폭 투하’는 중국의 충칭(重慶)과 도쿄(東京) 

등지에서 일어난 비전투 요원을 향한 무차별 학살과 더불어 인류에게 경종을 울렸다.  

  

‘조선(한국) 전쟁’은 미소 대립이라는 냉전 구조를 동아시아에 재생산하였고  일본의  

재군비를 재촉하였다. 지금도 휴전 상태인 채로 21 세기까지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도 냉전을 구조화하였고 , 중국과 대만의 관계 외에도 

티벳과 위구르 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를 오늘날까지 남기고 있다.  

  

‘한국 병합’은, 오늘날에도 그 합법성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화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조선반도(한반도) 지배권 

유지를 위한 만주(滿州)와 몽고(蒙古)를 ‘생명선’으로 하는 논의가 일어났다.  

 

‘일청 전쟁과 일본으로의 대만 할양’으로, 당시까지 동아시아의 지배구조였던  책봉과 

조공 체제가 붕괴되었으며 국제법 체제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대만 영유를 기점으로 

제국(나의 용어로는 ‘국민 제국’)으로 돌아섰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동아 공영권으로 발을 

내딛었다.  

  

‘만주국의 건국과 붕괴 후의 ‘잔류’와 억류 문제’. 만주국 건국으로 일본의 식민지에 

이슬람권이 포함되게 되었고,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의한 지배지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만주국은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한국의 박정희 등이 커가는 무대가 

되었으며, 항일 운동이 중국과 북조선(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는 등, 전후 동아시아 체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편, 중국의 ‘일본인 잔류’와 

일본인의 시베리아 억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21 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거대 

차이나(대중화권)’의 기점이 되었다.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책봉과 조공 체제로 동아시아를 

다스리던 구조와는 달라졌지만, 중화 세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역사적 과제에 

다시 직면해 있다.                    인터뷰: 사토 가즈오(佐藤和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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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下) 한국・대만의 민주화 

 

광주(光州)와 가오슝(高雄) 서로 공명하는 동아시아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광경 같다--.  

   

3 월 22 일에  있었던  대만 총통 선거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3 개월 전 한국 

대통령 선거와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유력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불꽃 튀기는 토론을 한다 싶더니, 이번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집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마치 롹 가수의 콘서트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한 열기뿐만이 아니라, 선거 구도까지도 같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았다. 

  

일찍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한 진영이 집권 여당이다. 이들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맥을 잇는 진영이 이에 맞서 도전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2 대 정당제를 

목표로 하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본과는 다른 민주주의가 한국과 대만에서는 

자라고 있는 듯 했다.  

  

그 토대에는 긴 독재 정권 시대의 체험과 독재를 무너뜨리려 한 민주화의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또한 

실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1980 년경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한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대만에서는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이 있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독재 정권이 탄압하자, 

오히려 민주화의 불길은 타올라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비슷한 

사건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었을까.  

 

1980 년 5 월 18 일. 한국 광주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던 

이행기(李行基) 씨(56)는 그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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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도 연일 이어지고 있던 학생 데모쯤으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이 군인에게 

쫓겨 다니며 곤봉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다. 보고 있기 안타까워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차에 

실었다. 군인들은 운전기사와 시민들에게까지도 기습을 해 왔다.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시작되었다.  

 

그 다음날 이후도 시민들의 항의 데모가 이어졌고, 계엄군과 시민들은 서로 

노려보며 맞서 있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택시와 버스가 데모에 참가해, 

차량들은 열을 맞추어 조금씩 계엄군을 향해 나아갔다.  300 대를 넘는 자동차가 집결해, 

‘택시 부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씨도 그 대열 속에 있었다. 전방에는 장갑차나 총을 

든 군인들이 보였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 주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있었고 반대로 용기가 

솓아났다.” 이윽고 최루탄이 발사되었고, 주변은 한 순간 흰 연기로 앞을 볼 수 없었다. 

갑자기 군인들은 총으로 차 앞 유리를 깨고 이 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데모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뿔뿔이 도망을 치고 이 씨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데모는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았다. 무차별 폭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먹을 것을 나르면서 투쟁을 지지한 

여성들도 있었다.  

  

지금도 매년 5 월에는 그 날처럼 택시가 대열을 짜서 거리를 달린다. “동료들과 

광주 시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민주화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 민주화 운동의 첫 걸음 / 생일잔치를 구실로 모임을 

 

  한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1 년 전인 1979 년 12 월, 대만에서 일어난 것이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이다.  

  

그로부터 6 년 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변호사를 하고 있던 

야오자원(姚嘉文) 씨(69)는 1979 년 12 월 어느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군사 재판에서 반란죄로 징역 12 년을 받아  옥중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듬해인 1980 년 2 월에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동료의 집이 습격을 당해 야오자원씨의 모친과 어린 딸들이 무참히 

참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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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으로 대만의 상황은 크게 바뀌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지난날을 회고하는 야오(姚) 씨는 1987년 가석방을 되어, 결성된 지 얼마 안 되는 야당 민주 

진보당(民進黨)의 주석이 되었다. 지금은 천수이볜(陳水扁) 정권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고시원(考試院)의 원장을 맡고 있다.  

  

사건 당시의 대만은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하고 도망쳐 온 국민당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었다. 1949 년부터 내려진 오랜 계엄령으로 인해 보도와 결사의 자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야오씨 일행은 1970 년대 후반부터 결혼식이나 생일잔치를 구실로 모여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메이리다오(美麗島)’라는 잡지사를 만든 것도 국민당 이외의 

정당 창당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살벌한 공기가 완화된 것은 국민당의 카리스마적 리더였던 

장제스(蔣介石)가 1975 년에 사망한 것이 컸다고 야오씨는 실감한다. 이 점을 보더라도, 18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1979 년 측근에 의해 암살된 한국의 상황과 대만은 

비슷했다.  

  

후계자들에 의한 무력 탄압은 시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감시도 받게 되었다. 

  

야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외의 인권 단체들도 방청을 하러 온 법정에서, 제대로 계엄령 해제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하루 만에 내려진 판결이 일주일 이상이나 소요되었고, 반란죄로 

선고받은 징역 12 년은 제일 가벼운 것이었다. 나를 사형을 시킬 수 없었던 것은 국민당에게 

있어 큰 손실이었다고 하겠지요.”  

 

타이완(台灣)대학의 저우완야오(周婉窈) 교수(52)는 메이리다오 사건의 의의를  

“대만 섬 전역에 정치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 점”으로 보고 있다. “무관심했던 

대만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민당은 예전처럼 탄압으로 민주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진정한 민주화’는 1987 년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같은 해인 1987 년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독재 정권 측이 

‘민주화 선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과 이 점에서도 대만은 대단히 비슷하다. 

  

실은 저우(周) 교수도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한 체험했다. 자극을 받은 것은 

한국이었다고 한다. “여성이 철조망을 빠져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로 데모를 할 수 있어 부럽다고 생각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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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치열한 운동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탄압도 따른다는  

교훈도 얻었기 때문에, 대만은 1980 년대에 철저히 비폭력을 지켰다. 그렇게 회고하는  

민주화 운동 투사도 있다. 

 

 

 

 ■ 보도의 자유는 없다 / 메모를 숨겨서 일본으로  

 

  한국은 이런 식으로 대만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국내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거기에 정보의 바람을 불어 넣은 것이 이웃나라인 일본의 소식통, 이와나미(岩波) 

서점의 월간지 『세계』에 1973 년부터 88 년까지 연재되어 군사 독재 정권을 계속 고발해 온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다.  

 

  당시, 학생 운동으로 당국에 감시를 받고 있던 서울 대학의 박세일(朴世逸) 

교수(59)는 1973 년에 일본으로 유학해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읽었다고 한다.  

 “이 통신을 비롯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계셨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도와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고려대의 최장집(崔章集) 교수(64)처럼 미국 유학 중에 읽은 사람도 있다.  

 

  “당시 한국 매스컴은 완전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도, 그 통신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이 거꾸로 한국에 전해져 학생과 지식인들이 읽었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던 소설가, 황석영(黃晳暎) 씨(65)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복사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암암리에 나돌았습니다. 약국 주인이 번역해  

광주에서 팜플렛으로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의 정보를 일본으로 반입하는 보따리장수를 한 것은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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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등의 기독교 관계자들이었다. 거기에는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다.  

 

어느 일본인 여성은 서울에서 작은 종잇조각을 건네받았다. 옥중 서간 같았다. 공항 

출국 검사는 엄격했다. ‘브래지어 속에 숨기자’. 보디 체크에도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도록 양말에 싸서 가슴 속에 넣었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쓴 저자 T·K 생은 과연 

누구인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2003 년에 종교 

철학자인 지명관(池明觀) 씨(83)가 이름을 밝혔다. 집필 당시에 

일본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해 생활하면서 도쿄여자대(東京女子大) 
교수 등을 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池) 씨는 최근, 1970 년대부터 

80 년대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신문 보도를 검증하는 책을 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자 했습니다. 내가 쓴 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금, 탈 민족주의에 

관한 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 자국 중심주의가 아닌 

동아시아의 시대를 만들 때가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때 독재 정권의 노선을 걸었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 “아시아도 세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옛 생각만을 고집하며 

불필요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980 년대에는 대만의 정보를 접 할 수 없었던 한국도 민주화로 크게 바뀌었다. 

2002 년 광주시에서 열린 광주민주화 운동 세미나에는 대만인 여성이 한 명 초대되었다.  

  

완미주(阮美姝) 씨(79)다. 1947 년 무력 탄압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2·28 사건 

때 부친을 살해당했다. 대만 민주화 운동의 원점이라 불리는 2·28 사건의 유족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완(阮) 씨는 광주 세미나에서 본 광주 사건의 사진들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눈은 어디론가 가 버려 보이지 않고 코는 무참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2·28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버지도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대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2·28 사건은 입에 담을 수도 없었다. 1992 년 출판된  원 

씨의 저서는 유족이 처음으로 쓴 체험기로 주목을 받았다. 재작년 일본어로 번역되어 작은 

출판사로부터 일본에서도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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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씨는 지금, 중국의 앞날에 신경이 쓰인다. 민주화 운동을 무력 탄압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1989 년 충칭(重慶)에 초대되어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천안문 사건은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까?” 예전의 대만처럼 정보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생이 “저를 대만으로 데리고 도망가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학생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  

  이 시리즈를 매듭지으면서 다시 찾고 싶은 장소가 있었다. ‘제 1장’에서 다룬 아편 

전쟁의 현장이다.  

 

일찍이 영국군이 공격 해 온 중국의 광저우(廣州) 시내에는 일본과 한국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도요타, 혼다와 한국의 현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일본 영화와 한국 드라마의 DVD 를 팔고 있었다. 

 

지하철역에는 후지산과 벚꽃이 어우러진 컬러플한 광고가 벽을 뒤덮고 있었다. 일본 

국제 관광 진흥 기구가 ‘일본에 꽃놀이 오세요’란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 

 

광저우(廣州)에서 제일 한 국제여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 1 만 8 천명의 

관광객을 보냈다. “지난해의 2 배입니다. 중국도 생활이 풍부해졌고 이제 해외여행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요.” 일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챠오웬치(趙文志)씨는 이렇게 말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광저우의 신문 『남방 주말』의 쿠오리(郭力) 

기자(28)다. 작년 봄 도쿄(東京)대학에서 열린 ‘일・중・한 저널리스트 대화’에 참가한 후, 

‘각도를 바꾸어서 일본을 바라보자’라는 기사를 써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에서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실제 

일본에 가서 보니 달랐다는 글을 썼더니,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냐라며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만의 정치를 쫓고 있다. “민주화는 중국이 제일 늦습니다. 일본과 한국, 

대만의 민주화는 앞서 나가 있어 중국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대만 총통 선거 때에도 어느 

쪽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민주화의 한 예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고립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다.  

 

구마모토 신이치(隈元信一), 니시 마사유키(西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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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楽土) 

건국이념으로서 만주국은 이 두 가지를 내외에 선전하여, 특히 일본인에게 꿈을 안겨 주었다. 

오족(한족·만주족·몽고족·조선족·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자. 최초로 이를 제창한 사람들은 

민간 재만 일본인이 만든 만주 청년 연맹의 사람들로서, 간부로는 지휘자로 유명한 오자와 

세이치(小沢征爾) 씨의 아버지, 오자와 가이사쿠(小沢開作)도 있었다. 압도적으로 다수파였던 

한민족의 배일 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국 당시 인구 1%에도 못 미치는 일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협화(協和)’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 한편 

‘왕도낙토(王道楽土)’는 무력으로 제패한 ‘패도(覇道)’에 대해서 덕으로 치정하는 

‘왕도’로써,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념이 일본의 

무력으로 만들어진 만주국에서 주창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  광주 민주화 운동 

 한국 내에서 민주화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던 1980 년 5 월 17 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육군의 소수 강경파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등 야당의 유력 정치가와 학생 

운동의 지도자들을 구속했다. 김대중의 정치 지지 기반이며 격렬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던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 광주에는 계엄군을 파견했다. 계엄군은 그 다음날인 18 일, 전남 대학 

학생들의 항의 데모를 탄압하였다.  

 <5·18 기념 재단>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사망자 수는 207명, 부상자 2,392명으로 판명, 

그 외 다수의 행방불명자등이 있다. 1995 년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양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민중) 항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  

 국민당의 일당 지배하에 있던 1979 년 12 월에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시에서 일어난 반체제 운동 탄압 

사건으로, ‘가오슝(高雄)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반체제 지도자였던  황신지에(黄信介) 씨를 발행인으로 

같은 해 5 월 창간된 잡지『메이리다오(美麗島)』(대만 

별명)가 가오슝(高雄)시에서 12 월 10 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한 집회를 기획했다. 이를 당국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저지하려 하자 모인 

시민들과 충돌이 벌어져, 200 명에 가까운 부상자를 내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 황(黄) 씨 

외에도 현 부총통인  뤼슈롄(呂秀蓮) 씨 등, 『메이리다오』측의 인물이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두 이후의 민진당(民進黨) 지도층이 인물들로, 

재판 당시 변호인으로는 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과 이번 총통 선거 때 민진당의 

정부(正副) 총통 후보가 된 셰창팅(謝長廷) 씨, 쑤전창(蘇貞昌)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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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下) 한국・대만의 민주화 

      기억을 만드는 것 

 

《올 여름 베이징(北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1964 년 도쿄(東京)  

올림픽, 1988 년 서울 올림픽. 동아시아에서 열린 올림픽은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은…….》  

 

올림픽 / 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장치 

 

 

■ 1964 년 도쿄 /‘3분에 인생이 바뀌었다’ 성화 봉송 주자  

 

  성화의 불꽃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가고시마(鹿児島)로 날아갔다. 

1964 년에 열린 도쿄(東京) 올림픽에서,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오키나와(沖縄)를 경유해 

비행기로 옮겨진 일본 본토 최초의 땅이다.  

  

44 년 동안 타오르는 도쿄(東京)

올림픽 성화 

=가고시마(鹿児島)시의 

가고시마(鹿児島) 현립 청소년 

연수 센터 

가고시마시의 교외에 있는 현립 청소년 연수 센터. 

‘희망의 불’이라 이름을 붙인 그 불은 본관 로비의 선박용 

램프 안에서 오렌지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3 센티 정도의 불꽃이 

하늘거리고 있었다.  

 

1982 년에 당시, 연수 센터의 차장이 아는 이로부터 

양도를 받았다. 아는 사람은  성화 릴레이 당시, 낙도의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섬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남몰래 성화를 옮겨 자택에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급유와 청소를 하면서 

불을 지켜왔다. 손에 촛불을 들고 모이는 모임이나 캠프파이어 

등에 사용한다. 하마시마 마스미(浜島真澄) 연수 주사(4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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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불꽃이지요. 전후   부흥의 상징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은 도쿄 올림픽인 만큼, 같은 불꽃이라도 느낌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성화 릴레이의 최종 주자는 당시 

와세다(早稻田)대학 학생이었던 사카이 요시노리(坂井義則) 

씨(62)다. 히로시마(廣島)에 원폭이 투하되던 날 태어났고 달리는 

폼이 멋있다고 하여 선발되었다. 일본 전역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 후 어디를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 

왔다고 한다. ‘(성화를 손에 들고 달린) 3 분이 인생을 

바꾸었다.’ 

 

 

패전의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일본을 세계에 알린 

도쿄 올림픽.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참여 의식이 대단했다. 

그래서 나는 비뚤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당시를 아는 사람들의, 그 당시 가졌던 희망을 깨버릴 수는 

없다.” 

도쿄(東京) 올림픽 개회식. 

손에 성화를 들고 달리는 

마지막 봉송 주자 사카이 

요시노리(坂井義則) 씨 
 

올림픽을 전후로 도쿄에는 고층 빌딩이 건설되고 신칸센도 개통되었다. 평론가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 씨(62)는 “구미를 따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 온 일본이 

그‘근대 일본’이란 틀을 벗어나 구미의 수준이 되었다고 의식을 전환한 것이 도쿄 

올림픽”이었다고 한다. 올림픽은 발전 도상에 있는 아시아의 각 나라가 ‘세계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는 장치라고도 할 것이다. 

 

 

   

■  1988 년 서울 /  비판적이었던 김영삼 이제는 평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한국.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의 이병선(李秉璿) 

부국장(43)은 1986 년에 고려대 학생회장이 되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무력으로 실권을 

잡은 전두환(全斗煥) 정권의 정통성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며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다.  

 

민주화 운동은 일반 시민에게도 확산되어 이듬해인 1987 년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정권 여당은 6 월 말 ‘민주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올림픽을 앞에 두고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강경 수단은 쓸 수가 없었다. 올림픽 유치는 결과적으로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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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로 개회식을 본 이 씨는 ‘이런 잠재력이 이 나라에 있었는가’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한, 그는 일본 신문사의 서울 지국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인 기자들이  한국의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을 취재하는 모습들도 가까이서 보았다. “올림픽은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라,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1987 년에 야당인 통일 민주당의 총재로 취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80)은 취임 당시 서울 올림픽을 나치 지배하의 베를린 

올림픽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었다. 지금은 “올림픽은 한국이 정치적,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고 평가한다. “멀게 만 느껴졌던 소련의 

사람들이 한국에 온 것도 컸다”고도 회상한다.  

 

  

반공주의 국가였던 한국에게 있어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진영은 이른바 ‘적’이었다. 국교도 없었다.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류연창(柳然昌) 

씨(60)는 양 국 선수들을 보고‘우리와 똑 같은 인간이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마음이 글로벌화 되었다.’ 

 

올림픽을 발판으로 한국은 북방 외교를 전개하여 소련,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켜 

갔다. 올림픽 후에는 외국 여행도 자유화되었다. 교회 단체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오재식(吳在植) 씨(74)는 “올림픽으로 모든 국제적인 표준들이 한국에 들어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 효과도 있었다. 민주화, 평화, 인권에 대한 세계의 전망을 배웠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 있어서, 올림픽은 급격한 개발을 동반한다. 공해와 

강제 철거 등 마이너스의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나라의 도량’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 조직 위원장이었던 

박세직(朴世直) 재향 군인회 회장(74)은 “스포츠를 통하여 사고가 바뀌면 정치도 따라 

바뀐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국민의 

자신과 자긍심은 마음의 여유를 낳았고, 그 나라를 다음 발전 단계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2008 년 베이징(北京) / 개발 일변도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줄 서요. 줄 서!” “내리는 사람이 먼저예요.” 

오후 5 시가 넘어 통근 객으로 북적이는 베이징(北京)시 건국문 밖의 지하철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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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노란색 재킷에 질서를 지키자는 슬로건이 적힌  빨간 

어깨띠를 매고 있었다. ‘수도 정신문명 건설 위원회’가 추진하는 매너 향상 캠페인의 활동 

부대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매너와 침을 뱉을 때는 화장지를 사용하자는 등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며 

정모지에(鄭黙傑)  부주임은 말한다.  

  

베이징에서는 건설 붐이 계속되었고 지하철 등 교통망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회계사 몽웨이홍(孟衛紅) 씨(44)의 집 가까운 곳에도 곧 지하철이 개통되어, 버스로 30 분은 

걸렸던 시내 중심부까지 10 분에 갈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악취가 풍기던 근처의 강도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교통과 환경 면에서는 변화를 실감합니다.” 몽(孟) 씨는 “지난 

30 년 동안의 개혁과 개방으로 중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아주 높아졌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의하면, 경기장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 10 만 명에 대해  90 만 

명이 신청했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 시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연구원 장윤환(張雲方) 씨(63)는 “올림픽에서는 경제보다 

정치, 정치보다 문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족 진흥에는 평화적인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다. 올림픽은 그것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2004 년 헌법에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포함시켰다. 정부 비판을 

계속해 온 프리라이터 리우시아오보(劉暁波) 씨(52)는 “조금씩이지만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인정받게 되었다.” 단, 티벳 자치구 등에서 소란이 일어나 올림픽에 

대한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침착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 모방후(莫邦富) 씨(55)는 베이징 올림픽을 

‘입춘’이라 비유한다. “그 날의 전후로는 차이가 확실하지 않지만, 꽃이 피는 봄을 

부르는 절기다. 중국은 격차 등의 문제도 안고 있지만, 올림픽은 개발 일변도를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오오쿠보 마키(大久保真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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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챠(吳密察) 대만 역사 박물관장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 (20)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 형님 격이 있어서는 만들 수 없다 

 

  동아시아 각 국의 역사라는 시점에서 10 대 사건을 선택할 

것인지, 동아시아라는 스케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른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150 년을 본다면, ①중화 제국 패권의 

붕괴 ②일본 제국의 성립과 붕괴 ③미국 패권의 확립 ④중국의 

재기와 대두라는 4 가지 주제로 정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다. 일청 전쟁과 대만 

식민지화가 가장  중요하다. 전쟁으로 동아시아 내부의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 일본 제국의 발전과 붕괴로 이어져 갔다.  

  

그 때까지 대만에는 국가가 없었지만, 거기에 강력한 식민지 

정부가 들어섰다. 대만인에게는 하늘에서 현대 국가가 뚝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식민지주의의 현대 국가였다.  

  

20 세기 중반 이전의 동아시아에서 최대 시나리오는 일본과 

중국의 흥망이다. 서로를 적대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배워왔다. 그리고 20 세기 후반이 되어 제 3 세력인 미국이 

동아시아에 들어왔다. 그것이 냉전 체제이다.  

  

20 세기 후반부터는 아랍 세계의 저항을 제외하면 온 세상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진출에 의한 글로벌화는 생활의 

균질화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지역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 버렸다. 

어릴 적부터 맥도날드에서 자란 세대는 전통의 맛을 모른다.  

1956 년생. 

타이완(台湾)대학 역사학부 

교수.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수료. 

편저에『대만사 소사전』, 

『기억하는 대만-제국과의 

상극』등이 있다. 박물관은 

내년에 정식으로 개관한다.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 일청전쟁과 대만의 일본 

식민지화  

②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문화적 영향  

③ 중국의 개혁·개방  

④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이하는 시대 순）  

⑤ 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국 

⑥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개국  

⑦ 일본의 조선 병합  

⑧ 신해(辛亥) 혁명  

⑨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 

⑩ 조선 전쟁(한국 전쟁)  

  

중국의 대두는 21 세기에 사는 누구나가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이다. 인구와 토지의 

크기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미치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군비 확장이 계속되면 은연중에 군사 

대국이 된다. 세계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지만, 인류 문명이 함께 안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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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폭탄이기도 하다.  

  

일본은 만주 사변 이후, 자신의 세력 팽창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만주국으로 

만족했다면 일본 제국은 붕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왜 15년 전쟁에 돌입해 갔는지, 

나도 잘 모른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은 구미에 대항한다는 면에서는 일부 올바른 방향도 

있었다. 단지, 구미는 너무 강력해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실지로 일본은 

중국에게 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진 것이다.  

  

전후 일본의 역사학자가 일본 근대사를 기술할 때에, (일본 본토 등) 4개 섬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좋다, 나쁘다는 제쳐 놓고라도 20 세기 전반의 일본은 

틀림없이 제국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내셔널리즘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내셔널리즘은 19 세기 중반 이전처럼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근대주의의 반성 위에 선, 21 세기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내셔널리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셔널리즘을 대신하는 새로운 말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에게는, 대만 고유의 특색 있는 새로운 사회 만들기와 정치 통합을 위한 운동을, 

존중하며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일본은 50년에 걸친 대만과의 식민지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대만의 노력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형님 격 (중국)이 있어서는 만들 수 없다. 게다가 역사의  감정의 골이 

있다. 서로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려 해 왔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대만과 

같이 확장주의적, 군사적, 제국주의적이 아닌, 내셔널리즘을 공유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 다무라 히로쓰구(田村宏嗣)  

 

 

＊주 ：“한국 전쟁”은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으로 부릅니다만, 모두 인터뷰대로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