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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일중 전쟁(日中戦争) (上)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을 건설한 일본은 마침내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시작한다.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은 손을 잡고 항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중국에 참화를 불러왔지만, 

즉흥적인 진군은 일본 자신의 파국을 초래하는 길이기도 했다. 전선은 이윽고 중국을 넘어 

확 되어 갔다.》  

▼일중 전쟁 (日中戦争)  

 1937 년 7 월부터 약 8 년 동안에 걸쳐 일본이 중국을 침략 

전쟁이다. 지금의 베이징(北京) 교외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을 계기로 전면 전쟁으로 돌입하여, 

1941 년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 된 후, 1945 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전쟁 중, 일본은 많을 때에는 약 100 만 명의 병력을 중국에 주둔시켰다. 양국의 사망자 

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의 일본군의 사망자는 누계 약 45 만 명이라 보고 

있다. 중국 측은 1931 년에 일어난 만주 사변으로부터 1945 년까지를 항일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 동안의 중국 군민의 사상자 수는 ‘3500 만 여명’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다.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남쪽의 화북 5 성으로부터도 장제스(蔣介石)가 

인솔하는 국민당의 영향을 제외하려고 분단 공작에 들어갔다. 한편, 중국 측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치 항일’로 내전을 중지하고 있었다.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이 

일어나자, 당초에는 불확  방침이었던 제 1차 고노에(近衛) 내각이 군부 선행으로 파견 

증가를 결정해, 중국 측은 철저한 항전 태세에 들어갔다. 일본은 처음에는 

‘북지(北支)사변’, 후에는 ‘지나(支那)사변’이라 부르며,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의 중립법 적용을 초래해 군수물자의 수입이 막히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8 월에는 상하이(上海)에서 전투가 시작되고, 승리한 일본군은  더 나아가 수도 

난징(南京)으로 진격해 12 월 13 일에 점령하였다. 이를 전후로, 병사도 민간인도 구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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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난징(南京)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 이 뿐만이 아니라, 

독가스와 세균을 사용하고, 인체 실험을 했으며, 성 폭력 등

거듭하였으며, 무차별 폭격도 가했다.  국민당 정부는 난징

수도를 옮겨서 항전을 계속했다. 공산당의 팔로군(八路軍)도

싸웠다. 부전 조약과 9 개국 조약을 개의치 않는 일본의 전쟁

비난을 받았지만, 1941 년에는 미영 개전으로 전선을 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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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세계의 변화를 오인했다 

 

 

아주 젊은 부관장이란 생각이 들어 나이를 물었더니 37 세라고 했다. 베이징(北京) 
교외의 중국 인민 항일 전쟁 기념관에서 만난 리종위웬(李宗遠) 씨다. 관장도 올해 47 세로, 

나와 동갑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놀랐다. 인민 항일 전쟁, 일본에서는 일중 전쟁이라 하는 이 

전쟁의 기록과 기억을 계승하고 외적으로도 설명을 하는 중직에, 지금은 3-40  사람이 

기용되고 있다.  

  

전쟁 종결로부터 62 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좀 더 노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회에서 50  2 명이 최고 지도부에 들어간 

것을 떠올리면 과연 여기저기에서 세  교 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항일 전쟁은 긴 세월에 걸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물론 리(李) 씨는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쪽의 질문에 한 답은 틀에 박힌 답만은 아니었다.  

 

  항일전쟁에 동원된 중국 민중들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더듬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최근 일본에서의 연구서를 예를 들어 물었더니, 리(李) 씨는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국에서도 그러한 연구가 있는지 어떠한지. 일본에서 책이 나왔다면, 꼭 읽어 보고 

싶네요”라고 말했다. 나쁜 것은 일본이라고 일축하지도 않고 빈정 는 말투도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사가와 유지(笹川裕史) 사이타마 (埼玉大)교수들이 쓴 

『후방의 중국 사회』였다.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 했던 일중 전쟁 당시 중국 측의 

총동원 체제에 해서 억지로 군인이 되거나 식량을 징수 당하거나 한 농촌의 실태를 역사 

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덧붙이면, 일본의 침략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역사적 

사실로서 일중 전쟁의 전체 상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기념관의 전시가 2 년 전부터 조금 변했다. 오로지 공산당의 전투로만 그려져 온 

전쟁이었지만, 거기에 장제스(蔣介石/장개석)가 인솔하는 국민당 정부군의 설명이 조금 

추가되었다. 리(李) 씨는 초등학교 시절, 국민당 정부군은 항일 전쟁에 소극적이었다고 

배웠다며, “그 말은 옳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는 국민당 정부군의 역할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되어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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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교  진행되는 중국 / 기념관도 새 단장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난징(南京)에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난징 학살 기념관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이다. “ 학살 기념관”이 아니라, “평화 

기념관”이라 개칭하자는 안이 내부에서 제기되었다라고 

여러 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학살이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존재하는 한 당치도 않는 

시기상조라며 없었던 일로 되었던 것이다.  

  

새롭게 단장한 난징 학살 기념관은, 사건으로부터 

70 년이 되는 올 12 월에 개관한다. ‘반일’강화로 보이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반전 평화’의 취지를 더욱 

강조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난징(南京) 사범 

학에서 만난 장리엔훙(張連紅) 교수는 “서로가 부의 

유산을 제 로 응시하여 미래를 향한 평화적인 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에는 기념관의 명칭도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면, 난징 학살 연구 센터 

주임을 맡고 있는 장(張) 씨도, 작년에 40 살이 되었다고 

한다.  

  

‘세 교체’는 중국의 도시 그 자체에서도 

현저하다. 내년 올림픽 개최를 향해 달리고 있는 

베이징(北京)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인구 700 만 도시가 

된 난징(南京)에서도 가는 곳마다 고층 빌딩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본디, 물과 녹음이 아름다운 고도이지만 시 

중심부에서는 분진 때문인지, 길을 걷는데도 마스크를 하고 

싶을 정도였다. 일본 기업들도 잇달아 진출해 

난징시(南京市) 세수입의 3 할을 외자가 차지한다. 

 

 

■ 국제도시에서 전투 / ‘일본의 횡포’에 주목  

 

  생각해 보면, 정말 무모한 전쟁이었다.  

  발단은 1937 년 7 월 7 일, 루거우차오(盧溝橋) 

부근에서 일어난 일중 양군의 소규모 충돌이었다. 지금은 

장제스(蔣介石)(1887~1975) 중국 

저장성(浙江省) 태생이다. 이름은 

‘중정(中正)’으로, 제스(介石)는 성년이 

된 후의 이름이다. 일본에 유학한 후, 

쑨원(孫文)의 신해혁명에 참가했다. 

1928 년에 난징(南京) 국민당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외국과 

싸우려면  우선 국내의 안정이 

필요하다고‘안내양외( 内安 攘外) ’를 

내걸어,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1936 년 12 월, 

항일을 위해 내전 중지를 요구하는 

장쉐량( 学張 良)등에 의해 시안(西安)에 

감금되었다(시안(西安)사건). 파견되어 

온 공산당의 저우언라이( 来周恩 )등의 

설득도 있었기에 요구를 받아들이고 

난징(南京)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국민당 정부군을 인솔하여 공산당과 

함께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이 패전한 

후, 1949 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지자,

타이완( 湾台 )으로 피해 사망할 때까지 

초대 중화민국 총통을 맡았다.  

 



  

 5

베이징(北京) 중심부로부터 차로 40 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인민 

항일 전쟁 기념관은 다리 부근에 있다. 그 다리 끝에는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마스코트 그림을 벽에 장식한 작은 가게가 

있어,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기묘한 풍경이었다.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확실한 것은, 중국에서, 일본군이 야간 연습을 끝냈을 쯤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일본은 1900 년 의화단사건(북청 사변)에 

열강과 함께 개입한 이래로, ‘지나(支那)주둔군’을 두고 있었다.  

  

애당초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중국 등은 일격에 

굴복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근 화로 앞서 있던 일본은 

전선을 끊임없이 확 해 결국은 파국을 향해 나아갔다. 통수권을 

방패로 한 군부의 독주였다. 그 군내부에서조차 갈라진 의견, 눈 앞에 사로잡힌 ‘점과 

선’의 진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  요인은 중국에서 높았던 내셔널리즘과 

국제 사회의 동향을 모두 오인했던 것이다.  

  

청일,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이후, ‘ 중국 21 개조의 요구’로부터 만주 사변, 

그리고 ‘만주국’ 건설 등, 일본은 중국에서 제 마음 로 행동해 왔다. ‘만주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주변의 5 성(省)을 지배 하에 두려는 획책도 있었다. 일본 내에 있어서도 

청일 전쟁 이후로 중국인에 한 멸시가 두드러진 때였다.  

  

누구든지 인내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당시의 일본은 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일본이 업신여겼던 중국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제도로, 지방 군벌의 지배를 지탱하던 화폐 제도 하나만을 보더라도, 

영국의 도움을 받아 통일했으며, 근 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격렬하게 싸우던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군과 공산당이, 거짓말로라도 

‘항일’로 발을 맞추게 된 시안(西安) 사건은, 일중 전쟁이 시작하기 전해였다. 국민당 

정부에 의한 징병 제도도 시작되었다.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시작된 전쟁은 상하이(上海)에까지 이르렀지만, 

중국측에서는 국제도시에서의 전투로 인해‘일본의 횡포’에 세계의 주목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미, 부전 조약도 있었고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9 개국 조약도 있었다. 제 1 차 

전의 엄청난 참화에, 세계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회피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늦게 찾아온 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양쪽 조약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때 늦은 

 

일중 전쟁의 계기가 된 

사건이 부근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盧溝橋)=베이징(

北京) 교외에서, 

후쿠다(福田)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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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인 채로 돌진해 갔다.  

 

전쟁 개시 당시, 수상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였다.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  그 

 자리에 앉은 직후였다. 하지만, 고노에(近衛)는 

불확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군부를 추인하면서 역주했다. 뒷날, 수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당시 이러한 사건이 발발한 것은 정부 사람들은 

당연히 알지 못했고, 육군 본성에서도 알지 못했던, 오로지 

현장에 있었던 군의 책모에 의한 것이었다” “힘이 

모자라서 중국 전부가 전란에 휩싸여, 국민들 또한 이유 

없는 출사(出師)로 괴로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출사(出師)란 출병을 말한다. ‘이유 없는’출병--. 게다가 

상하이(上海)에서 난징(南京)으로, 더 나아가 

한커우(漢口)로 뻗어가는 전선에, 보급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지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은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본에서 중국 전선에 참전한 병사를 만났고, 

난징(南京)에서는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노인을 

방문했지만, 들어 보면 들어 볼수록 지옥 그 자체였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황군의 진격을 날마다 부추기고 

국민들은 전쟁의 결과에 취해 있었다.  

  

전쟁 초에는 전쟁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중국 

독일 사 트라우트먼을 통한 평화 공작의 시도는, 눈앞의 

전과와 지워버리기 힘든 낙관 속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국민 정부를 상 하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발표해버리자 

계획성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 접근하는 미국과 중국 / 초조해 지는 일본의 

위험  

  

  일중 전쟁을 더듬어 보면, 일본이 무궤도한 행동에 

  

고노에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일중 전쟁에서 1945 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3 번 수상을 역임했다. 

공작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麿)의 

장남으로 태어나, 귀족원 의장 등을 

거쳐서 1937 년 6 월에 제 1차 

고노에(近衛) 내각을 발족시켰다. 

직후부터 시작된 일중 전쟁에서는 

전선을 확 시켜, 난징(南京)을 

공략한 다음 달인 1938 년 1 월에 

“이후 국민당 정부를 상 하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내고 평화의 

길을 닫아 버렸다. 같은 해, 국가 

총동원법을 성립시켜 전시 통제 

경제를 추진하고, ‘동아 신질서’를

주창한 제 2차 고노에(近衛) 성명을 

발표했다. 1940 년 제 2차 내각에서는

정익찬회(大政翼賛会)를 결성하는 

한편,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다. 제 3 차 내각에서 일미 평화 

교섭에 실패하여 총사직한다. 전후, 

A 급 전범 용의으로 출두를 명령받아

음독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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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해지지만,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일본에서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정계에서는 

지금까지 일중간의 불씨가 되어 왔다. 양국의 역사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걱정하는 한 사람, 자민당의 노다 다케시(野田毅) 중의원 의원은, 아시아에 

해, 특히 중국에 해서는 “적어도‘ 중국 21개조 요구’에서는 분명하게 일본의 침략적 

행위가 전면에 나왔다”라고 말한다. 일본 측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문의 

장에서 검증해 나가야 하며, 정치의 세계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참배 문제로 일중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역사 문제는 다시 불이 붙었다.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거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현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겨우 침착성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는 어떠할까.  

  2 자릿수 성장으로 현저하게 두한 중국은, 일전의 공산당 회에서 앞으로의 5 년 

동안의 신체제를 정돈했다. 미국에서는 내년 통령 선거에서 앞으로 4 년간의 신체제가 

정해진다. 유력한 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21 세기에 

있어서 최  중요한 2 국간 관계”라고까지 단언하였다. 정치적인 혼미 상태가 계속되는 

일본은 ‘초조함에 가까운 내셔널리즘’(노다(野田) 씨)을 한층 더 높이게도 될 지도 

모른다.  

  

베이징(北京)과 난징(南京)에서 내가 느낀 중국 측의 잘 알 수 없는 여유는, 단지 

세  교 에 의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일중 전쟁을 둘러싼 인식은 중국에게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일부러 내세워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부의 모순도 안고 있어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고 싶은 것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바쁘다.  

  

올해, ‘가치관 외교’라는 말이 자민당 속에서 나왔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가 외교다. 내셔널리즘을 전면으로, 변해 가는 중국과 세계를 

다시 일본이 오인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전쟁의 교훈은 도 체 무엇이었냐는 얘기가 되어 

버린다.  

 

 

후쿠다 히로키(福田宏樹)  

       ×  

 일본은 중국에서 뻗어 나간 전선을 더 한층 타국으로 넓혀 갔다.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내일 지면에서. 



  

 8

 
*한국에서는 중일전쟁이라는 표기하지만, 본 기사에서는 일본의 표기대로 일중전쟁으로 
합니다. 

 

 

 

 

 

 

▼ 9 개국 조약 1922 년 2 월,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고 일중 양국의 총 9 개국이, 

중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의 존중, 문호 개방, 기회 균등 등을 확인하고 

합의한 조약이다. 무력으로, 중국에게 새로운 권익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일본의 진출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었으며 동시에, 구미 제국주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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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６장 일중 전쟁(日中戦争) (上) 

 

각 국의 교과서를 비교하다  

 

 

《많은 피를 흘리며 무수한 비극을 낳은 일중 전면 전쟁－. 이 전쟁에 해서, 동아시아의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각 나라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중학생용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 본다. 》  

 

■ 일본  ‘난징(南京) 학살’이란 호칭을 바꾸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쿄 서적(東京書籍)의 

『새로운 사회 역사』에서는, 일중 전쟁과 전시하의 일본 

사회체제를 2 페이지에 걸쳐 취급한다.  

  

일중 전쟁의 시작에 해서는 “베이징(北京) 

교외의 루거우차오(盧溝橋) 에서 일어난 일중 양국군의 무력 

충돌(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로부터, 일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라고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당 정부를 신하는 친일 정권의 출현을 기 하여, 이들과 화평 교섭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민중의 항일 의식은 한층 더 높아져, 일본의 

단기 결전 예상은 빗나가고, 일중 양국이 총력으로 싸우는 전면 전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낙타로 물자를 운반하는 일본군 병사의 사진을 실고  “일본군에게는 장기화되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도, 보급 수단도 부족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보급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전쟁을 계속한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일본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본군 

사진. 낙타로 물자를 옮기고 있다. 

전선이 확 되어 일본군의 보급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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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에 의한 가해 행위나 잔학 행위에 관한 기술은 적고, 난징(南京)사건에 

해서도 본문과 ‘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군은 (중략) 수도 난징을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중국인을 량으로 살해했습니다(난징(南京)사건)》=본문 

《이 사건은, 난징(南京) 학살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주 

 

동사의 10 년 전의 교과서에서는, 사망자 수는 “약 20 만 명이라고도 한다”라고 

본문에서 기술했으며, 사건의 호칭도 ‘난징(南京) 학살’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이러한 

가해 행위 기술은 ‘자학적이다‘라는 비판이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영향으로 고쳐진 

형태다.  

 

  와타나베 노리오(渡辺能理夫) 사회 편집부장은 “희생자의 수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것을 배려했다. 호칭에 해서는, 국제적으로는 ‘ 학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주’에 나타냈다”라고 말했다. 

 

요시자와 다쓰히코（吉沢龍彦） 

 

 

■ 중국  12 페이지 사진을 많이 사용하여 생생하게  

 

  중국에서 반수 이상의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인민교육 출판사의 『중국 역사 8 년 

급』에서는, ‘중화 민족의 항일 전쟁‘이라는 단원에서, 전면 전쟁의 발발에서부터 일본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12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전쟁의 발단에 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1937 년 7 월 7 일 밤, 일본군은 루거우차오(盧溝橋) 부근에서 군사 연습을 실시했다. 

일본군은 병사 1명이 실종한 것을 구실로, 완평현성(宛平縣城)의 수사를 무리하게 요구했고, 

중국 수비군은 이를 거절했다. 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일본군은 난폭하게도 

중국 수비군을 향해 진공하고, 완평현성(宛平縣城)을 포격했다. （중략）전국적 규모의 항일 

전쟁이 여기서 발발했다. 루거우차오(盧溝橋)사변은 7·7 사변이라고도 불린다》 

 

학습 지도 요령에 해당하는 중국의 “역사 과정 표준”에서는 중일 전쟁에 해서, 

① ‘7·7 사변’의 역사적 사실을 약술하고, 중국의 전 민족적 항전이 시작된 것을 안다 

②난징(南京) 학살 등을 예를 들어, 일본 군국주의의 흉폭하고 잔인한 침략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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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 ③ ‘ 아장(臺児荘)격전’과 ’백단(百團) 전’등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용맹 과감성과 희생을 마다 않는 정신을 실감한다, 라는 3 가지 점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는 이 방침에 충실히 따른 내용이며, 주요 전투에 해서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교과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역할에 해서는 

“ 근거지의 군민들을 지도하여 완강히 항전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한 저항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라고 평가한다.  

  

‘난징(南京) 학살’에 해서는 2 페이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4 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것 외에도 ‘100명 살해’를 겨루고 있는 장교들을 알리는 신문의 한  지면도 

소개하고 있다. 피해자 수의 기술을 그 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후,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점령한 6 주 동안에 

학살당한, 무기도 가지지 않은 주민과 장병의 수는 30 만 명 이상에 달한다 》       

 

사토 카즈오(佐藤和雄) 
 

 

■ 한국  ‘항일’의 시점에서 7 줄만 기술  

 

  일중 전쟁은, 한국에서는 ‘중일 전쟁’이라 부른다. 중학교에서는 세계사를 

취급하는 『사회 2』에서 다루고 있다.  

  

집필자가 취재에 응해준 디딤돌 출판의 교과서에서는, 제 2 차 전과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관계 등에 해, 3 군데에 걸쳐 총 7 줄 정도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침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순식간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끈질긴 항쟁으로 일본군은 중국 륙에서 발이 묶여 버렸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협력 관계를 이루어, 함께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제 2차 국・공 합작)》 

 

집필자인 김육훈 태릉고교 교사는 “미국이 일본을 꺾어, 제 2 차 전이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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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한국인이 많지만, 중국 민중의 저항도 일본의 패배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자국사를 취급하는 『국사』는 1 종류 뿐인 국정교과서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독립 운동과 중국 측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1932 년 상하이(上海)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인 등을 살해한 윤봉길의 ‘의거’를 

채택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으며,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항일 독립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난징(南京)사건에 해서는, 고등학교의 “세계사”에서 가르치고 있다. 금성 

출판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일본은) 화북으로 진출하여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난징에서는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기도 하였다(난징 학살)》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 만  황민화 운동 강화에 초점  

 

  만 교과서에서는, 중일 전쟁은 중국사, 만사, 세계사 모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널리 사용되는 남일 서국(南一書局)의 『국민 중학·사회』의 중국사 부분에서는 ‘중일 

전쟁과 중공(中共) 정권의 발전’이란 단원에서 약 2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민족의 활력은, 중국 공산당의 발전과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최 의 시련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인은 8 년에 이르는 고난의 항전을 거쳤으면서도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질 못하였다》 

 

개별적 전투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난징(南京)사건에 해서만은 

《일본군은 난징(南京)에 진입하여, 죄가 없는 민중 30 만 명을 참살하였다고 하는 

난징(南京) 학살이란 참사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100 명 살해’의 상황을 전한 일본 

신문의 사진도 싣고 있다.  

  

만사 부분에서는 ‘식민지 통치의 강화’라는 단원으로 약 1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특히 전시 체제하에서의 황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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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년, 총독부는 ‘황민화, 공업화, 남진 기지화’를 선언했다. 만은 전시 체제에 

들어가고, 황민화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었다》 

《 만 호적을 가진 군인·군부가 량으로 징용되었으며, 그 중에는 전선에 보내져 

위안부가 된 여성도 있었다》 

 

또한, 세계사 부분에서도 제 2차 전 설명 중에 2 줄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국민당 정권 시 인 1983 년의 ‘역사 과정 표준’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장제스(蔣介石)에 한 평가가 높았다. 한편, 항일 통일 전선을 같이 진행한 공산당에 

해서는 “항전을 위장하여 지반을 확장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현재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남일 서국(南一書局)의 교과서 편집 지도위원인 초호이민(周恵民) 정치 학 

역사학부 교수는 “공산당 세력 확 로 이어진 1936년의 시안(西安)사건이 없었더라면, 중일 

전쟁의 발발이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전쟁 그리고 장제스(蔣介石)에 한 소개보다도, 

시안(西安)사건과 중일 전쟁에 관한 밀접한 관계를 설명했다”라고 편집 방침을 말했다.  

다무라 히로쓰구（田村宏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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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 

도쿄 가쿠게 (東京学芸大) 교수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11) 

--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철저하지 못한 도쿄 재판이  갈등을 깊게 

  

  일국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를 

공고히 하고, 공통의 역사 인식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선택했다. 일본인의 이해가 모자라는, 중국과 조선의 저항 

운동을 중시했다.  

  

우선,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전쟁 범죄를 재판할 수 

없었던 것도 포함하여, 철저하지 못했던 도쿄 재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은, 15 년 전쟁(만주(満州) 사변에서 제 2차 

전까지)의 최  책임자인 쇼와(昭和) 천황을 면책했다. 

미소의 냉전이 진행되고, 재판은 1948 년 철저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개전시의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내각의 상공장관으로 A 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씨는, 석방되었고 이후 수상으로서 정치의 

중심에 섰다. 철저하지 못했던 전쟁 책임에 한 추궁은, 

오늘날의 일본 정부와 정치가가 과거의 침략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역사 인식으로 이어져,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 번째는, 15 년 전쟁과 중국, 조선이다. 이 전쟁은 

일본에 의한 중국 침략 그 자체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전쟁 

  

 1945 년생.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연구자와 공통 교재 『일한 

교류의 역사』(아카시 서점)， 

한글판은 『한일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혜안)를 이번 봄에 

출판.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 철저하지 않았던 도쿄 재판  

② 15 년 전쟁과 중국·조선  

③ 중국의 항일 전쟁과 조선의 

독립 투쟁  

④ 조선의 식민지화  

⑤ 제 1차 세계 전과 

동아시아의 민중 운동  

⑥ 일본의 패전과 

중국·조선의 해방  

⑦ 재일 코리언의 과거와 현재  

⑧ 일본인의 조선, 중국 

인식과 조선인, 중국인의 일본 

인식  

⑨ 러일 전쟁과 조선  

⑩ 구미 열강의 아시아 진출과 

일본, 중국, 조선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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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어, 노동력과 병력의 공급을 강요당했다.  

  

한편, 중국, 조선쪽에서 보면, 항일 전쟁과 독립 운동의 중요한 시기이며, 현재의 

정권이 존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것이 3 번째이다.  

  

4 번째는, 조선의 식민지화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일본의 지배가 가혹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병 투쟁 등 다양한 저항이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인이 이러한 끈질긴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역사 인식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5 번째는, 제 1 차 전과 민중 운동이다. 일본에서는 쌀 소동이 일어났고, 

조선에서는 3·1 독립 운동이,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나, 민중이 역사를 움직이게 

되었다. 일본에 의한 조선의 지배로 인해, 권력의 노골적인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 번째는 일본의 패전이다. 중국, 조선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양쪽 

모두  두 개의 정권이 생겨 립했다. 일본에서는 평화 헌법이 생겼다. 그러나 한국 전쟁을 

계기로 재군비가 진행되어, 자위 가 창설되었다. 더욱이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 

미국의 체제로 편입되어 진다.  

 

  7 번째로, 재일 코리언(한국·조선인)을 들고 싶다. 왜, 재일 코리언이 일본에 살고 

있는지, 일본인도 본국의 한국인도 잘 모른다. 전후, 그들은 어떠했는지. 한국으로의 귀국,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이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는 취직, 거주, 결혼을 둘러싼 차별도 

심각했다. 재일 코리언은, 외국인등록증에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운동 등을 전개하며 차별과 

싸웠다. 일본인이, 가장 친밀한 이웃인 재일 코리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인과의 

교제도 어렵다.  

 

  8 번째는, 중국, 조선,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민예 운동가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와 같이, 조선의 

문화를 이해한 일본인은 있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이를 이해한다면, ‘침략’ 

‘저항’이라는 시점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보다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9 번째는 러일 전쟁이다. 조선 식민지화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일본은 열강의 

지지를 얻어 동아시아를 침략했다. 아편 전쟁 후, 구미 열강이 진출해, 아시아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갔다. 동아시아 근 사의 시작을 마지막으로 든다.  

 

인터뷰: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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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일중 전쟁(日中戦争) (下) 

 

조그만 마을에 있는 작은 다리의 큰 역할 

 

 

  중국은 8 년 간에 걸친 일본군의 공격을 견디어 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베이징(北京)과 난징(南京)에서 멀리 떨어진 

윈난성(雲南省)의 조그만 한 마을의 작은 다리라고 한다. 나는 그 다리를 찾아갔다.  

  

  “지금은 건기입니다만,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소수민족인 나시족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으면서 말했다.  

  도로 곁의 종려나무와 고무나무, 바나나 잎이 흔들린다. 도로를 따라서 흐르는 

시냇물의 바로 저 편은 버마이다. 지금은 군이 정권을 쥐었고, 국명은 미얀마로 바뀌었다.  

  

윈난성(雲南省) 서쪽 끝에 있는 로이리시(瑞麗市). 원틴(畹町)은 

로이리시(瑞麗市)에 있는 인구 약 1 만 명의 마을이다. 시가지에 원틴교(畹町橋)가 있었다. 

다리를 건너면 미얀마다. 낡은 다리와 새로운 다리가 나란히 가설되어 있다. 판자를 깔은 

낡고 작은 다리는 통행금지다. 전쟁중 이 다리를 통하여 미국, 영국 등지에서 량의 물자가 

중국에 운반되었다. 장제스(蔣介石)가 이끈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는 

‘원장(援蔣)루트’였다. 

 

 

■ 운명을 틀어 쥔 물자 루트 / 인도로부터 공수도  

 

  전쟁의 불씨는 북방에서 상하이(上海)까지 퍼져, 장제스(蔣介石)는 수도를 임시로 

난징（南京）에서 충칭(重慶)으로 옮겼다. 내륙 깊은 곳을 거점으로 한 지구전을 펼치려고 

한 것이다. 더 깊은 내륙 쪽에 있는 윈난성(雲南省)의 성도인 쿤밍(昆明) 주변은 병기 공장 

등이 입주한 후방 기지가 되었고, 이러한 지역에 지원 물자의 원활한 운송 여부가 

장제스(蔣介石) 정권의 존속을 운명 짓는 중요 문제가 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1937 년 12 월,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마와 쿤밍(昆明)을 연결하는 

티엔미엔(滇緬)도로의 돌관공사를 개시했다. 쿤밍(昆明)에서 원틴(畹町)마을까지는 약 

960k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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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원틴(畹町) 마을부터 약 550km 는 완전히 새로운 도로 건설이었다. 

높은 산들을 넘고 큰 강을 건너야 했다. 주민을 비롯하여 약 20 만 명을 

동원한 인해 전술로, 3 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다음해 8 월에 

완성되었다. 원틴교(畹町橋)에서부터 버마의 도로로 연결되었다. 

거기에서 약 190km 지점인 라시오부터는 철도가 있다. 즉, 인도양에서 

랭군을 경유해, 철도와 도로로 쿤밍(昆明), 충칭(重慶)으로 운반하는 

동맥이 생겼던 것이다.  

 

원장(援蔣)루트는 몇 군데 있었지만, 일본군은 태평양 

쪽부터 하나하나 잘라 갔다. 1938 년 10 월에 광저우(広州)를 

점령하여 홍콩 루트를 차단하고, 1940 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재  베트남 등) 북부에 진주하여, 중국으로 

연결되는 철도 루트를 막았다. 그 결과, 티엔미엔(滇緬)도로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군수품과 가솔린 등, 한 달에 

수천 톤에서 1 만 톤 이상의 물자가 운반되었다고 한다.  

  

태평양 전쟁 발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42년 1월, 

일본군은 버마에 진군했다. 국민당 정부군도 버마로 원정군을 

파견해, 영국군과 함께 맞서 싸웠다.  

 

원틴마을에 사는 81 세의 쉬이민쿤(石明坤) 씨는 

버마로 향하는 원정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질주하는 트럭 

위에 회색 군복을 입은 남성 병사들이 앉아 있었다. 전송하는 

마을 사람들은 담배를 병사들에게 던져 주었다. 많은 여성 

병사를 실은 트럭이 오면, 따뜻한 수입품 커피를 내밀었다. 

소녀였던 시민쿤(石明坤) 씨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주는 커피에, 여성 병사들은 기뻐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시민쿤(石明坤) 씨는 크게 목을 저었다.  

  

“아뇨, 그렇지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쟁을 위한 출진이었기 때문이었죠.” 

 

원정군은 패했다. 파견된 10 만 명 가운데, 반수 이상이 사상 당했다고 한다. 버마 

각지를 점령한 일본군은 윈난성(雲南省)에 쳐들어 왔다. 시민쿤(石明坤) 씨는 “두메산골의 

소수 민족 마을로 도망쳤어요. 쭉 산에는 이것 저것 따서 끼니를 채웠어요.”라고 회상했다. 

티엔미엔도로(滇緬道路)의 중국 

쪽과 버마(지금의 미얀마) 쪽을 

잇는 원틴교(畹町橋). 

돌다리였는데, 나중에 철제 

다리가 되었다. 다리 중앙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어,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쓴 게시판이 서 

있다. 다리의 저쪽 편으로 

미얀마의 국기가 보인다. =중국 

윈난성(雲南省)에서, 

이카가와(五十川) 촬영 



  

 18

4 년 가까이 중국을 지탱해 온 티엔미엔(滇緬)도로도 마침내 끊어졌다.  

  

그러나 미중 연합군은 새로운 방법을 썼다. 인도로부터의 공수였다.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곡예 하듯이 날아, 량의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하지만, 

조종이 어려운 데다가, 악천후와 일본 군용기에게도 습격을 당해 약 600기를 잃었다고 한다.  

  

1944 년 봄, 중국과 미국, 영국은 인도 쪽과 윈난성(雲南省)의 양쪽에서 일본군을 

조이면서 반격을 개시하였다. 전쟁을 하면서, 인도 동부의 레드와 원틴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원장(援蔣)루트가 생겼다. 연합군의 중국에 한 보급은 

계속 되었지만, 반 로 일본군은 충분한 보급이 닿지 않았고, 윈난성(雲南省)에서도 

옥쇄(玉砕 명예를 위해 포로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함)가 잇따라 비장한 결말을 

맞이했다.  

  

베이징(北京) 의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으로부터 8 년. 일본군은 끝내 

원장(援蔣)루트를 다 끊을 수는 없었다. 

 

원틴 마을 중심부에서, 당시의 저우언라이(周恩来) 수상과 버마 수상이 박수를 

치면서 걷는 모습이 그려진 큰 간판을 보았다. 일중 전쟁 종결로부터 11 년이 지난 1956 년 

12 월, 중국 쪽에서 열린 양국 변방 주민의 친목회에 출석하기 위해, 두 정상이 원틴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양국의 우호를 노래하는 시도 크게 쓰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양국의 우호 기념관도 있다.  

  

그것들을 보고 있으니, 최근 중국의 보도가 머리에 떠올랐다. 미얀마의 

항구도시로부터 윈난성(雲南省)에 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고 한다.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석유를 미얀마 경유로 윈난성(雲南省), 그리고 충칭(重慶)에까지 보낸다. 

그렇게 하면, 어떤 나라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한다고 해도, 중국은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보도되었다.  

  

원장(援蔣)루트는 아직 살아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원틴마을을 떠났다. 

 

 

 ■ 국민당의 전투 / 평가하는 조짐  

 

  쿤밍(昆明). 표고 1891m 고지에 있는 약 600 만 명의 도시다.  

  일중 전쟁을 연구하는  윈난(雲南) 학의 쉬이칸민(徐康明) 교수를 찾았다.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37 년 8 월 군사 회의에서, 

윈난성(雲南省) 주석인 롱윈(龍雲)이 원틴 도로와 원틴 철도의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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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蔣介石)가 이에 찬동하고, (정부에) 윈난성(雲南省)과 상의하라고 명했습니다” 

 

철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도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라를 지탱했다. 쉬이(徐) 

교수는 윈난성(雲南省)의 공헌을 설명했다. 이상하게 원틴 마을도 윈난(雲南) 전투도, 

중국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국공) 내전의 관계지요”라고 쉬이(徐) 교수는 말했다.  

  

국민당이 인솔하는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은 내전을 정지하고, 공동으로 일본과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지적인 전투는 일어났으며, 항일 전쟁 후에 자웅을 

결정지었다. 공산당에게 있어서, 국민당은 적이다.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활약을 

가르치는 것에 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관계로 국민당 주체의 윈난(雲南)과 버마 

전투에 관한 기억은 희미해졌던 것이다.  

 

변화의 조짐이 있다.  

  재작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전후 60 주년 연설에서 국민당의 공헌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군은 각각 ‘정면 전장’과 ‘적후방 

전장’에서의 작전 임무를 담당하여, 함께 저항하고 반격하는 전략적인 태세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는 배경이 있다.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타이완(台湾)으로 옮겨갔고, 7 년 

전까지 타이완(台湾)에서 정권을 잡아 왔지만, 지금은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인 

민진당(民進党)에 의한 타이완(台湾) 독립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공산당의 의도와 

일치하여, 양당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윈난(雲南)과 버마 전투가 각광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시기에 올지도 모른다.  

 쿤밍(昆明)에는 전쟁 중에 많은 공장과 학이 이사해 왔다. “동부에서 수십사나 되는 

공장이 옮겨 왔기 때문에, 쿤밍(昆明)의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윈난성(雲南省)  중국 근 사 연구회의 우어파오창(吳宝璋) 회장은 말한다.  

  

기계와 제철 등의 공장들도 왔다. 비행기도 조립했다고 한다. 윈난성(雲南省)은 

지원 물자의 수송로였지만,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도 컸던 것이다.  

 

 

■ 작곡가는 쿤밍(昆明) 출신 / 영화 주제가가 국가로  

 

  시가지와 접해 있는 호수, 연못. 이를 조망하는 서쪽 산에 니에얼(攝耳)의 무덤이 

있다. 현지 출신의 음악가로, ‘의용군 행진곡’의 작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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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1930 년 의 항일 영화 

‘풍운아녀(風雲児女)의 주제가였지만, 항일 전쟁 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졌다. “……중화 민족은 가장 위험한 때에 

이르렀다……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뭉쳐, 적의 포화를 돌파하여, 전진하자……” (티엔한(田漢) 

작사)라는 내용이다.  

  

이 노래가 중화 인민공화국의 국가로 선택되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때는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은 “평화로운 

때에도, 위험에 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화 혁명 때에는, 티엔한(田漢)이 비판을 받아 

일시적으로 연주만 하는 등,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도 이 

가사로 계속 불리고 있다.  

  

항일 전쟁을 한 것은, 공산당 정권의 존립 기반의 

하나이자, 국가의 토 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항일 전쟁에 의해 

태어난 국가는 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니에얼(攝耳)는 1935 년, 일본을 경유하여, 유럽, 

소련으로 유학하려 했다. 출발 직전에 작곡한 의용군 행진곡의 

악보를 일본에서 고쳐 완성시켰다고, 중국 잡지는 전한다. 

중국의 국가는 일본에서 완성한 것이 된다. 그 수개월 후에 

니에얼(攝耳)는 쇼난(湘南)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한다. 23 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러나 그의 멜로디는 

계속 살아 있다. 내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회장에서도 

반복해 연주될 것이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모두가 항일 전쟁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체험들을 “풍화 시킬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느낀다.  

 

 

 

 

이소가와 도모요시(五十川倫義) 
 

 

니에얼(攝耳)(1912~1935) 

윈난성(雲南省) 출신의 음악가. 

18세 경에 상하이(上海)에 나와,

가극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곧, 공산당에 들어가, 

많은 혁명과 항일 운동의 곡들을

만들었다. 쿤밍(昆明)의 

니에얼(攝耳)의 묘 옆에 있는 

전시실의 자료에 의하면, 1935 년

4 월 1 일, 반동파가 

니에얼(攝耳)을 체포한다는 

정보가 흘러, 당 조직은 

니에얼(攝耳)을 일본으로부터 

유럽, 소련으로 건너가 배우는 

것을 허가했다. 니에얼(攝耳)은 

4 월 15 일 상하이(上海)에서 

일본으로 건너 왔다. 3 개월 후인

7월 17 일, 

후지사와시(藤沢市)의 

구게누마(鵠沼)해안에서 

익사했다. 

후지사와시(藤沢市)에는 

니에얼(攝耳)의 기념비가 있다. 

또, 후지사와시(藤沢市)와 

쿤밍시(昆明市)는 우호 도시로,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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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援蔣)루트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장제스(蔣介石)가 

인솔하는 국민당 정부에 군수품과 석유 등의 지원 물자를 보낸 

루트다. 미국은 당초,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장제스((蔣介石))의 

요청으로 차관을 실시했다. 일본군이 프랑스령의 인도차이나에 주둔 

하는 등 전선을 펼치자, 중국으로의 군사 지원을 확 했다.  

일본의 미영 개전 후, 구미 열강의 식민지는 차례차례로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미 유럽 전선에서 독일에게 

항복하여,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중국의 항전력 유지가 아주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물자를 제공하고 작전 협력을 하면서 양면에서 중국을 지탱했다. 

원장(援蔣)루트는 중국의 생명선을 쥐고 있었으므로, 미국과 영국은 이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군과 힘을 합쳐 싸웠다. 그 최  공방이 윈난성(雲南省)과, 버마에서 전개되었다. 

 1942 년 장제스(蔣介石)는 미국의 루즈벨트 통령의 제안으로, 연합군의 중국전구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전구 참모장으로서 스틸웰 장군이 미국으로부터 파견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전쟁은 이와 

같이, 일본  중국, 미국, 영국이라는 구도로 확 되었다.  

 소련 또한, 일소 중립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독자적으로 신장(新疆) 방면 등지에서 중국으로 지원 

물자를 보냈다. 유럽에서의 독일 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중국에 못 박아 두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현재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 에 형성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말한다. 프랑스는 19 세기 중반부터 인도차이나에 출병해, 베트남 남부의 코친 차이나를 영유하고, 

베트남 북부의 통킹, 중부의 안남, 캄보디아를 보호령으로 하여, 보호국화 했다. 베트남의 종주국이었던 

청조와 전쟁이 일어나지만(청불전쟁), 그 결과, 청조는 프랑스에 의한 베트남 지배를 승인했다. 

프랑스는 1887 년에 이러한 영토와 보호령, 보호국을 묶어서 인도차이나 연방을 만들었다. 후일 라오스도 

편입시켰다. 프랑스 통령이 임명하는 총독의 통치 하에서, 쌀과 고무를 규모로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원과 석탄 생산에 힘을 썼다. 중국으로 연결되는 철도도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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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일중 전쟁(日中戦争) (下) 

기억을 만드는 것 

 

《“일본 귀신(日本鬼子)”. 항일 전쟁중 중국 민중들이 부른 

일본병사의 명칭이다. 중국 영화에서는 빠지지 않는 악역의 표 

격이지만, 그 묘사가 예전과는 다르다.》  

 

 

일본군 병사도 역시 인간 

 

■ 항일 전쟁은 영원한 소재 

 

어두운 지하 터널을 통과하자, 거기에는 한 농가의 부엌 자취가 남아 있었다.  

 베이징(北京)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약 90km 거리에 있는 치아오쵸원후(焦莊戸) 

촌이다. 보리와 옥수수 밭이 펼쳐지고, 양 떼가 길을 횡단한다. 하지만, 한가로운 평원 

아래에는, 항일 전쟁 때에 만들어진 총연장 11.6km 의 지하도가 지금도 남아 있다. 민중이 

일본군으로부터 피신을 하고 반격을 할 수 있도록, 집과 우물, 마구간과 감시용 전망  등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약 800m 를 20 년 전에, “지도전 유적 기념관” 개설에 맞춰서 

복원을 하고 보존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하도에서 촬영된 것이 영화 “지도전(地道戦, 1965 년)”이다. 중국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항일 영화의 표작이다. 

연 관객 수는 12 억 명(중국 영화 자료관)이라고 한다. 여성과 어린이도 힘을 합쳐 

“귀신(鬼子)”을 물리치는 이야기는, 항일 전쟁 시, 화북 평원에서 전개된 게릴라전이 

모델이라고 한다.  

  

중화 인민공화국 성립(1949 년) 후인 1950~70 년 , 항일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우치민(劉志明) 미디어 조사 센터 장은 “소련과의 

관계 악화 등, 국제 상황이 긴박하는 가운데, 만일의 경우에 비하고 민병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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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영화를 잘 아는 리우웬핑(劉文兵) 

와세다 (早稲田大) 비상근 강사에 의하면, 일련의 작품에 

등장하는 일본병사는 ‘잔인하지만,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공통점이라고 한다.  

 

  취락을 불사르며 아이와 노인도 가차 없이 죽이는 등, 

하는 짓은 잔학하지만, 용맹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도전(地道戰)”에 등장하는 일본군 장은 얌체같은 

콧수염에 동그란 안경을 낀 모습이다. 농촌을 덮친 후 저격을 

당하지만, 총알에 맞은 곳은 엉덩이다. “지도전(地道戰)” 

이전의 “지뢰전(地雷戦,1962 년)”에서도, 일본병사는 지뢰 

철거 장면에서, 아이가 묻은 ‘분뇨탄’을 손으로 잡으며 

비명을 지른다.  

  

중국 항저우(杭州)시 출신으로 영화, 영상론 

연구자인 이엉슝(応雄) 홋카이도(北海道) 학 학원 

준교수는 “당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는 어릴 때 오락 

작품으로써 보았고, 친구와 일본 병사 흉내도 냈다”고 

회상한다.  

  

중국 내외의 약 3 만 개의 영화 필름 등을 소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 자료관(베이징(北京))의 후홍신(傅紅星) 

관장에 따르면, 항일을 소재로 한 영화는 1931 년에 일어난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변 후에는 항일전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주제가가 

이후, 신중국의 국가가 된 “풍운아녀(風雲児女)”(1935 년)가 그 표적인 예이다.  

 중화 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는 항일 전쟁에 참가한 세 들에 의해, 전승 영웅을 기리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문화 혁명(1966~76 년)을 거쳐, 이윽고 80 년 의 개혁·개방 시 로 

접어들자, 수많은 외국 영화도 접한 신진 감독들에 의해, 전쟁 그 자체 의미를 다시 묻는 

영화가 등장하였다. 일본병도 ‘인간’으로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후(傅) 관장은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진 항일 전쟁은 중국 영화에 있어서 영원한 

소재다. 관객은 침략한 일본병과 지금의 일본인은 다르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 지금은 코미디에도 일본인 배우가 활약  

 

 산시성(山西省) 찐중(晋中)시. 옛 마을 풍경이 남아 있는 한 곳에서, 11 월 중순,  

중국 영화의 “악역” 

“풍운아녀(風雲児女)”(1935 년)의

포스터 

 

“지도전(地道戦)”(1965 년)의 

포스터 

(모두 중국 영화 자료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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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 TV(CCTV)가 내년에 방송 예정인 연속 

드라마 “ 국의(大國醫)”의 촬영을 하고  

있었다. 

  

 중화민국 시 에서부터 신중국 성립까지를 배경으로, 

실존한 한의사 일가 우여곡절을 그린다. 등장하는 일본군 

사령관이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설정이다.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중, 중국 측의 포로가 되어, 

군인으로부터 ‘보통 인간’으로 돌아간다.  

  

제작 총지휘는 영화감독인 우쯔뇨우(吳子牛) 

씨(55)이다. 중국 영화계에서는 ‘제５ 세 ’라고 불리며, 

항일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등을 찍어 왔다.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만종(晩鐘)”(1988 년)에서는, 포로인 일본병사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삶의 집착을 

보인다.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과 생명의 

존엄성을 그리고 싶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기는 문화 혁명의 와중이었다. 

노선 립이 폭력으로 발전했으며, 사람이 죽는 것도 가까이서 

목격했다. 우(吳) 감독은 “전쟁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았다. 

전쟁은 싫다. 원한으로 새빨갛게 물든 눈으로는, 전쟁의 본질은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배우 가가와 데루유키(香川照之) 씨가 일본 병사 역을 

맡아, 2000 년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장원(姜文) 감독의 “귀신이 온다(鬼子来了(코이즈라이라))”등, 

이후에도 참신한 작품이 선을 보였다. 개혁, 개방으로 인해 

영화 제작에도 민간이 참가 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화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텔레비전에서도 낡은 명작을 리메이크 한 연속 드라마 방송이 잇따른다.  

 중국에서 활약하는 오사카 출신의 일본인 배우 야노 고지(矢野浩二, 35) 씨에게는, 

항일전의 영웅을 그린, 제작중인 드라마 “양청우(楊成武)”는 일본군 병사 연기의 8 번째 

작품이다. 조국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남겨둔 아내를 애처로워하는 역으로, 야노(矢野) 씨는 

“이제야 자신다운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드라마 “양청우(楊成武)”촬영 

현장에서 일본군 병사를 연기하는 야노 

고지(矢野浩二) 씨.연기 표현법에 해 

왕쭝이(張玉中) 감독과 상의하고 

있다=북경 금색지당영 문화 유한 

공사(北京金色池塘影視文化有限公司) 

제공 

“만종”(1988 년) 포스터 

(중국 영화 자료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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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작품에서도 ‘그들(일본병사)도 역시 인간’이라는 것에 유의하며 

연기를 했다고 한다. 촬영 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사이트, 책 등으로 역사를 조사하고, 

감독 등과 어떻게 연기할지를 상의했다. “중국에서도 정보가 늘어나 스테레오 타입의 

작품은 외면을 받는다.  일본군 병사의 나쁜 모습만을 그릴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를 묘사한다면, 중국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일본군 병사 역을 일본인이 맡아 연기한다. 잡지 “인민 

중국”의 왕쭝이(王衆一) 편집장은 “이것도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과의 하나다. 이전에는 

일본인이 중국 미디어에서 활약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항일 전쟁이 지금은 코미디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영웅은 등장하지 않고, 일본군 병사뿐만이 아니라, 주의의 중국인도 웃음의 상이다. 

왕(王) 편집장은 “항일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 극’이라는 하나의 장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정착했다. 중국 민중에게 있어서는 이미 원한만을 품는 상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상이 되어 있다”라고 해설한다.  

 

나카노 아키라（中野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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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権五琦) 전 동아일보 사장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 (12)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미국을 빼 놓고 아시아를 말할 수 없다 

 

아시아의 근 란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과의 교제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미국과 중국은 큰 존재다. 거기에 일본의 

성공과 실패가 관련된 구도다.  

  

일한이나 일중 관계를 한 쪽 당사자의 눈으로만 일 일로 

보는 것보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나란히 보면, 서로를 더 잘 알 

수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악마로 보이고, 일본에서 

한국을 보면, 개화가 늦어서 야만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는 제 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일국사를 넘어 서서 역사를 

늘어놓고 한번 보자. 그리고 이웃에게의 배려도 필요하다. 일본의 

용감한 역사를 말할 때에, 그 용감함으로 인해 희생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동아시아의 근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2 차 전 후, 

승리한 미국이 압도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큰 존재가 되어, 미국을 빼 놓고는 아시아는 말할 수 

없다. 일본의 민주화는 미국의 힘에 의한 것이지만, 일본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경제 국이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21 세기가 아닐까.  

  

미국의 강점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설이 있겠지만, 나는 직업상, 언론의 자유를 

제일로 꼽는다. 정부의 의견과 다른 저널리스트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은, 우선 국가가 있고 

“거기에 따르라”는 발상은 아니다. 에드가 스노(Edgar Snow)와 마오쩌둥(毛澤東)을 세계에 

알렸다. 아시아의 저널리스트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이웃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존재는 크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권오기. 1932 년생. 1963 년, 

한국 동아일보의 

특파원으로서 일본에 와, 

한일 국교 교섭을 취재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수상겸 

통일원 원장을 지냈다.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제 2차 전 후, 미국의 

압도적인 존재 이하, 

무순서）                 

○ 아편 전쟁  

○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청일 전쟁  

○ 러일 전쟁  

○ 한반도의 식민지화  

○ 전후 일본（군사로부터 

문화에）  

○ 한국 전쟁  

○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 미중 관계 정상화  

○ 중국의 개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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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다”라는 말을 듣고,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제국주의국의 

지배보다 가혹했다. 일본 자신이 궁핍했기 때문에, 조선을 혹독하게 수탈했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 해 사죄를 한 예는 별로 없다. 1995 년의 

무라야마(村山) 수상의 담화는, “일본이 국책을 잘못 행했다”라고 사죄를 해, 평가된다. 

그러나 모처럼의 담화를, 일본의 정치가가 몇 번이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일본은 정말로 사죄하지 않았다”라고 의혹을 갖게 된다.  

  

전후, 일본은 가치관을 크게 바꾸어 군국주의 국가로부터 문화 국가가 되었다. 

1949 년에는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고, 1951 년에는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라쇼몽(羅生門)”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해, 일본의 문화가 세계 레벨에서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은 한국 전쟁으로 문화를 말할 

경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러웠다.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국가로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것을 평가하고 싶다.  

  

1950 년 한국 전쟁에 나는 포병으로 참전했다. 17 세였다. 애국심이라는 것보다 

어차피 군 에 갈 거라면, 생각이 맞는 친구와 함께 군 에 가려고 지원해서, 평양으로 

갔다.  

  

북한은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 폐가 되는 이야기다. 지금도 휴전 협정 

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이 합의해서 조선을 남북으로 

분단한 것은 아니다.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이 참전하여, 국의 이해가 얽혔다. 통일을 

하자고 해도, 우리 민족만의 합의로는 부족하다.  

  

중국은 근 화를 진행시키는데 ‘양무’ ‘변법’이라며, 여러 변혁을 해 봤지만, 

가까스로 도착한 것은 공산 ‘혁명’이었다. 지금은 개혁, 개방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존중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존중한다. 이 두가지는 근 의 가치이다. 이것을 중국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개혁, 개방이다. 과연 중국은 정치를 민주화 할 수 있을까. 큰 숙제이고, 

주시해야 한다.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주 ：일어로 인터뷰에 응해 주셨기에, 모두 인터뷰 로 일어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