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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上) 한일국교 정상화 

 
《일본은 제 2차 세계 전 후,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때 식민지였던 한국을 비롯하여, 이웃 나라들과의 국교 정상화는 외교 과제로 

남아 있다. 제 9 장에서는 (上)에서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다루고, (下)에서는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다루기로 한다.》  

 

‘번영’의 가 지금도 역사적 마찰은 계속 

 

지난2월 25일 한국은 이명박 씨( 李明博. 66)가 새 통령으로 취임했다. 현  건설 

사장을 거쳐 서울 시장으로 된 그는‘첫 CEO(최고 경영 책임자) 출신 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경제 재생에 한 기 를 모으고 있다.  

  

“성숙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사죄하라,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역사 문제에 해서는 전문가가 토론하면 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자주 외교 문제의 쟁점이 되는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 

인식에 해서, 이 통령이 당선 된 뒤에 한 말이다. 일본에게 쓴 소리를 던진 

노무현(盧武鉉) 전 통령과는 달라서,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 가 높아지고 

있다.  

 

이 통령은 40 여 년 전, 명문 사립 인 고려  학생 시절 반일 운동의 투사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 하는 데모에 참가해 체포되어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 불과 수억 달러로 식민지를 청산 / 한국 학생들 ‘굴욕스럽다’ 

 

1964 년 6 월 3 일.  

서울 시내에서 학생과 시민 수 만 명이 모여, “박 정권은 민족을 위해 물러나라”, 

“부패하고 무능한 박 정권 타도”라고 외치며 데모를 했다. 바로 전 해에 통령 선거에서 

갓 군복을 벗은 박정희(朴正熙) 통령은 데모가‘국교 정상화 반 ’에서 ‘반정부’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여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으로 데모를 진압했다.  

 

  왜 학생들과 시민들은 국교 정상화에 반 했는가.  

  그 당시, 서울 학교의 리더였던 현승일(玄勝一) 국민 학교 전 총장(66)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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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불과 수억 달러로,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한다 하니 

인정할 수가 없었다. 굴욕 외교의 극치였다.”제2차 세계 전이 끝나고,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20 년이 채 못 되었다. “누구에게나 

괴로웠던 식민지 시 의 기억이  머리속에 남아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야 말로 민족적인 감정이었지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 출신의 박 통령에 한 반감도 심했다. 1960 년 4 월, 

독재체제를 강화해 온 초  통령, 이승만(李承晩)은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에 의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여년 후 쿠데타가 

일어났다. 박 통령은 일본과 미국이란 외국 세력들을 등에 업고, 권력 

기반을 다지려 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려고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숭실 에서 반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유영렬(柳永烈) 

씨(67)는 현재, 국사 편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 기업들에 의해 한국 경제는 수탈되고 만다. 한국 

전쟁으로 부흥을 이룬 일본의 거 한 경제력 앞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 한 현 교수와 유 위원장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일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당시의 동료들 중에서 한일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이는 

소수파라고 했다.  

  

박 통령에 한 견해도 바뀌었다. 내란죄로 체포된 현 교수는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학 교수가 되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도 되었다.  

 

“지금은 박 통령에 한 원망은 없습니다. 독재였지만 장점도 있었지요. 경제 

성장을 보고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통령은 학을 졸업하고 현  건설에 입사하여, 비즈니스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5 세에 사장이 되었다. 현 교수는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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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겠지요”라고 말한다.  

 

한편, 유 위원장은 학생 운동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맹아를 찾기 

위해 역사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배워 일본에도 1년 반 동안 연구를 위해 

체재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인들의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를 접하면서 일본에 한 

견해도 바뀌었습니다. 국교 정상화 내용은 문제가 있었지만, 국교를 맺은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얘기한다. “양국은 숙명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 나라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에 해 보다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 때에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충해 나갈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63 동지회’사무실에 

걸려 있는 학생 데모 때 

사진=서울에서 

사쿠라이(桜井) 촬영 

 

당시, 학생들은 석방이 되자마자 소속 학에 관계없이 ‘63 

동지회’를  만들었다. ‘63’이란, 규모 데모가 있었던 6 월 3 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도 그 결속은 변함없이 강하다. 서울 시내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했더니 경찰들과 충돌하고 있는 학생들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작년 말 통령 선거에서는 동지인 이명박 씨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라고 사무실 관계자가 말했다. 

 

    

■“남쪽(한국)만으로 좋은가”/ 일본 학생들도 반발  

 

  1965 년 6 월 22 일.  

14년에 걸친 교섭의 종지부를 찍었다. 국교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한일 기본 조약과 

4 개 협정이 조인되었다.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승화시킨 것은, 1998 년 10 월 열린 김 중(金大中) 

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수상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오부치 수상은 과거를 성의 

있게 사죄하였고, 김 중 통령은 ‘2차 세계 전 이후의 일본’의 발전을 솔직하게 

평가했다. 역사 이해의 중요함을 서로 확인했다.  

 

  

다음 달, 가고시마(鹿児島)에서 한일 장관 간담회가 열렸으며, 

김종필(金鐘泌) 국무총리(82)가 일본을 방문했다. 김 국무총리는 

일찍이 중앙정보부(KCIA) 부장으로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 

내각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들과 교섭을  했었다. 

‘김·오히라 메모’로 알려진 무상 3 억 달러, 유상 2 억 달러 지불로 

청구권 문제의 결착을 본 국교 정상화의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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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국무총리는 귀국 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쿠오카시(福岡市)의 규슈(九州) 

학에서 강연을 했다. <한국>이라는 국가 만들기에 많은 도움을 준 규슈 학의 출신자들의 

은공에 한 보답 차원의 이례적인 강연이었다. 일본어 강연은 45 분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국교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뿐 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교 정상화를 위해 나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시 강연을 실현시키기 위해 운영을 맡고 있던 법학부장이었던 이시카와 

쇼지(石川捷治) 교수(63)를 만나기 위해, 규슈(九州) 학을 방문했다.  

  

“아무리 한 나라 국무총리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국 정치에 끼친 역할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시카와(石川)교수는 사가(佐賀) 학 학창 시절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 하는 

운동을 했었다.  

  

“또 다시 일본 자본이 식민지였던 이웃 나라에게 마수를 뻗치고 있다.  제국주의의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한 책임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던 

일본 지배층이, 미국과의 종속적인 동맹 관계 하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을 특별히 

지원하므로써, 스스로의 연명도 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남쪽하고만 손을 잡아도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지요.” 

 

그것은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상을 추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으로 건너간 아는 재일 조선인 학생도 있었다. ‘독재로 민중을 괴롭히는 

남쪽보다는 북쪽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할지언정, 그 당시 자주성과 정통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재일교포 작가 김석범(金石範)(82)은 “박 정권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정권이다. 

뒤에서 미국이 빨리 일본과 정상화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다"라며 매일같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의 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 냉전 하,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박 정권  

 

  한일 조약에 관한 안건은 1965 년 11 월, 일본 중의원 본 회의에서 의장의 발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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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가결되었다. 다음 달 참의원에서도 사회당, 공명당, 공산당 등의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었다.  

  

“국교 정상화는 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동아일보의 도쿄 특파원으로서 

국교 정상화를 취재한 권오기(權五琦. 75) 동아일보 전 사장은 말한다.  

 
――세 얼굴이라구요?  

 

“그렇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식민지 시 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냉전을 둘러싼 미국의 속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박 통령의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이지요. 이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한일 관계는 이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일 교섭 연구의 제 일인자인 이원덕(李元德) 국민  교수(45)에게도 물어 보았다.  

   

이 교수는 교섭을 타결로 이끈 원동력을 두 가지로 들었다. 우선, 안보라는 

논리이다. “미국이 냉전 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공산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묶으려고 했다.”  

 

1961 년에는 북조선(북한)이 중국,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의 본격화와, 중국의 핵실험 성공(64 년 10 월)으로, 일본과 

한국에 한 미국의 압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논리였다. 

 “미국은 한국에 한 원조를 점차 줄이는 신 그것을 일본에게 떠맡기려 했지요. 

경제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박 정권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한일협정 교섭을 

타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섭은 급진적으로 진전되었다.  

“본래의 테마였던 식민지 지배에 한 책임은 온데 간데없어져 버렸고, 이는 훗날 

거듭되는 역사적 마찰의 원점이 되었다”고 했다.  

  

“다만, 그 당시 한국 측이 식민지 지배 청산을 철저하게 주장했다면, 한국의 

지금의 번영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  

규슈(九州) 학에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강연을 계기로 한국 연구 센터가 

만들어졌다. 유럽 정치사가 전문인 이시카와 교수였지만 초  센터장을 맡았다. 한일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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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는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과제이었다고 말한다. 동시에, 이시카와 교수는 

당시의 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자세는 역사에 해 

진지하게 마주보려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미일 동맹에 의지해 갈 것인가, 다양한 아시아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공생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일본은 바로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다. 일본은 북조선(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어렵고 중 한 테마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고스게 고이치(小菅幸一)  
 

 

▼ 1951 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1951 년 예비회담을 거쳐 

1952 년, 제 1 차 본 회담이 시작되었다. 제 7 차 회담까지는 15 년이 걸렸다. 일본 측에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1953 년 ‘구보타(久保田) 발언’등)도 있고 해서, 

결렬과 긴 정체를 피할 수가 없었다. 1965 년 6 월 22 일, 국교 수립 관계를 

맺는‘ 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 조약)과, 

①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②어업에 관한 협정 ③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우에 

관한 협정 ④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의 4 협정이 도쿄(東京)에서 조인되어, 기본 

조약은 같은 해 12 월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단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에 관한 문제는 보류되었다. 한국 측은 다케시마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의 상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 1965 년 한일 기본 조약  

 식민지 지배 등의 문제를 둘러싼 립으로 인해, 기본 조약에는 애매한 표현이 남아 

있다. 제 2 조에는 1910 년 8 월 22 일(한국 병합 조약 체결일) 이전에 맺은 조약과 협정은 

“이미 (영문서에는 already)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병합 조약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은 1905 년 제 2차 한일 협약에 해서 한국 측은 일본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강요 당한 것으로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체결 자체는 합법이며, 1948 년 한민국의 건국을 계기로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기본 조약은 무효의 시점에 한 언급을 피했던 것이다.  

 제 3 조에서는 한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한국의 관할권에 한 범위를, 일본은 한국과 북한의 군사 경계선의 이남이라고 

해석했고, 한국은 한반도 전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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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년 日朝(북일)교섭 2002 년 9 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수상과 김정일 

총서기가 맺은 북일 평양 선언에서,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에 해 ‘뼈아픈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표명했다’라고 한다. ‘청산’문제에 있어 평양 선언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이 무상, 유상, 인도적인 

지원에서의 경제 협력을 실시한다고 하여, 한일 간의 

기본적인 방법이 다시 쓰였다. 청구권 포기 원칙도 

확인되었지만, 북한 측은 징용으로 인한 피해와 위안부 

문제 등은 별

 

 

도 문제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  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3 억 달러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2 억 달러는 빌려줄 것을 약속했다. 모두 10 년 간에 걸쳐,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역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포항 제철(지금의 POSCO)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 소양강 댐 건설 등에 쓰였다. 협정은, 한일 간의 재산과 권리 등의 청구권에 

해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기했다.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징용과 징병 등의 개인 보상에 관한 일은, 한국 측에 맡기고 경제 

협력으로써‘청산’을 신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등에 한 보상과 지원이 후에야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박 정권은 1970 년 에 들어와, 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국내법을 만들었다. 강제 

동원으로 사망한 약 8500 명의 유가족에게 30 만원씩을 지불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역사의 재검토를 내건 노무현 정권은 일본에 의한 강제 동원 실태 

조사를 하여, 2007 년 사망자에게 2000 만원 (약 230 만 엔) 등을 지급하는 법률을 

성립시켰다. 일제 강점하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 

22 만 건의 피해 신청이 있었고, 사망자 1 만 1442 건, 행방불명 625 건, 부상 1237 건 등의 

피해가 인정되었다. 

▼ 김종필（1926~） 한국의 군인, 정치가. 한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61 년, 

박정희 등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 박 통령 아래에서, 중앙정보부(KCIA) 초  

부장으로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관여했다. 1971 년부터 국무총리를 맡았고, 1973 년, 

KCIA 가 조직적으로 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김 중 납치 사건 때에는 박 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에게 진사를 표했다. 일본 측은 

수사를 종결시키는 데에 합의했다(제 1차 정치 결착). 1998 년, 김 중 통령 아래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오랜 세월, 한국 정계의 중추에 있었고, 김 중・ 김영삼 전 

통령과 함께 ‘3김 정치’의 일익을 담당했다.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을 맡는 등, 양국의 

파이프 역할을 했지만, 2004 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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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上) 한일국교 정상화 

 

각국의 교과서를 비교하다  

 

 

《1950 년 의 일소 국교 정상화에 이어, 60 년 에는 일본과 한국, 70 년 에는 일본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었다. 중학생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의 설명은 

어떠한가. 》  

 

■ 일본  ‘고도성장’단원에서 간략하게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쿄 서적(東京書籍) 판에서는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에 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후에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5 줄 정도로 기술한다.  

  

《1955 년경부터 냉전의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는 가운데, 평화 조약을 맺지 않은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1956 년 일소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일본은 소련의 지지도 얻어 국제 연합에 가맹하여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방 영토 문제에 해서는 본문이 아닌 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구나시리섬(国後島), 에토로후섬(択捉島), 하보마이제도(歯舞諸島), 

시코탄섬(色丹島)(북방 영토)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소련이 응하지 않은 

관계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방 영토 문제에 해서는 다른 교과서에서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 와타나베 

노리오(渡辺能理夫) 사회 편집부장은 “북방 영토 문제는 반드시 검정에서 체크된다. 오랜 

세월에 걸친 국가의 검정으로 동소이한 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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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해서는 ‘고도 경제 성장 속의 일본’이라는 

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3 줄로 정리한다. 《일본은 1965 년, 한국과 한일 

기본 조약을 맺고, 한국 정부를 한반도에 있는 단 하나의 합법적인 정부로서 

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중 관계에 해서는 4 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본문이 아닌 주에서 

‘일중 평화 조약’제 1조를 게재하고 있다.  

  

《관계가 끊어졌던 중국과는 1972 년 일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1978 년에는 일중 평화 우호 조약을 맺고 그 후,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관계도 한층 강화되어, 교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쿠보 마키(大久保真紀) 

 

 

■ 한국  5 억 달러의 자금 제공에 관한 기술이 없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국정 국사 교과서에서 취급하고 있다.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한 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해 4줄 정도로 적는다.  

   

《박정희 정부는 민주 우방과의 유 를 강화하는 한편, 중립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숙제로서 

남아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후략）》 

 

일본이 한국에 유상 및 무상으로 합계 5 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 것에 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국사 편찬 위원회 김득중(金得中) 박사는 “교과서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 

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자세한 사항은 교사가 설명하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한편, 고등학교의 국정 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에서 전개된 국교 정상화 반  

운동에 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 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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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 를 억제하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김 박사는 반  운동을 채택한 것에 해서 “격렬한 반 에 한 고려도 없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본과 국교가 맺어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충 

설명으로, “한일 관계 자체를 다루었다기 보다는,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박 정권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분명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일중 국교에 해서는 국사 ‘국제 정세의 변화’란 항목에서 1 줄만 쓰고 있다. 

한중 국교 수립에 해서는 사진만이 게재되고 설명은 없다.  

  

일소 국교 정상화에 해서는 국사와 세계사를 취급하는 『사회 2』 과목의 

다수의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 중국  미중 관계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일중 관계는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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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에 해‘외교 사업의 발전’이라는 소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소단원은 8 페이지 

정도로, 일중 국교 정상화에 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포함하여 3 줄에 

불과하다. 당시, 중국을 방문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과 마오쩌둥(毛澤東) 공산당 

주석이 악수를 나누는 사진은 실려 있지만,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1972 년, 일본 수상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계속하여 중국은 차례차례로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중국과의 국교 수립 붐이 일었다. 중국의 외교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간단한 설명과는 달리,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교 사업의 발전’의 첫머리에서 다루고 있다. 닉슨 통령과 마오쩌둥의 사진을 

포함해서 1 페이지와 3 분의 2 페이지에 걸쳐 설명한다.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 고조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20 세기 1970 년  초, 

중미 관계 개선은 양국의 공통된 요구였다. 중미 관계에 전환기가 찾아왔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를 잘 아는 게이오(慶応) 학의 또완뤼총(段瑞聡) 준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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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중 국교 정상화가 중미 관계 완화의 연장선 상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냉전 하에서 중소 관계가 악화되었던 1970년 , 중국 정부가 

외교면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중미 관계였습니다. 중미 관계을 개선하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에 보탬이 되고, 소련이나 만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미 관계 이외에 중점을 둔 것은 1971 년 유엔에서의 의석 회복이었다. “중국 외교 

사에 있어서 최초의 위 한 승리였다”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소련,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에 해서는 세계사 교과서를 포함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토 가즈오(佐藤和雄) 

 

 

■ 만  ‘일본과의 국교 단절에 중점  

 

  일중 국교 정상화는 만(중화 민국)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교과서에서도 일 단교에 중점을 두고, 만사와 중국사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널리 사용되는 남일서국(南一書局)의 『국민 중학·사회』의 만사 부분에서는 

‘ 외교 정세의 변화’란 항목에서 유엔 추방으로부터 미국과의 단교에 이르기까지를 5 줄로 

정리하고 있다.  

  

《1971 년 유엔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가맹을 받아 들였고, 만은 유엔 탈퇴를 

결정했다. 그 후 일본은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각국은 입장을 바꾸었다. 1979 년 미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중미 상호 방위조약의 종결을 선언했다. 만에 전해진 

충격은 컸으며, 만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져 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무 외교를 추진하며, 국제적인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등의, 리덩후이(李登輝) 정권 이후의 외교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또, 중국사 부분에서는 3 줄 정도를 할애하였다.  

   

《미국은 소련에 타격을 주기 위해 중화 인민 공화국을 끌어 들여 중국은 1971 년 

유엔에 가맹할 수 있었다. 그 후 중국이 일본과 미국 등과의 국교를 맺으면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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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펼쳐, 중화 민국의 외교의 폭은 좁혀져만 갔다.》  

  

교과서에서는‘ 국 중국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국제적인 고아 만’이라는 

구도를 의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민당 정권 하인 1983 년의 ‘역사 과정 표준’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중국사에서 

유엔 추방 등에 해 5 줄 정도를 할애했지만, 일본과 미국과의 단교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소와 한일의 국교 정상화에 해서는 신구 교과서 모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남일서국(南一書局)의 교과서 편집 지도위원인 초우호이민(周恵民) 정치 학 역사학부 

교수는 “중국의 국교 정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솔선하여 관계를 정상화한 나라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중점 사항을  설명한다.  

 

다무라 히로쓰구 (田村宏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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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라 가즈오(小倉和夫)  

국제 교류 기금 이사장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17) 

--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민중이 움직인 근현 사  

 

  ‘근현 사는 민중이 움직였다’라는 관점에서 

선택했다. 동아시아 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포함시켰다.  

  

역사 인식은 나라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진다. 나폴레옹은 침략자인가. 러시아인의 입장과 

프랑스인의 입장은 당연히 인식을 달리한다. 문제는 일본의 

젊은 세 들이 역사 인식을 논하기 이전에, 역사 그 자체에 

관심이 없고 지식도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무지는 편견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오해를 낳는다.  

  

우선 인도에서 일어난 세포이의 봉기(인도 반란이라고도 

함)를 든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한 저항이었다. 아시아 

민중들이 처음으로 일으킨 규모 반식민지 투쟁으로서,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저항은 오히려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인도 방위와 

중국으로의 진출로 이어져, 나아가서는 아시아 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1938 년생. 주 베트남, 

한국, 프랑스 사를 역임. 

아오야마(青山)학원 학의 

특별 초빙 교수(일본 

외교론·비교 문화론)이다.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 세포이의 봉기  

② 메이지 유신  

③ 삼국 간섭  

④ 러일 전쟁  

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⑥ 중국의 혁명(신해 

혁명에서부터 공산당 정권의 

탄생까지)과 러시아의 10 월 

혁명  

⑦ 장쭤린(張作霖)의 폭살  

⑧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  

⑨ 원폭 투하  

⑩ 베트남 반전 운동  

（*연  순）  

 

메이지 유신은 아시아에서 근 화의 모델을 제공했다. 권위의 상징으로 일본 황실을 

전면에 내세워, 규모 내전을 피하고 혁명을 완수했다. 또한 중국으로의 근 화를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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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삼국 간섭에 직면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 로, 일본 민중은 

제국주의 외교를 지지하면서도, 국민도 정부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색인종이 재앙을 

부른다는 황화론(黃禍論)에 민감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유럽 국들과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일 동맹을 맺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외교에 있어서 홍보와 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저널리즘의 역할과 민중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폴란드와 핀란드, 

러시아제국의 반 차리즘 운동을 지원한 일본의‘공작’은 외교 여론의 최초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암살이라는 테러가 일본이 한국 병합을 위한 절호의 구실이 

되었다. 민족 운동이 극으로 치달아 테러로 향하면, 탄압하는 쪽에서는 좋은 구실이 되어 

운동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현재의 중동 테러와도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신해 혁명은 중국 혁명 운동의 원점으로서,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 혁명으로 이어진다. 

러시아의 공산 혁명은 전세계의 이데올로기의 립을 낳았다.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선전이 없었다면, 파시즘이나 나치즘도 인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 세기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립을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장쭤린(張作霖)은 관동군의 모략으로 살해되었지만, 일본군도 정부도 책임을 확실히 하지 

않아, 군의 규율을 약화시켰다. 군내의 통솔이 되지 않으면서, 군은 동시에  민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결정적으로 중국과 립을 한다.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에 의해서 중국의 내전이 국제화되었고, 중일 전쟁은 수렁으로 빠져 들었다. 일본은 

중국 민중과 완전히 적이 되어 버렸다.  

 

 원폭 투하의 역사적인 의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의 

다수는 일본은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원폭 투하에 해 일절 사죄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 일본인은 이러한 모순에 해, 전략적으로는 물론, 도의적인 의미에서 

어디까지 진지하게 문제를 파악하려 하고 있는지,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 반전 운동은 일본 등 동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긴 것은 미국도 하노이도 아니다. 침략 전쟁에 반 한 세계의 민중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사쿠라이 이즈미(桜井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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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下) 일중국교 정상화 

세계를 움직인 나고야(名古屋)에서의 탁구 회 

 

중일 전쟁으로부터 27 년 후인 1972 년, 일본과 중국 양국은 국교를 맺었다. 

전후에도 동서 냉전의 최전선에서 적 시해 온 두 나라였지만, 서로 외교를 전환시켰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한 배경은 무엇인가. 베이징(北京)에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았다.  

 

  영하의 길거리를 걸어서, 중심가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국가 체육 총국 시설을 

방문했다. 1960 년 에 중국 탁구의 에이스로서 이름을 떨쳤고, 지금은 중국 탁구 협회 

주석으로 있는 쉬이인션(徐寅生) 씨를 만났다. 회의실에는 기념품들이 줄지어 있었다. 

1971 년 봄에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린, 제 31 회 세계 선수권 회에서 받은 트로피도 거기에 

있었다.  

 

그 회야말로, 세계정세를 움직인 미국과 중국의 탁구 외교의 출발점이었다.  

   

회전부터 회장인 아이치현(愛知縣) 체육관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문화 혁명으로 인해 세계 선수권 회에서 멀어져 있던 중국이, 6 년 만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쉬이(徐)  씨는 감독이었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으로부터, 첫 번째 목적은 우호다, 

시합은 둘째다고 지시를 받았다”며, 쉬이씨는 회상한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중일 우호의 

촉매 역할을 떠맡아 일본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일각에서는 다른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 선수단 간부에게 미국 

탁구 협회 임원이 말을 건넸다. “(중국은 회가 끝난 뒤에 캐나다 등의 팀을 초 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불러 주지 않겠느냐.” 미국은 베트남에서 전쟁하고 있는 적국이었다. 

진심에서 하는 소린가라고 반신반의했지만, 간부는 이 말을 베이징(北京) 에 전했다.  

 

  마오쩌둥(毛澤東) 공산당 주석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다. 

외무성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진언했고 마오쩌둥도 동의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이면 미국 팀은 귀국한다. 마오쩌둥은 저녁 식사를 끝내고 

여느 때처럼 수면제를 마시고 자려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수간호사에게 “미국 팀을 

부르라”고 했다. 그러나 수간호사는 이전부터 “수면제를 마신 후에 내가 한 말은 

무시하도록 하라”는 마오쩌둥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명령에도 수간호사가 움직이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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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은 당황했다. “빨리 알리지 않으면 미국 팀이 돌아가 버린다.” 

 

4 월 7 일, 나고야 발 뉴스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선수단이 미국 팀의 

초청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틀 후 미국 팀은 홍콩을 경유해서 베이징(北京)으로 향했다. 

키신저-미 통령 보좌관의 은밀한 베이징 방문은 이로부터 3 개월 후였다. 그리고 이듬해 

2 월 닉슨 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진다.  

 

“중일 관계도, 중미 관계도, 나고야가 계기가 되었다”고, 쉬이씨는 말한다.  

 

  

■ 소련·베트남 순회 / 미국과 중국의 의도가 일치  

  

 물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번에 바뀐 것은 아니다. 공통의 이익이 서서히 

양국을 서로 가까이 하게 했다.  

 

미국과 중국의 접근으로 중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탁구 외교의 무  

뒷이야기를 쓴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 판의 부 총편집인 치엔치안(銭江) 씨는 이렇게 

답했다.  

  

“예상 이상의 결과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 우리와 

일치했다. 만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없지만, 심각한 상황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다. 미국도 소련을 두려워해, 미국과 협력해서 소련에 항한다는 마오쩌둥 주석의 

생각이 굳어졌다.” 

 

당시 , 중국도 소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중소 립은 1950 년 부터 서서히 

깊어졌지만, 1969 년 중소 국경의 우스리강의 다만스키섬(珍宝島)에서 양국군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 중국은 전쟁도 각오했었다. 국경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베이징(北京)을 

시작으로 각지에 방공호를 팠다. 긴 국경선을 공격으로부터 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더구나 남쪽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중국은 문화 혁명이 한창이던 때라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다. 북베트남에서의 

장기 지원은 부담이 컸다. 전쟁을 끝내고 싶었지만, 교섭할 좋은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치엔(銭) 씨는 말한다. 베트남 전쟁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반전 운동에 

고민하고 있던 미 정권과 생각이 같았던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접근할 것인가. 그 계기를 

만든 것이 나고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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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떠밀린 일본 / 3 개월이 안 돼서 조인  

 

하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접근이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등을 떠밀었다.  

  동맹국에도 숨기고 행해진 키신저-방중에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접근과 그 후의 중국의 유엔 가맹으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의 흐름이 가속되었다.  

 

1972 년 7 월 6 일,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는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두를 것을 명언했다.  

  

신문을 읽은 저우언라이 수상은 중국 외무성의 담당자들을 모았다. 그 중에는 

저우언라이의 통역이었던 왕샤오시언(王效賢)·중일 우호협회 부회장도 있었다.  왕(王) 

씨는 저우언라이의 일 외교 통솔을 이렇게 회고한다.  

  

“다나카(田中) 수상에게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저우언라이 총리는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리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했지요. 총리는 자신이 보고서를 써서, 마오쩌둥 주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저우언라이의 아이디어는 9 일 드러났다. 남예멘 표단의 환영 연회의 인사말 

도중에 다나카 발언에 해 언급했다. “환영할 만하다”라고. 쌍방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9 월 25 일 다나카 수상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들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다. 전쟁 배상과 만 문제 등을 둘러싼 중국 측과의 격렬한 논의 끝에 4 일 후, 국교 

정상화라는 일중 공동 성명에 조인했다.  

 

국제 정치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도 국교 정상화를 완수하였다.  

 하지만, 일중 간에는 약 20 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이어온 민간 교류의 축적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했다”라고 왕(王) 씨는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봉쇄 정책을 따라가, 신 중국을 상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무역으로부터 민간 교류가 선행하여 정부를 이끌었다. 

‘이민촉관(以民促官)’이야말로, 중일 관계의 특징이며 진실입니다”라고 말한다.  

 

마오쩌둥의 위신도 중요했다. 많은 중국인이 육친을 빼앗기거나 일본인에게 굴욕을 

받았던 만큼 국민의 일본에 한 원한은 뿌리가 깊었다. 그러므로 중국 전역에서 국교 

정상화에 한 선전 활동을 펼쳤다. 마오쩌둥은 제 1 차 전 후,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을 

요구한 것이 복수심을 일으킨 점 등을 예로 들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 

마오쩌둥에 한 국민의 신뢰는 두터웠고, 오히려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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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를 끼쳤다” / 미숙한 통역으로 생긴 응어리  

 

공동 성명을 둘러싼 회담 중, 격론이 벌어진 일이 몇 번 있었다. ‘민폐 발언’의 

에피소드도 그 중의 하나다.  

  

방중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날 밤, 인민 회당에서 환영 만찬회가 열렸다. 다나카 

수상은 인사말 중, 중일 전쟁에 해 이렇게 언급했다. “일본이 중국 국민에게 막 한 폐를 

끼쳤던 것에 해서, 나는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측의 통역은 “폐를 끼쳤다”라는 부분을 ‘티엔라마환(添了麻煩)’이라는 중국어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티엔라마환(添了麻煩)’이란 표현은 중국에서는 작은 일에 한 

사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중한 사죄의 말을 기 하던 많은 중국인 출석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 때, 저우언라이 수상 곁에 있던 사람은 수상의 또 다른 일본어 통역인 

린유인(林麗韞) 씨, 중화 전국 귀국 화교 연합회 고문이었다.  

 린(林) 씨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통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 때, 각국 사들의 

영어 통역을 하던 탄웬션(唐聞生) 씨가 “너무 가벼워”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린(林)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우언라이 수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회담에서 역정을 냈다. 

“ ‘티엔라마환’이라는 말은 중국 인민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중국에서‘티엔라마환’이란 표현은 사소한 일에 사과할 때만 쓰는 표현이다.” 

 

중국 외무성 찬시안샨(張香山) 고문(당시) 등에 의하면, 다나카는 “폐를 끼쳤다는 

일본어 표현에 성심성의를 담아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나카 스스로도 귀국 

후에 다시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일본에서는 죄송하다,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결국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 국민에게 중 한 손해를 끼친 것에 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표현으로 결착되었다.  

  

그러나 왜 발언의 취지가 상 방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통역되지 않았을까. 그 때 

통역을 담당했던 전 외무성 직원에게 취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당시, 외무성 팀의 한 명이었던 히로시마(広島) 시립 학 부설 히로시마 평화 



  

 19

연구소 소장인 아사이 모토후미(浅井基文)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정상화 교섭은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요원을 모았다. 주요 간부는 중국어를 몰랐고, 정치적 센스를 

가지고 번역문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린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중의 울분이 뒤에서 들려왔다. 총리가 티엔라마환이란 

표현에 납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환영 만찬회는 일본의 지도자가 전후 처음으로 륙 사람들과 마주하여 전쟁에 한 

생각을 말하고 재출발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다나카가 인사에 담았다고 하는 생각들은 그 

자리에 있던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닿지 않았다. 

 

◇ 

 

중일 국교 정상화의 결과로, 일본과 만의 외교 관계는 끊어졌다. 하지만, 중국은 

그 후에도 일본과 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만이 독립을 하려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도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다시 일본과 적 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마저 안고 있다.   

국교 정상화로부터 36년.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발전했지만, 만 문제와 역사 

인식을 둘러싼 마찰은 지금도 때때로 얼굴을 내민다.  

이소가와 도모요시(五十川倫義） 

 

▼  일중공동성명 요지   

▽일본 측은 과거에 일본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 한 손해를 끼쳤던 것에 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 일본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만이 중화 인민 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충 며, 

포츠담 선언 제 8 항에 근거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의 국민 우호를 위해, 일본에 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 양국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다른 어떤 국가 혹은 국가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 한다  

▼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1893-1976)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 내전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건국했다. 1921 년, 공산당 창설 제 1회 전국 표 회에 출석했다. 

1935 년, 쭌이(遵義) 회의에서 당의 주도권을 잡았다. 항일 전쟁에서는 국공 합작을 

주창했다. 한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마오쩌둥 사상을 

확립했다. 건국 후에는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였지만, 급격한 생산 확 를 목표로 한 약진 

정책에서 실패하였고, 자연 재해도 겹쳐서 큰 피해를 냈다. 1966 년부터 문화 혁명을 

주도하여, 중국 내에서 절 적인 권위를 구축하였지만, “(문화혁명은) 당과 국가에 큰 

재난을 가져왔다”라고 이후에 총괄되었다.  

 

▼ 저우언라이(周恩來)(1898-1976) 중국 공산당 주요 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마오쩌둥(毛澤東) 등과 함께 중화 인민 공화국의 건국에 공헌하였다. 1917 년부터 19 년까지 

일본에 유학을 했다. 귀국 직전에 교토(京都)의 아라시야마(嵐山)에서 읊은 시 ‘雨中嵐山’ 
시비가 아라시야마에 있다. 건국 후, 수상(일시적으로 외상을 겸임)으로서 활약했고 1954 년 

평화 5 원칙을 제창했다. 일중 국교 정상화 후에 일본 재방문을 기 하고 있었지만, 병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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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下) 일중국교 정상화 

      기억을 만드는 것 

 

《일본과 소련 국교 회복 당시에 결착되지 않았던 북방 영토 문제. 

일본 정부는 오랜 세월 ‘4섬 일괄 반환’의 깃발을 올렸었다. 

교섭 방침은 바뀌었지만 그 깃발의 잔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 북방 영토 1945 년 8 월 9 일, 소련은 아직 유효했던 일소 중립 조약을 무시하고 일 

전쟁에 참전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후인, 8 월 28 일부터 9 월 5 일 사이에, 

구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시코탄섬(色丹島)과 하보마이제도(歯舞諸島)를 

점령했다. 일본 정부는 전재 후, 이 4 섬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고 소련과 러시아에 

해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시마 하보마이제도(千島歯舞諸島) 거주자 연맹의 

조사로는 1945 년 8 월 15 일 시점에서 4 섬에는 3124 세 , 1 만 7291 명이 살고 있었다. 

총면적은 5036 평방킬로미터로, 후쿠오카현(福岡縣)보다 조금 크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정식 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이다. 1951 년 9 월 8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다. 1952 년 4 월 28 일에 발효되어,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그러나 전면강화가 

아닌 미국과 그 우호국만이 조인을 한 단면 강화 조약이었다. 북방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2조 C 항에서 ‘일본은 지시마 (千島列島, 쿠릴 열도) 및 일본국이 1905 년 

9 월 5 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가라후토(樺太)의 일부와 이에 

근접하는 제도에 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지었다. 조약의 

초안은 미국과 영국이 작성하였고, 소련이 조인할 전망이 없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이 포기한 후의 귀속지를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지시마에 한 정의도 명확하지가 

않다. 일본 정부는 조약을 비준하는 국회에서, 지시마에는 ‘구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었지만, 그 후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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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섬 일괄 반환 / ‘깃발’은 내려졌는가 

 

■‘1991 년 “유연한 처”로 바꾼 방침  

 

북방 영토에 살고 있던 전 도민들은 “지시마 하보마이제도(千島歯舞諸島) 거주자 

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기 반환과 재산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5 월의 

총회에서 약간의 이변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네무로(根室) 지부 청년부의 간부들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결의 표명’문을 읽어 내린 것이다.  

  

회장에 있던 사람들을 더 한층 놀라게 한 것은, 결의 표명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우리로서는 전 도민들이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4 개 섬 일괄’이라는 운동으로는 현상을 타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운동을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4 개 섬 일괄 반환’이라는 슬로건은 전후의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내걸어 온 

것이다. 북방 영토라고 하면 으레 ‘4개 섬 일괄 반환’이었다. 냉전 시  때부터 정부와 

자치제 주도의 운동에 의해 이 방정식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혀 버렸다.  

  

이를 전 섬 주민 2 세들의 입장에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의 표명문을 

만드는 데에 동참한  하마야 쇼이치(濱屋正一) 씨는 “원래의 섬 주민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 2 세들은 운동을 ‘계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4 섬’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섬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원래 섬 주민의 반수 이상이 벌써 사망했고, 생존해 있는 

사람도 평균 연령이 74 세를 넘는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 영토 교섭에 해 가장 절실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북방 영토와 바다를 사이에 둔 네무로(根室) 사람들이다.  

 

실은, 일본 정부는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1 년 가을에 ‘4개 섬 일괄 

반환’이라는 깃발을 사실상 내리고 있었다. 이를 신하는 방침으로, 소련과 러시아 

측에게는 “4개 섬의 일본 측의 귀속이 확인되면, 실제 반환하는 시기와 형태, 조건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처한다”라는 입장이었다. ‘4 개 섬 일괄’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4섬’에서의 일본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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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섭 방침의 전환이 일본 국내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차이를 알고 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한 것인지, 몇 년이 지나도 

정당 간부들의 발언을 통해 ‘4섬 일괄 반환’이란 말이 때때로 들린다.  

  

올 2 월 7 일‘북방 영토의 날’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북방 영토 반환 요구 전국 

회’가 도쿄(東京) 구단(九段)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한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 

민주당 국제국장은 “북방 4 섬 일괄 반환은 모든 정당의 공통된 소원임을, 민주당을 표해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이 작년 2 월에 “ ‘4섬 일괄 

반환’은 천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라는 것’과 ‘교섭 

방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전 섬 주민들은 이 모순적인 말에 해 어떻게 생각할까.  

 

■ 내셔널리즘이라는 강한 자장  

 

그럼, 왜 ‘4섬 일괄 반환’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는가.  

   

영토 교섭에 깊이 관여한 작가로서, 전 외무성 주임 분석관이었던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는 “내셔널리즘 일반은 그 시점에서의 가장 강한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 반환’보다는 ‘일괄’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영토 문제에 해서는 한정된 몇몇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다. 책임 설명이라는 발상이 결핍되었던 것이지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또 하나의 뿌리 깊은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패전의 

수용’이다.  

일본에서의 ‘북방 영토의 날’에 맞서,

러시아 유력 신문에서는 영토 문제를 

크게 실었다  

  

아무리 일본 측이 국제법상의 정당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러시아 측은 “4섬은 제 2차 세계 

전의 결과다. 왜 일본은 패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논리로 항한다. 러일 전쟁에 져서 영토를 

할양 당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러시아에서는 별반 비판도 없이 받아들여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일본에게 있어 북방 영토 문제는 전승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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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패전이란 어떠한 부조리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라는 말이다. 특히, 냉전 시 의 소련은 그런 문제 제기하는 데에 어떠한 

사양도 필요 없는 상 였다.  

 

  북방 영토 문제는 지금도 이러한 강한 자력이 움직이는 곳에 있다. ‘국민의 

비원’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만, 

내셔널리즘과 깊이 연관될수록 타협은 어려워진다. 어느 러시아 정부 고관이 말이 인상에 

남는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다. 전통적인 

발상으로는 내셔널리즘을 넘을 수 없다. 내셔널리즘을 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 발전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눈으로 상 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사토 가즈오(佐藤和雄) 

미니 칼럼   만주 사변 무렵의 세계와 일본 

 전 외교관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씨 “시코탄섬(色丹島)과 

하보마이제도(歯舞諸島)는 반환 받고, 구나시리(国後)와 에토로후(択捉)는 

포기한다는 <2 개 섬 반환론>은 오해였다.” 근본적으로는‘4개 섬 일괄 

반환’이라는 깃발 아래, 단호히 주장만을 계속하면, 국내적으로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외무 관료들의 안일주의도 느껴졌다.  

 2002 년 4 월, 네덜란드 사를 면직당한 도고 가즈히코 씨는 작년 5 월에 

출판한 『북방 영토 교섭 비록, 없어진 다섯 번의 기회』(신쵸샤(新潮社)) 에서 이렇게 

말한다. 도고(東郷) 씨는 소련 과장, 유럽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르바초프 이후의 영토 

교섭에 거의 일관되게 관여하여 영토 문제를 움직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의원과 연결하여, 러시아 외교 추진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외무성을 쫓겨났다. 집필 동기에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러일 관계가 움직였으며, 왜 

관계가 악화 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면직에 이른 경위와 냉전 붕괴 전후부터 수십 년 

간에 걸친 교섭의 내막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4개 섬 일괄 

반환’으로부터의 전환을 국민들에게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지 않았을까. “상 인 

러시아를 생각하면 굳이 “양보했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는 백퍼센트 이쪽에 

있다는 논의이어서, 주장을 꺾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단, 지금 생각해 보면, 유력한 의원들과 

운동 단체에 힘을 실어 더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반성을 하는 것도, 

자신이 제안한 1956 년 선언을 기반으로 한, 병행 협의 방식이, 일본 내에서 ‘2개 섬 

반환론’이라는 비판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도고 씨는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은 이러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입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구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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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텟사 모리스 스즈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학 교수  

 

-시리즈 지식인 20 명에게 듣는다 (18)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10 대 사건은? 

 

■ 조선반도(한반도)가 결정하는 동아시아 구조 
1951 년, 영국 태생. 아이누와 

재일 조선인 등 폭 넓은 

시점에서 일본의 근 에 해 

연구했다. 근저로는 

『북한으로의 엑소더스 

(Exodus)』『변경에서 

바라본다』등이 있다. 

“내가 선택한 10 대 사건”  

① 아편 전쟁  

② 제 1차 조선 전쟁(한국 

전쟁)（1894-1905）  

③ 동아시아혁명（1917-19）  

④ 만주 사변  

⑤ 원폭 투하  

⑥동북아시아점령(1945-72?）  

⑦ 중국 혁명（1927-49）  

⑧ 제 2차 조선 전쟁(한국 

전쟁)（1950-53）  

⑨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의 변화=중소 립, 미일 

유착（1959-60）  

⑩ 중국의 ‘경제 

기적’（1980-）  

 

 동아시아의 역사 구조는 세 개의 레벨로 생각하면 알기 

쉽다. 첫 번째는, 비교적 큰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즉 

일본, 중국, 한국과의 관계다. 두 번째는, 국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와 지역, 류큐(琉球)와 만(台湾), 

아이누 모시리 등과의 관계다. 세 번째는 서양 열강과의 

관계이다.  

 

 아편 전쟁은 중화 질서가 무너지고, 근  질서로 바뀌는 

전환기였다. 화이(華夷)질서 속에서의 국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라는 중심이 있고, 그 주위에 류큐인, 

만주족, 아이누 등이 거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거기에 서양 열강이 들어와서, 중화 질서를 무너뜨렸다. 

국민 국가로서의 중국, 일본, 조선이 형성되었고 작은 

네이션은 흡수되었다. 그 과정을 밝히는 의미로, 제 1 차, 

제 2 차 아편 전쟁을 들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도 한데 묶어서 ‘제 1차 조선 

전쟁(한국전쟁)’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보일 것이다. 이것들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일어난 ‘동북아시아의 전쟁’이었다.  

 

 19 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문제는 언제나, 중일 양국이 어떤 식으로 열강과 

균형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국의 사이에 위치한 조선반도의 운명에 의해서 

중일 관계가, 나아가 지역 전체의 구조가 결정되었다. 조금 비약하자면,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향후의 중일 관계는 북한이 어떻게 될 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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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혁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이유 조약이 

아시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식민지주의에 반 하는 신 

 

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는 냉전의 시작으로 파악하고자 

다. 20 세기, 세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령만을 보기 보다는 동북아시아 

체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만을 본다면, 점령에 의한 민주화란 측면이 

 

 

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희생을 지불한 가이지만, 중국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경제적인 

특수 수요’라는 것을 넘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독립’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만, 안보 조약을 개정한 후 반  방향으로 나아가 중국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한

을 보면, 중국의 경제 국화가 중요하다. 이에 일본이 문화와 의식의 레벨에서 

어떻게 응해 나갈지도 크다고 본다.  

인터뷰 : 요시자와 다쓰히코(吉澤龍彦) 
 

＊주 ：“한국 전쟁”은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으로 부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

내셔널리즘이었다. 좋은 예로는 조선에서 3·1 운동이, 중국에서도 5·4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도 쌀 소동이 일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이 강해졌다. 하나하나의 사건은 

그다지 큰 것들이 아닐지라도, 동아시아 전체의 사상과 정치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제일 결정적이었던 전쟁은 만주 사변이라고 생각한다. 만주 사변이 일어난 후에는, 중일

전

 

 원폭 투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

한

 

 제 2 차 전 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점

전

강하지만, 오키나와(沖縄)나 한국을 보면 억압적 측면이 비친다. 동북 아시아의 점령 시기는

우선 오키나와(沖縄) 복귀인 1972 년까지로 했지만, 군사 기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중국 혁명’은 긴 사건으로서 파악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거 한 사회적

실

경제적인 평등이 실현되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이렇게 

만들어진 평등의 기반 위에 구축되었다.  

 

 제 2 차 조선 전쟁이 동아시아지역에 미친

‘

  

1959-60 년은 큰 전환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국으로부터 ‘

있었지

편으로, 중국은 소련에서 멀어져 제 3의 국이 되었다. 아시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상황

 

릅니다만, 모두 인터뷰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