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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만주 사변(満州事変)과‘만주국(満州国)’(上) 

 
《유럽 전역을 휩쓴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를 추구하는 기운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満州)라 불리고 있던 중국 동북부에서의 권익 확보와 

새로운 확대를 겨냥하여 무력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이 만주 사변(満州事変)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대륙에서 수렁 창에 빠진 듯 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미국과도 대립하게 

된다.》  

 

▼ 만주 사변 満州事変 

일본이 중국 동북부(만주(満州))와 내몽고 동부를 침공한 전쟁. 사변 기간은 좁게는 

1931 년 9 월 18 일의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으로부터 1933 년 5 월 31 일의 탕구(塘沽) 

정전협정까지를 말한다. 넓게는 일중 전면 전쟁이 일어난 1937 년 7 월 7 일의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까지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 부른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부전조약(不戦条約) 등의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사변’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일부러 내각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얻은 뤼순(旅順), 다롄(大連) 등의 조차지와 남만주철도(만철)의 

경영권을 ‘특수 권익’이라 부르며 중시했다. 이를 되찾으려는 중국 측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일본이 상주시키고 있던 관동군이 펑톈(奉天)(지금의 선양(瀋陽)) 근교의 

류타오후(柳条湖)의 만주철도선을 폭파하고는, “중국군이 폭파했다”라는 구실로 삼아 

공격을 개시했다. 이를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이라 부른다. 관동군은 만주(満州)와 

내몽고 동부의 영유를 목표로 했지만, 육군 중앙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의(溥儀)를 앞에 세워 ‘만주국’을 만들고 정권을 조종했다.  

 

 

만주의 ‘진실’, 파란 봉투가 도착했다 

 

비 오는 밤하늘에 소방차 사이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7 년 9 월 18 일 오후 

9 시 18 분이었다. 이날 나는 중국 선양(瀋陽)시의 ‘9·18 역사박물관’앞에 서 있었다. 일 

년에 한 번 선양(瀋陽)시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76 년 전 이날 밤, 일본 군대가 갑자기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시작하여, 순식간에 중국 동북부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다. 기념식은 

그 기억을 되살리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의 공습경보를 상기시키기 위한 사이렌이 3 분간 울렸다. 광장에 모인 고교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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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쉐량(張學良)（1901~20

01）장쭤린(張作霖)의 

장남. 아버지가 

관동군에게 살해당한 후 

펑톈(奉天)파 군벌을 

계승하자 국민 정부에 

합류했다. 1936 년, 

공산당과의 내전을 

우선한 장제스(蔣介石)를

연금해 ‘항일’로 

전환할 것을 강요했다. 

이로 인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하여 

일본군과 싸우게 

되었지만 장쉐량(張學良)

자신은 유폐되어 제 2차 

세계 대전이후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 

 

병사, 무장 경찰관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직립 자세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 일 후‘항일 전쟁’을 테마로 한, 가까운 

푸순(撫順)시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3 년 전까지 중국 동북부에서 군 

세력의 실력자였던,장쭤린(張作霖)=사진=의 손자인장뤼스(張閭實) 

씨(45)이다. 심포지엄 주최자가  초대했다고 한다.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한 장쭤린(張作霖)에게서 군사 세력을 계승한 

장쉐량(張學良)은 뤼스(閭實) 씨의 백부이다. 쉐량(學良)은 만주 

사변 후에는 동북지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일 전쟁 후 

대만으로 옮겨갔다. 그 일족도 마찬가지였다. 뤼스(閭實) 씨가 

일족의 고향인 선양(瀋陽)으로 돌아온 것은 올해 5 월이었다.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 

과거에 관해 말하지 않았던 장쉐량(張學良)이었지만, 뤼스(閭實) 

씨 등 친족들에게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킨 다음 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변의 실태를 파악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국제연맹이 만주 

사변의 원인 조사와 해결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낸 릿톤 

조사단이다. 그 보고서는 당시의 많은 일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을 그리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일본이 

연맹으로부터 탈퇴하게 되었으며, 일본 내에서 배외주의, 

반구미주의가 강화되었다.  

 

  릿톤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는가. 나는 릿톤 일행이 걸은 길을 따라 가 보기로 

했다. 

 

 

■ 공산당과의 싸움을 우선시해,  

일본군에게는 저항하지 않았다 

 

무릇 국제연맹이 조사단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만주 사변이 일어났을 때, 난징(南京)을 수도로 하는 국민 

 



  

 3

정부의 지도자장제스(蔣介石)는 국내에서의‘적’인 중국 공산당 세력을 괴멸시킬 것을 선결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는 저항하지 않고, 국제연맹 무대에서 결착을 

도모하기 위해 즉시 제소했다.  

  

제 1 차 대전 후 탄생한 국제연맹으로서는 처음으로 맡는 중대한 국제 분쟁이 되었다. 

일본은 연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으며, 중국도 만주 사변이 

발생하기 4 일 전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뽑힌 직후였다. 현재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지위와는 반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단은 1932년 2월에 일본에 도착했다. 

우스이 가쓰미(臼井勝美) 쓰쿠바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릿톤 등은 도쿄(東京)에서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수상 등 정부 

요인과 연달아 회견을 갖고, 일본의 입장에 관해 정중하게 귀를 

기울였다.  1932 년 3 월, 릿톤 

조사단(릿톤은 앞줄 

왼쪽에서 2 번째)은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했다.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육군 장관은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의 좁은 국토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으로 자원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 진정한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나는 중국을 통일된 문명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 대륙으로 옮겨 간 릿톤 등은, 난징(南京)에서 장제스(蔣介石)를 비롯한 

정상들과 회담한 후, 베이핑(北平)(지금의 베이징(北京))에서는 장쉐량(張學良)을 만났다. 

자신의 거점이었던 만주(満州)를 빼앗긴 장쉐량(張學良)은 일행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둥산성(東三省(満州))은 인종상, 정치상, 경제상으로도 중국과는 분리할 수 

없다” “분규가 일어난 진정한 원인은 중국이 통일하려는 것을 일본이 질투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둥산성(東三省(満州))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될 수 있는가. 이 점에서부터 중일의 주장은 정면에서 맞서고 있었다. 

 

 

■ 일본에 의해 접촉을 방해 받은 학생들 편지로 고발  

  

릿톤 일행이 중시하였으며 가장 고생을 한 것은 만주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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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이었다. 일본과‘만주국’측이 조사단의 안전을 지킨다는 구실로 주민과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회견은 항상 많은 곤란 속에서 비 리에 행해졌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주민들은 어떻게 릿톤 조사단에 접근하여 무엇을 전한 것일까. 9·18 역사박물관의 

왕찌엔슈에 (王建學) 연구원에게 물었더니, 당시의 펑톈(奉天)(지금의 선양(瀋陽))에 있었던 

공티엔민(鞏天民)이라는 은행가의 이름을 꺼냈다.  

  

왕 씨의 설명은 이러하다.  

  만주 사변이 일어나 10 만 명 이상의 선양(瀋陽) 시민들이 베이핑(北平) 등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공(鞏) 씨는 남아서 침략자에게 저항을 시작했다. 기독교 청년을 모아서 

의용군을 지원했다. 그는 릿톤 조사단에게 편지를 쓰도록 학생들에게 호소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  

  

보고서에도 실제로, ‘만주국’에 반대하는 학생과 청년으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쓰여 있다.  

  

2005 년 7 월, 선양(瀋陽) 현지 석간지 『선양만보(瀋陽晩報)』는 

공티엔민(鞏天民)의 당시 활동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다. 아들인 공꿔씨엔(鞏国賢) 씨의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공(鞏) 씨 등 9 명으로 결성된 그룹은 릿톤 조사단이 오는 것을 

알고, 사변이 일본 측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으며 만주(満州)의 신정권이 일본인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려 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몰래 모아 

『TRUTH(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인 책자를 만들어, 선양(瀋陽)에 거주하는 영국인 목사에게 

건넸다. 목사는 자택에 릿톤 등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몰래 책자를 

건네주었다. 목사는 우연히도  릿톤의 친척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확실한 것일까.  

   

왕 (王) 씨에게 물어 보았지만,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을 뿐,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쪽에서는 아직 책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대답이었다. 공꿔씨엔(鞏国賢) 

씨에게도 아는 사람을 통해 취재를 부탁해 보았지만, 확실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곳은 국제연맹의 자료를 보관하는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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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은 정말로 릿톤의 손에 건네졌는지요?”라는 물음에, 이틀 후 “관계 

사료 안에 있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릿톤 조사단에게 전해진 

책자 『TRUTH』. 유엔 유럽 

본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동 도서관 제공) 

  그것은 파란 천으로 표지를 하여 철한 앨범으로 같은 파란 

천으로 된 봉투에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핑크색 실로 

‘TRUTH’이라고 자수가 놓여 있었다. 75 개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주된 건명을 보면, 

  

▼ 1931 년 9 월 18 일 이래, 일본 병사에 의해서 총살당한 죄 

없는 시민들의 리스트  

 ▼ 학교 교과서에 고쳐 적고 삭제한 리스트  

 ▼ 일본군 헌병에 의해서 검열된 편지  

  

이들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영문으로 타이프한 27 페이지의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다.  “증거 중 몇 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입수했다”라고 사정을 밝힌 후,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의 계획성과 그 후의 주권 침해, 만주국 건국에 관해 일본의 군 

당국이 행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만주철도선의 폭파는 무력 공격의 구실로 

꾸며낸 일이다” “만주국의 건국은 일본인에 의해 준비되고 조종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마지막 ‘결론’은 절실한 호소였다.  

   

“만주 인구의 95%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 중국인은 이대로 

중국인이기를 바라며, 영원히 중국인이기를 원할 것이다”책자를 만든 9 명은 전원, 본명과 

직업을 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명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잘려나가고 

없었다. 연맹 측이 9 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냈을지도 모른다. 

 

 

■ 9·18 사변 이후, 중국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다  

  

조사단은 만주 체제 중에 1550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2 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만주국 정부’와 일본인에 대해서 통렬하게 적의를 표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다.  

  

“공사의 회견과 편지 및 진술에 의해 제공된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만주국 정부’는 현지 중국인에게는 일본 측의 앞잡이로 간주되어, 중국 측의 

일반인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본군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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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톤 보고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일본은, 보고서가 

공표되기 직전인 1932 년 9 월에 만주국을 승인했다. 다음 해,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부정하는 

권고를 가결했을 때에는 한 국가만이 반대하여,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던져 버리고 

연맹에서 탈퇴했다.  

 

        ×  

  만주 사변을 경험한 사람은 중국에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현지 역사가에게 

부탁을 해, 선양(瀋陽) 시내의 양로원에 사는 95 세의 싼리츠(單立志) 씨를 만났다.  

  

그는 최북단 헤이룽장(黑龍江)성에서 태어나 자랐다.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국민당이 동북지방을 버렸다고, 모두가 

수군거렸다”고 한다. 이듬해, 마을에 나타난 일본군에게 저항하여, 마을의 ‘반일회’에 

참가한 그는 마침내 ‘항일’게릴라전에 참전하는 병사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항일운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이‘중국인’이라는 의식을 키워 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의 부핑(歩平)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편 전쟁 이후, 조금씩 키워 온 중국인으로서의 의식은 9·18 사변과 그에 계속 

된 항일전쟁으로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중국인이 단결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시자와 다쓰히코(吉沢龍彦) 

 

        ◇  

 사변에 의해서 탄생한 중국 동북부의‘새로운 국가’의 내막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내일 지면에서.  

 

미니 칼럼   만주 사변 무렵의 세계와 일본 

1920 년대, 국제사회에서는 ‘워싱턴 체제’라 불리는 협조 질서가 생겨났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발족되었다. 해군군축(海軍軍縮)조약과, 중국 영토와 주권 존중을 합의하는 

9 개국 조약도 체결되었다. 1928 년에는 전쟁 포기를 목표로 하는 부전조약(不戦条約)도 체결되었다.  

한편, 일본 육군에게 있어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과 공산주의는 위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29 년에는 세계 공황이 시작되었다.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교토대 교수의 

저작에 의하면, 1931 년 농가에서는 딸을 파는 일이 속출했고, 결식아동도 급증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도시에서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노동쟁의 건수는 최고에 달했다. 다음 해에는 자식과 

함께 자살하는 일이 잇따라, 1900 년 이후 실시한 사망원인 통계조사 개시 이래로, 자살 사망률이 

최고를 기록했다. 절망적인 사회·경제 상황이 만주국 붐의 배경이 되었다.  

 

 

 



  

 7

 

▼ 관동군(関東軍) 

일본이 중국의 동북지방(만주(満州))에 둔 상비군. 일본은 뤼순(旅順), 다롄(大連)을 

포함한 랴오둥(遼東)반도의 조차지가,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산하이관(山海關)’동쪽에 위치해, ‘관동주(關東州)’라고 불렀다. 이 조차지와 일본이 

경영하던 남만주철도(만철)를 지키기 위해서 둔 군대가 그 전신이다. 1919 년, 관동(關東) 

도독부의 개혁으로 군사 부문이 떼어내져 독립된 관동군이 탄생했다. 병력은 만주 

사변까지 1 만 명 남짓 머물렀다. 장쭤린(張作霖) 폭살사건과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은 

모두 관동군 참모의 모략이었다. 만주 사변 후에는 병력을 증강해, 항일운동의 진압과 

화베이(華北), 내몽고로의 침략 공작을 담당했다. 후에 생물병기 개발을 위한 인체 

실험을 실시한 731 부대도 관동군의 조직이다.  

 

▼ 릿톤 조사단 

만주 사변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파견한 

조사위원회. 미▪영▪불▪독▪이태리의 5 개국이 위원을 

1 명씩 선출했고, 영국인 빅터 릿톤 경이 위원장을 

맡았다. 릿톤은 인도 총독의 아들로 벵갈 주지사 

등을 지냈다.  

 조사단은 1932 년 2 월말부터 일중 양국을 돌면서, 

같은 해 가을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본의 군사 

행동은 자위 조치로, 만주국이 자발적인 독립 

운동으로 태어났다는 일본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이익에도 배려를 하여, 연맹 주도 아래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국들이 지도하는 자치 정부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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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만주 사변(満 変州事 )과 

                      ‘만주국(満 国州 )’(上) 

각국의 교과서를 비교하다  

 

 

《만주 사변과 ‘만주국’에 대해,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일본, 

중국, 한국, 대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학생용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술을 

비교하고, 왜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 일본  중국으로의 ‘침략’이라고 표현  

  

일본의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새로운 사회 

역사』(도쿄서적(東京書籍))는 만주 사변과 만주국 건국에 대해 1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만주에서 일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한 현지 

군부(관동군)는 1931 년 9 월 18 일, 펑톈(奉天) 교외의 류타오후(柳条湖)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계기로 군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만주 사변). 만주(満州)의 주요부를 

점령한 관동군은 1932 년 3 월, 청조 마지막 황제인 푸의(溥儀)를 원수로 추대하여 만주국을 

건국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만주국 건국 기념일을 축하하는

사람들. 중앙의 안경을 쓴 인물이

푸의(溥儀). 일본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도쿄서적(東京書籍)의 중학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다 

 

 

이후, 국제연맹이 만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일본이 연맹을 

탈퇴한 사실이나, 파시즘 국가인 독일 등과 결부된 점, 수상 

습격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 군부의 정치적 발언력이 점차 

강화된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과를 정리한 항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1980 년대에 불거진 교과서 문제에서는 

일본의 전쟁 행위와 식민지 지배를 ‘침략’이라고 표현할 

지가 쟁점이 되었지만, 도쿄서적의 와타나베 

노리오(渡辺能理夫) 사회편집 부장은 “현재는 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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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나 주권을 침해한 행위를‘침략’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열강 제국에 의한 식민지 분할에 대해서도 ‘구미 열강의 

침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만주 사변에 이르는 국내외의 정세에 대해서는 4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세계 공황과 블록경제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의 파시즘 대두를 설명한 다음, 

일본에서도 공황이 일어나고 정당 정치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적혀 있다.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이나 일본에서 건너간 개척단 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술하는 추세인 현행 판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푸의(溥儀)가 일본 군인에게 

둘러 싸여 있는 사진을 실어 괴뢰 국가의 실태를 시각적으로 전하고 있다.  

 

요시자와 다쓰히코（吉沢龍彦） 

 

    

 

 

■ 중국  9·18 사변 설명에 1 페이지 반  

  

중국에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인민교육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중국 역사 

8 년급』에서 만주 사변은, ‘중화 민족의 항일 전쟁’이라는 단원 첫 머리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부터 중국 인민에 의한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학습 지도 요령에 해당하는 ‘역사 과정 표준’을 충실히 따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만주 사변은 ‘9·18 사변’으로 불리고 있다. 과정 표준에서는 

‘9·18 사변(류타오후(柳条湖)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약술하고 있으며, 9·18 사변 이후, 

중국에서 국부적으로 항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이 지침이다.   

   

교과서에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9·18 사변’이라는 제목으로 1 페이지 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으며 첫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일본 침략군은 계획적으로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을 일으켰으면서도, 중국군이 

철도를 파괴했다는 트집을 잡아, 이것을 구실로 중국 동북 군이 주둔하던 

베이다잉(北大營)로 진격하여 선양(瀋陽)성을 포격했다. 9·18 사변이 발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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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가 만주 사변에 이르는 국제 정세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에 비해, 

중국의 교과서는 그러한 기술은 일체 없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 일본 측 모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장제스(蔣介石)가 동북 군에 저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관계로 동북부가 

점령된 점,  이 두 가지이다.  

  

또한, ‘만주국’은 중국에서는 ‘위만주국(偽満州国)’이라 불리며, 일본에 의한 

‘만주국’ 건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북부가 함락된 후, 1932 년에 일본은 이미 퇴위하였던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의(溥儀)를 옹립하여, 창춘(長春)에서 위만주국(偽満州国) 괴뢰 정권을 수립하여 동북부를 

중국에서 분열시키려 했다. 일본 침략자의 말발굽 아래에서, 동북부의 3천만 동포는 

굴욕적인 망국 노예 생활을 보냈던 것이었다》 

 

사토 가즈오（佐藤和雄） 

 

 

 

■ 한국  『세계사』에서 3 줄 만 기술  

  

한국에서 자국사를 다루는 『국사』는 국정 교과서이다. 만주 사변이나 

‘만주국’에 관해서는 국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세계사를 가르치는 『사회 2』에서 

설명하고 있다.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금성출판의 교과서를 보면, ‘전체주의와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줄 정도의 기술로, 다음과 같이 ‘만주국’은 등장하지만, 만주 사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잡고 침략 전쟁을 감행하는 등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여 만주국을 세운 후,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집필자가 취재에 응해준 디딤돌출판의 교과서에서도, 일본 침략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를 싣고 만주국도 표시되어 있었지만, 만주 사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육훈(金陸勲) 태릉고교 교사는 “교과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는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대항해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집필한 의도를 밝혔다.  

  

고교 『세계사』교과서에서는 중학교 보다 설명이 자세해 졌고 ‘만주 사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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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도 나온다. 금성출판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장 제스(蔣介石)가 북벌을 진행하는 동안 세차례나 산동(山東)에 출병하여 

방해하였고 만주 사변을 일으켜 중국 북동부를 점거한 뒤 괴뢰 정권(만주국)을  세웠다》 

 

한국 역사에서 보면, ‘만주(満州)’는 항일 독립 운동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관계로, 국사 교과서에서는 만주 사변에 대한 설명은 없어도 

“독립전쟁은 만주와 중국 본토를 근거지로 하여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일제의 중국 침략이 거세어지면서 만주(満州) 지역 독립군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 대만  ‘위만주국(偽満州国)’ 이 ‘만주국’으로  

   

대만 교과서에서는 만주 사변과 만주국에 대해서 중국사 외에 세계사에서도 유럽 

전선에 호응한 일본의 중국 침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남일서국(南一書局)의 『국민 중학 사회』에서는 ‘10 년 

건설기의 내우 외환’이라는 항목에서 1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10 년 건설’이란 

장제스(蔣介石)에 의한 북벌 통일의 완성으로부터 항일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1928~37년을 

가리킨다. 교과서에서는 ‘10 년 건국’ ‘황금의 10 년’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 사이의 

‘내우’란 공산당의 세력 확대이며, ‘외환’이란 9·18 사변(대만에서의 만주 사변 

호칭)을 가리킨다. 주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선양(瀋陽)성을 포격한 것이 9·18 사변이다. 다음 해, 일본은 동북 지방 

전역을 점령하고, 퇴위한 청 황제 푸의(溥儀)를 옹립하여 만주국을 만들어, 괴뢰 정권으로서, 

중화를 가지고 중화를 제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사에서는‘제 2차 세계대전’의 ‘조사 학습’항목에서 《일본은 

1931~37 년 사이에 어떻게 중국 침략을 실시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예전의 대만 교과서나 현재의 중국 교과서와 비교해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것은, 

‘만주국’에 대한 표기이다. 1983 년의 ‘역사 과정 표준’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위만주국(偽満州国)’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위(偽 가짜)’라는 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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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  

  

남일서국(南一書局)의 교과서 편집 지도위원인 초호이민(周恵民) 정치대학 역사학부 

교수는 “9·18 사변은 일본의 중국 침략의 시작으로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국민당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서의 기술은 적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푸의(溥儀)가 일본의 군인과 고급관료에 둘러싸인 기념사진도 

소개하며, ‘만주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초(周) 교수는 “1933 년에는 많은 

대만인이 만주국으로 돈 벌이를 떠났다”라고 말하며, 대만의 역사로 봐도 만주국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무라 히로쓰구（田村宏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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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9) 

--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공산당 혁명을 낳은 중일 전쟁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역사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시대 순으로 뽑았다. 단, 

변화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축적으로 

일어나므로, 반드시 ‘사건’만인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의적이라는 것에도 주의를 해두고 싶다.  

  

첫 번째로, 상식적이기는 하지만 아편 전쟁이다. 

누구도 중국이 그토록 간단하게 서양에 진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아시아가 서양 근대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메이지 유신이다.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가 

외부의 압력에 반응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내부 발전의 

계기로 삼아 근대국가를 만들어 갔다. 여기서 말하는 메이지 

유신은 개국에서 부터 근대국가 성립까지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1948 년 생. 일본 정치 

외교사가 전문. 중일 양 

정부의 합의로 작년 12 월에 

시작한 중일 역사 공동 

연구의 일본 측 단장.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아편 전쟁         

②메이지 유신        

③러일 전쟁          

④중일 전쟁         

⑤태평양 전쟁과 원폭 투하 

⑥조선 전쟁 (한국 전쟁)     

⑦일본의 전후 

부흥·고도성장     

⑧베트남 전쟁    

⑨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⑩중국의 개혁·개방   

(연도 순) 

 

  세 번째는 러일 전쟁이다. 위에서 사건은 다의적일 수 있다고 했는데, 러일 전쟁도 

그렇다. 서양 문명을 몸에 익힌 비서양 국가가 서양 열강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피억압 국가에게 큰 충격을 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 병합을 진행하며 식민지 대국으로 나아갔다.  

 

네 번째는 중일 전쟁이다. 일본의 대륙으로의 팽창과 중국의 내셔널리즘이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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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중일 전쟁은 중국 연안부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파괴해 버렸다. 그 결과,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중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만약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시점에서 국민당은 공산당을 제압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 

분기점이었다. 

 

다섯 번째로는 ‘태평양 전쟁과 원폭 투하’를 들고 싶다. 태평양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후발 제국인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정면충돌을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세계사적으로는 일본이 의도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구미 열강의 후퇴가 있다. 

태평양 전쟁의 논리적 귀결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지 독립이 진행되었다. 또한, 원폭은 

세계 군사상의 대혁명으로, 전쟁 본연의 자세를 결정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도 빠뜨릴 수 

없다.  

 

여섯 번째는 조선 전쟁(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다. 이 전쟁이 없었다면, 중일 국교 

회복과 -일본의 강화도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일본의 전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들고 싶다. 군사적 발전 

노선에서 좌절한 일본은 자유 무역 체제 안에서 정당한 경제활동에 의해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여덟 번째는 베트남 전쟁이다. 독립 운동과 냉전 사고가 부딪친 사건이다. 도미노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오늘날의 중요한 교훈이다.  

 

아홉 번째로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결성과 발전, 그와 시기는 다르지만 한국과 대만도 경제발전을 통해서 

중산계급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민주화로 이어졌다.  

  

열 번째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다. 그 후의 중국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재차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으로, 일관된 테마는 내셔널리즘,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 세 가지다. 서양과의 

만남으로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이 촉발되었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루어 갔다. 다음은 내셔널리즘의 극복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인터뷰: 사토 가즈오(佐藤和雄) 



  

 15 

 

제 5 장 만주 사변(満州事変)과‘만주국(満州国)’(下) 

 

슬로건으로  끝나 버린 오족(五族)의 공생 

 

 

도쿄의 신오쿠보(新大久保)는 묘한 거리다.  

  한국, 중국, 몽골,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고,  많은 외국어들이 난무한다.  

 

옛 ‘만주국’이었던 중국 옌볜(延邊)의 조선족 자치주 사람이 낸 가게도 있다.  

  “제 고향 맛입니다”  

 라며,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연구하고 있는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객원 연구원인 

허수동(許壽童) 씨(43)가 나를 데려가 주었다.  

  

허(許) 씨의 부친은 1938 년 8 세 때, 가족과 함께 조선 남부로부터 당시 

만주국이었던 옌볜으로 옮겨 갔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토지를 빼앗겨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도 많았다. 그러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만주로 일본의 세력을 늘리려는 이민 

정책에, 려 나듯 국경을 넘었던 것이다.  

  

허(許)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만주국과 그 

당시까지 일본의 식민지와의 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신오쿠보(新大久保)의 거리가 상징하는 

일본의 지금과 만주국과의 관계다. 일본에서는 지금, 인구 감소와 출생률의 저하를 

보충하기라도 하듯 외국인이 증가하여, 여러 민족과 공생하는 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족협화(五族協和) ’에 실패한 만주국의 교훈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떼자, 허(許)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족협화(五族協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역사를 보아야 하겠지요”  

 

  만주국의 수도였던 창춘(長春)으로 갔다.  

  이곳 또한, 묘한 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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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국 당시에는 ‘신쿄(新京)’라 불리던 곳이다. 장대한 도시 계획으로 만들어진 

건물 군들이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학이나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살아있는 역사의 테마파크라고나 할까.  

  

 

예를 들면, 만주국 정부의 중추였던 국무원은 서양과 

중국의 전통 양식을 혼합한 구조로 일본의 국회 의사당과 

같다.  

 

 왜 이런 곳에 일본의 성이 있는 것일까-- 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거리의 중심에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관동군 사령부의 건물이다. 만주국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일목요연하다. 지금은 공산당의 지린(吉林)성 

위원회이다. 이 지역 최고의 권력자로, 권력의 바통 터치를 

보는 듯 한 생각이 들었다.  

  

침략자의 건물을 부수어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린(吉林)성의 공문서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만주국 시대의 

헌병대 문서 등을 정리하고 있는 장쭈치앙(張志强) 씨(55)에게 물었다.  

마치 일본의 성을 이설한 것 

같은 구 관동군 사령부. 지금도 

그대로 공산당 지린(吉林)성 

위원회로 사용되고 

있다=중국·창춘(長春)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장(張) 씨는 말한다.  

  우선, 일본이 패전하여 만주국이 무너진 당시, 거의 몇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설계는 일본인이 했어도, 지은 것은 중국인이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대세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애국주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침략 당한 시대의 

건물을 남겨두면 역사의 사실이 보일 테니까요.”  

  

그렇다. 여기에 오면, 만주국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런데, 건물에는 ‘위만(偽滿)’ 

‘위만주국(偽滿州國)’의 사적이라는 금속판이 붙어 있었다. 확실하게 눈앞에 존재하는데, 

가짜라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동북윤함(東北淪陷) 14 년. 만주 사변으로부터 만주국의 멸망까지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동북(東北)지방이 점령되어 유린당한 굴욕적인 시대라는 의미이다. 20 년 

전부터 윤함사(淪陷史)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편집장을 맡은 지린(吉林)성 

사회과학원의 쑨찌오우(孫繼武) 씨(81)를 방문했다.  

  

“위만(偽滿)이라 하는 것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지를 빼앗은 일본이 만든 나라니까요.”그 시대를 산 쑨(孫)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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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배웠다. 담배(다바코)와 계란(다마고)의 일본어 발음을 구별하지 못해, 선생님에게 

“바보”라 욕을 먹으며 매를 맞았다.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을 때려도 선생님은 주의를 주지 

않았다. 조례도 따로 따로 세웠다. “뭐가 오족협화(五族協和)란 말인가”. 일본에 대한 

반감만 높아졌을 뿐이었다고 한다.  

  

쑨(孫) 씨들은 1980 년대 말부터 90 년대 말에 걸쳐서, ‘위만(偽滿)’시대에 일본의 

개척민이 이주한 지역의 농민 100 명가량을 인터뷰 조사했다. 드러난 것은 일본 군대에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의 모습이었다. 산과 들로 쫓겨나 황무지를 개간하든지, 토지를 손에 

넣은 일본 개척민의 소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일본인의 대부분도 가난한 농민이었다.  

 

“그들도 일본 침략의 희생자였습니다. 중국 농민과 우호적인 교제를 한 사람도 

있었지요”. 이렇게 말한 후 쑨(孫) 씨는 곧 말을 이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들은 몹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우등 민족이고 중국인은 열등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쑨(孫) 씨가  학교에서 매일같이 강요당한 

궁성요배(宮城遙拝)이다.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해 경배한 후 만주국 황제를 향해 경배하는 

것이었다. 절 하는 순서만으로도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가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 수 

있었다.  

 

 

■ 식민지 정책에 등 떠 려 조선으로부터의 이민 급증 

 

  위에서 말한 허(許) 씨의 고향을 찾아가야 했다.  

  

옌지(延吉) 공항에 내렸다. 차가운 냉기가 피부로 스며들었다. 조선 남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이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특히 만주국이 생긴 후로 조선인의 수는 급증하였다. 왜였을까.  

 

옌지(延吉)에 있는 옌볜(延邊)대학 민족 연구원장인, 쑨춘리(孫春日) 씨(49)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망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시작한 토지 조사에서 증명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떠 려 온 것이다.  

  

조선인들의 이민은 17 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일본 통치 후 만주 사변에 

이르기까지 100 만 명을 넘어 만주국 당시에는 230 만 명에 달했다고 지적을 하며, 쑨(孫) 

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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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을 만든 후, 일본은 조선에서도 왕도낙토(王道楽土)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의 반일 감정은 강했지만, 그 당시부터 일본에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심리도 

싹트기 시작해, 일본인 취급을 받아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몫 챙겨보자고 

만주로 건너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1936 년부터는 계획 이민 정책이 시작되었다. 20 년 동안, 일본 농가 100 만 가구를 

이주시켜 만주 인구의 1 할을 차지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인만으로는 부족하여 

조선인도 매년 1 만 가구를 이주시키려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일본군은 조선인의 ‘반만(反滿) 항일운동’에도 애를 먹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들에게 ‘집단 부락’을 형성하게 하여 외부 항일 세력과의 분단을 도모했다.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를 차로 달리면, 여기저기서 ‘항일 전사’의 기념비와 

만나게 된다. 그 많은 기념비의 숫자들이 일본의 가혹한 탄압과 수 많은 희생자들의  숫자를 

말해 준다. “일본이 여기에 출장소를 낸 1907 년부터 38 년간의 항일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준 옌볜(延邊)주 박물관 연구원 김철수(金哲洙) 씨(58)가 

말했다. 

 

 

 ■ 대만에서도 관료·의사들이,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신분을 요구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만주(滿州)와도 연결되어 있던 대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생겨났다.  

 

  타이베이(臺北)에 있는 중앙 연구원 대만사 연구소의 소장, 쉬쉬에치 (許雪姬) 

씨(54)는, 만주(滿州)에 살았던 대만인에 대한 연구를 1990 년대부터 계속하고 있다. 1947 년 

2 월 28 일에 국민당 정권이 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과 그 후의 탄압을 조사하면서, 

희생자들 중에 만주(滿州)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일본 통치 시대에 관한 연구는 그 당시 중국 남부의 충칭(重慶)에 가서 국민당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만주(滿州)에 간 대만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습니다”.  

 

쉬(許) 씨는 우선, 만주 체험자 700 명의 데이터를 모았다.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만주(滿州) 의대 졸업생만도 100 명 남짓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많았다. 그 배경을 쉬(許) 씨는 이렇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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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는 고등교육 기관이 적은데다가, 취직도 쉽지 않고 일본인과는 급여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대우로 활약할 수 있는 만주로 간 것이지요”. 

 

또한, 대만 출신으로 만주국의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씨에찌에(謝介石)를 동경해 

만주로 건너간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쉬(許) 씨는 만주에서 돌아온 약 50 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무거웠다. 씨에찌에(謝介石)가 전쟁 후에 ‘배신자(漢奸)(중국의 배반자)’가 된 

것처럼 이들도 신변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938 년에 개교한 만주국 최고 학부인 건국대(建國大)를 1 기생으로 

졸업한 리쉐이칭(李水淸) 씨(89)를 만나게 되었다.  

  

“입학했을 때는 오족협화(五族協和)에 대한 이상에 불타고 있었지요. 동창생은 

지금도 형제와 같이 사이가 좋습니다”. 고운 일본어 말씨였다.  

  

가난했던 리(李) 씨에게 학비와 의식주의 비용이 들지 않고, 용돈까지 나오는 

건국대(建國大)는 멋진 곳이었다. 학생은 일본인, 중국인 외에, 조선인, 러시아인, 몽골인도 

있어, 기숙사에서 6 년간 생활을 함께 했다. 일본인은 쌀을 먹고, 중국인은 수수를 먹었다. 

이러한 만주국의 차별에 분노하여, 여러나라 학생들은 쌀과 수수을 섞은 밥을 함께 먹었다.  

 

하지만, 3 기생이 들어온 1940 년 무렵부터는 동요기에 접어들어, 점차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리(李) 씨의 견해다. 일본이 영미와 개전한 1941 년 말에는 관동군에 

의한 사상 탄압 사건이 일어나 옥사하는 건국대(建國大) 학생도 있었다. 

 

전후에는 건국대(建國大) 후배가 2·28 사건으로 살해당했고, 리(李) 씨도 2 년 반 

동안 옥중 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리(李) 씨는 건국대(建國大)를 나와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민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사물을 보는 자세를 

배웠습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 안에서의 이야기. 대학 밖의 만주국은 

모순투성이었다. 행정의 톱에는 중국인을 앉혔지만, 그것은 이름만이고 실권은 그 아래 

일본인이 잡고 있었다. 원래 만주국에는 국적법이 없었으므로 법적으로는 ‘만주 국민’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만(日滿)합병을 할 생각이었겠지요”. 리(李)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 

이렇게 만주국과 일본은 이미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이나 조선과 이어져 있다고 한들 아무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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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 소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시를 살아 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 쑨찌오우(孫繼武) 씨가 말한, 일본인의 ‘우월감’이다. 그런 감각으로는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것은 거짓말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디선가 이민족, 이문화를 업신여기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마모토 신이치(隈元信一) 

 

◇ 

 만주국 건국으로부터 5 년 후, 일본은 중국과 전면 전쟁을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 

달의 특집에서. 

 

미니 칼럼   외국인 208 만 명 

일본은 출생률 저하 등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마치 이를 보충이라도 하듯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6 년 말 현재 188 개국의 208 만 5 천 명이다. 최근 10 년 동안 67 만 

명이나 증가했다.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 6%이다. 국적 별로 보면, 1 위가 

한국·조선인 59 만 8 천 명이지만, 중국이 56 만 명으로 급증하여 1 위에 임박하고 있다. 그 

외, 브라질, 필리핀 순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금의 일본은 20 쌍 중에 1 쌍이 국제결혼을 

한다. 남편이 일본인이고, 아내가 필리핀인이나 중국인인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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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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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국  1932 년, 만주 사변으로 점령한 토지에 일본이 

세운 나라이다. 일본의 괴뢰 국가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괴뢰란 ‘조종하는 인형’이란 의미로, 그 인형으로 데려 온 

인물이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의(溥儀)였다. 청은 만주족이 

세운 왕조였기에, 그 지역 출신자를 원수를 삼으면 국제적 

비난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관동군(만주의 일본군)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만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주국을 승인한 것은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 

이탈리아,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의 세력 하에 들어간 타이, 버마 등, 약 20 개국이었다. 

총면적은 약 130 만 평방킬로미터로, 현재 일본 면적의 3. 4 배의 넓이에 해당한다. 현 

중국의 동북삼성(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쟝(黒竜江))에 내몽고 자치구와 

허베이(河北)성 일부를 포함한다.  

 인구는 건국 당시 3,000 만이었으나, 1940 년에는 4,200 만 명이었다. 중국인이 9 할이고, 

조선인, 몽고인 순이다. 일본인은 2% 정도였다. 일본 민간인은 건국 당시에는 23 만 

명이었으나 패전 시에는 155 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20 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패전 직전에 군에 동원된 개척단의 남자들을 포함하여 군인 

60 만 명 이상이 소련에 의해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 사망자는 6 만 명을 넘었다.  

 

푸의（溥儀）（1906~67）청조 마지막 황제(선통제(宣統帝)). 성은 

아이신자오뤄(愛新覺羅)이다. 2 세에 즉위하여, 신해혁명으로 

1912 년에 퇴위했다. 만주 사변이 한창일 때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1932 년의 만주국 건국과 함께 집정하게 된다. 1934 년에 

황제(강덕제(康德帝)가 되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는 소련에 

억류되었다. 1950 년 중국에서 전범이 되었지만, 59 년에 특사를 받아 

일반 시민으로서 여생을 보냈다. 자서전에는 “관동군은 고압 

전원이었고, 나는 정확하고 민첩한 모터와 같은 존재”였다고 쓰여 

있다. 만주국을 괴뢰국가로 자각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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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만주 사변(満州事変)과 

‘만주국(満州国)’(下) 

      기억을 만드는 것 

 

《구 만주의 대지에 남겨진 ‘잔류 고아’를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문제시 되고 있다. 한편, 중국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본 잔류 고아 

 

■‘민족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역사  

 

 

 1981 년 4 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에 한 기고가 

게재되었다.  

 

중일 우호협회 고문인 쨔오안뽀(趙安博) 씨가 

쓴 “전후, 중국에 남은 일본인 고아 문제를 

생각한다”였다. 이는 중국 주요 미디어가 처음으로 

일본인 잔류 고아 문제를 해설 형식으로 전한 기사라고 

여겨진다.  

 

 

기사에서는 그 해에 시작된 일본인 잔류 

고아의 육친 찾기 방일 조사를 전하며 이렇게 맺었다. 

“나는 많은 중일의 친구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괴로운 전쟁 시대에 중국 인민이 일본 인민에게 보낸 

깊은 정은 중일 우호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큰 의의를 

가진다.” 

중일 국교 정상화 35 주년을 기념하여 

9 월 21 일 인민일보(人民日報)가 게재한

잔류 고아의 특집 기사다. ‘그 은혜는 

산과 같이 무겁고, 그 정은 바다와 같이

깊다’라는 표제이다. 

 

그 이후 중국에서 이 문제는 중일 우호의 중요함을 호소하는 수단으로써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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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졌다.  

 

종전 당시, 구 만주에 있던 약 155 만 명의 일본인 중, 20 만 명 이상이 

굶주림이나 추위 등으로 죽었다. 일본사회가 가지고 있는귀국에 관한 비참한 기억은 

중국에 있는 잔류 고아에 대한 ‘민족의 관용’을 보여주는 역사와 표리관계에 있다.  

 

“전후, 2,808 명의 일본인 아이가 중국에 남겨져 고아가 되었다. 전쟁의 상처로 

가득찬 중국인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했다”. 금년 4 월, 일본을 방문한 

원저바오(温家宝) 수상은 중국 국내에 생중계된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헤이룽장(黑龍江)성 하얼빈의 잔류 고아 관계 연락 조직인 ‘중국 

하얼빈시 중국 체류 일본 고아 양부모 연의회(中国하얼빈市日本留華孤児養父母聯誼会)’의 

이사장인 첸이엉치에(陳英潔) 씨(55)는 누나가 잔류 고아였다. 첸(陳) 씨는 이렇게 

강조했다.  

 

“당시 왜 중국인은 일본 아이를 양자로 삼았을까. 나도 많은 사람에게 물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 귀국을 기뻐하는 모습에 복잡한 심정  

 

이러한 중국 당국의 자세나 관계자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잔류 고아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코 높지 않다.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고아들이 육친과 재회하는 장면이 중국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은 이례다.  

일본에 귀국한 잔류 고아가 중국의 

양부모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1995 년에

중국 하얼빈시 교외 팡정현(方正県)에 

세운 ‘중국 양부모 공묘’이다. 이 

현에서 종전 직후, 많은 일본의 개척단 

관계자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 

후루야 (古谷) 

 

그 이유에 대해서, 잔류 고아 문제에 대한 

저작을 갖고 있는 베이징우전대학(北京郵電大學)의 

왕후원(王歓) 교수(사회심리학)는 “중국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는 프라이드를 손상시키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귀국한 잔류 고아는 그 기쁨을 눈물 흘리며 

말한다. 일본인에게는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많은 

중국인의 심정은 복잡하다고 한다. “그럼, 중국은 

지옥인가, 우리 중국인들이 그렇게 당신들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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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민족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어색해져 버린다” 

 

적지않은 고아들이 귀국 후에는, 중국과의 연락이 소원해지는 것도 그 하나이다. 

“고아들의 일본 생활은 편하지 않다. 체면도 있고, 연락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풍족한 곳에 가서, 우리들 일은 잊었군’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 고독한 양부모에게 동정 

 

중국에서 잔류 고아 문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 년대 후반에 들어서라고 

한다.  

   

2005 년에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장쯔우쿤(張志坤) 연구원과 

꿴야신(關亜新) 부연구원이 정리한 『일본 잔류 고아 조사 연구』(사회과학 문헌 

출판사)는 중국에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계의 씽크탱크 중국 사회과학원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시작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본인 잔류 고아의 역사는 세계사 중에서도 흔치않은 일이 아닌가. 이 만큼 

많은 수의 패전국 아이들을, 전승국 인민이 원한을 잊고 양자로 받아들인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장(張) 씨는 말했다.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선택된 이들은 잔류 고아들의 양부모나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남은 잔류 고아들이었다. 중국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는 늘 양부모에게 시선이 

간다.  

  

“중국의 양부모들은 반드시 생활이 어려워서 곤란해 하는 것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고독이다. 연로한 그들은 자식이 수시로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서에는 일본인이 아이를 맡길 때 금전을 양부모에게 건네주었다는 

양부의 증언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아를 맡았다는 양모의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노후에 아들이나 딸에게 의지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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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강하다. 중국의 지원 관계자는 “중국인은 일본으로 떠난 고아들보다, 

고아들이 귀국한 후의 양부모들의 생활을 동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둥성(広東省)의 지방 신문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2005 년 3 월에 

‘양부모는 고독 속에서 죽어간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 기사 안에서, 

창춘(長春)에 사는 81 세의 양모는 “나는 일본 군인에게 배를 차여서 유산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 그런데, 조그만 여자 아이(고아)를 보았을 때 원한은 머리 속에서 

사라졌다. 내가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1990 년 일본에 귀국한 딸은 매년‘귀향’하지만, 한 번에 체재 가능한 날짜는그리 많지 

않다. 양모는‘외롭게 살아 가고 있다’라고 기사는 전했다.  

  

원(温) 수상은 일본에서 한 연설에서, 고아들이 양부모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양부모들의 인도주의 정신과 자애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으로, 현 중국의 많은 국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감정을 의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선양(瀋陽)=후루야 고이치(古谷浩一) 

 

 

 

 

 

▼ 잔류 고아 종전 시에 구 만주(중국 동북지방)에 살고 있던 약 155 만 명의 일본인 

가운데, 구 소련군의 침공 등 혼란 속에서 친족과 사별하거나 중국인에게 거두어져, 

중국에 남겨진 아이들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전 시, 13 세 미만이었던 사람을 

‘잔류 고아’로, 13 세 이상이었던 여성을 ‘잔류 부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1972 년 

중일국교 정상화 이후, 귀국한 잔류 고아는 약 2,500 명을 웃돌았다.  

 귀국 후 고아들은 일본어 습득 문제 등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생활보호를 

받은 사람도 많다. 국가가 조속한 귀국과 자립으로의 지원을 게을리하였다 하여 

2002 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일어났다. 금년 7 월, 고아들과 

여당 사이에서 새로운 자립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의원 입법 성립을 향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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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 고든 하버드대 교수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 (10)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 모던 걸의 출현, 사회사적으로 중요 

 

약간 변칙적인 형태로 10 사건을 든 것은, 몇 개를 한 

세트로 묶는 것이 보다 깊게 역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건이 단독으로 일어 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세계적 문맥 안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사건 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일들에도 배려를 했습니다.  

  

우선, 아편 전쟁과 흑선(黒船 미국함정)의 내항은 서구 

열강에 의한 세계 시스템에, 동아시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말려들어 가는 사건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일본이 

1875 년 에 이미 강화도 사건으로 참가한 사실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일본의 사회개혁 운동, 조선의 

갑오농민전쟁은 규모가 달라서 같이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가지 모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여 각국의 지방에까지 

침투해 그 영향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의 제기의 수법과 서구 기원의 새로운 

사상·신조가 아우러진 점에서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청일, 러일 두 전쟁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동아시아에 새로운 지정학적·경제적 질서가 형성된 10년간으로 

일괄해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3·1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은, 일본의 패권 앞에서 민족자결을 목표로 한 움직임을 표면화한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 하버드대 교수 1952 년 

생. 1995 년부터 현직에 재직 

중이다. 저서에는 “일본의 

200 년” 등이 있다. 새로운 

저서로는 “일본인이 모르는 

마츠자카(松坂) 메이저 

혁명”이 있다.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아편 전쟁(1840~42), 

흑선(黒船) 내항(1853~54), 

강화도 사건（1875）  

②태평천국의 난(1851~64), 

사회개혁 

운동(1850 년대~1880 년대), 

갑오농민전쟁（1894）    

③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1894~1905）     

④조선의 3·1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1919）    

⑤‘모던 걸’의 

출현（1925）         

⑥만주 사변과 만주국 

건설（1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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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이 두 운동에 대해 내가 대학 세미나에서 

소개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선생님, 5·4 운동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  놀랐습니다만, 

이번엔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하지만 선생님, 3·1 운동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열거한 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통감했습니다. 

 

  

<모던 걸>의 출현은 사소한 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 전에 현모양처의 사상이, 후에는 여성 해방운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 나라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모던 걸>은 세계 각지에서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도시 생활자로서 

그녀들은 상품 구입에 열심이었고, 패션을 바꾸어 가며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주장을 펴기 시작해 남자들을 곤혹시켰습니다. 파라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 기본적 

생활조건은 부모에서 의존하고 있는 미혼자) 등을 둘러싼 근간의 논의와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⑦아시아 태평양 

전쟁（1937~1945）  

⑧미국의 일본 

점령(1945~52),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1949), 조선 

전쟁(한국 전쟁)（1950~53）  

⑨한일 국교 정상화(1965), 

일중 국교 정상화(1972), 

중한 국교 정상화（1992） 

⑩일본, 한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만주 사변과 만주국 건설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긴장 관계를 낳았습니다. 전면 전쟁의 길을 열어 20 세기 아시아의 최대 비극을 

낳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인류의 비극임과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시대의‘마지막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전쟁에 잇달은 같은 시기의 사건으로, 미국의 일본 점령,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조선 전쟁(한국 전쟁)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격변시켜, 이미 물 

밑에서 진행되어 오던 변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냉전이라는 새로운 긴장과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 하에서 진척된 한중일 상호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융합의 민감한 구조를 낳았지만, 이후 추이를 

보면 과거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950 년대, 한국에서는 60 년대, 중국에서는 80 년대에 나타난 경제적 

대두는, 20 세기의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한층 더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후쿠다 히로키(福田宏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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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 전쟁”은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으로 부릅니다만, 모두 인터뷰대로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