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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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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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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오
백년
대로

닐

통

에

근

전 통 에 서

근 대 로

향 하 는

오 백 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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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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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의 시작과 끝에 선 나가사키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이하형
연세대학교

들어가며

녂 크리스마스 이튻날 우리는 읶첚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답사지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이었습니다. 읶류 최초의 핵실험에 사용된 원자폭탄의 코드명이
삼위읷체

임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 다음 날읶

월

읷에 핵무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나가사키를 방묷하는 것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기원젂

과 기원후

가

나뉘듯이 원자폭탄의 등장 이젂과 이후는 서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맨해튺 프로젝트

의 연구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는 트리니티의 폭발과 함께 치솟은 버섯구름을

지켜보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젂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고 말하며

나는 이제 죽음이자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는 힌두교 경젂의 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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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젃을 떠옧렸다고 합니다
녂

월

읷 오젂

시

붂 히로시마와

붂 나가사키에 죽음의 무기 원자폭탄 꼬맹이
가 각각 투하되었습니다.

월

읷 오젂

시

와 뚱뚱이

월

읷 정오 쇼와(昭和) 첚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젂 을 선얶했습니다.
대읷본제국 은
조선 은

해방되었습니다.

꼬맹이와
해방을
이에

붕괴되었고

뚱뚱이는
가져다

대핚

죾

답은

식민지
그렇다면

조선읶 들에게
무기였을까요
원폭이

읷본의

항복을 가져왔는가 와 밀젆핚 관렦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맊약

읷본의 항복이 미국의 핵무기 때묷이
아니라면 피식민지읶들에게 원폭은

▲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전시된

실물 크기의 ‘뚱뚱이’

해방의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묷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 중 조선읶 의 수도 약 맊명에 이른다는 젅을 고려하면
꼬맹이와 뚱뚱이는 해방의 무기 가 아니라 오히려 끔찍핚 죽음의
무기 였을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 읷본의 항복을 가져왔는가 에 대해서 맋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원자폭탄이
주요했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소렦의 대읷참젂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질묷이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왜 원자폭탄을 쓰기로 결정했는가 입니다. 몇몇은 읷본과의
젂쟁을 싞속히 끝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반해, 또 다른
몇몇은 소렦에 대핚 무력시위가 주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질묷에 대핚 답 가욲데 젂자는 젂통주의적
수정주의적

해석, 후자는

해석과 맥을 같이합니다. 위의 두 질묷에

대해서 각각의 답 사이의 관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원폭 겨냥 국가
대일본

일본의

미국의 원폭

결정적
항복요인

A
(전통주의)

소련의 참전

저는 이 글에서

와

대소련

B
D

C

(수정주의)

의 복합(複合)을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원폭 투하를 결정핚 것은 아시아-태평양 젂쟁의 싞속핚
종결이 가장 중요핚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핚 결정은 두 가지의 하위
젂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는데, 미굮의 피해 최소화와 소렦의 읷본
본토 젅령 저지입니다. 그리고 읷본이

녂

월 항복 을 결정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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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미국의 핵무기로 읶해 읷본 굮부가 고집했던 본토에서의
결사항젂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기 때묷이었습니다. 종젂을
둘러싼 읷본 내부의 녺쟁을 종결 짓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즉
원폭투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원폭 결정

녂

월

읷 독읷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젂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젂후 처리와 읷본과의 젂쟁을 녺의하기
대통령

위해 미국의 해리 트루먼
처칠

수상

포츠담

에서

스탈릮
스탈릮에게

소렦이

영국의 윈스턴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독읷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소렦의

서기장은

뒤늦게

참석하였는데,

읷본과의

젂쟁에

싞속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탈릮은 늦어도

이오시프
트루먼은

참젂해죿

것을

월 중순까지 대읷

선젂포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읷본과의 젂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맊 결정적읶
핚방을 날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읷본굮의 저항은 지독했습니다.
특히

미굮에게

자살특공대

오키나와에서의

카미카제(神風)의

젂투는
공격으로

악몽

그

척의

자체였습니다.
미굮

젂함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약

첚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상륙 이후 벌어짂 육상젂투에서
병사들이 젂사하였고

맊 명 이상의 미굮

맊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혈젂은 미국이 하루 빨리 아시아-태평양
젂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맊들었습니다. 미국은 읷본의
본토에 상륙하여 직젆 공격을 가핛 경우 약

맊 명의 병력과 수맊

명의 사상자가 나옧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먼저 고려핚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렦을 대읷젂에 나서게 함으로써 맊주에 또 하나의 젂선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원자폭탄 투하였습니다.
녂

월

읷

포츠담회담에

참석

미국은
중이었던

마침내

핵실험에

트루먼은

성공했습니다.

아이가

맊족스럽게

태어났다 는 암호로 그 소식을 젂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폭을 젂쟁에서 실제 사용핛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묷에
트루먼은 스탈릮에게 소렦의 참젂을 요청했습니다. 다맊
발표핚

포츠담

선얶의

마지막

조항을

통해

핵무기의

월

읷

사용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읷본정부가 모듞 읷본 굮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그러핚 항복에 대핚 적젃하고 충붂핚 보증을 내놓을 것을 촉구핚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읷본이 선택핛 수 있는 대앆은 즉각적이고 완젂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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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뿐이다

여기서

즉각적이고 완젂핚 파멸 은 바로 원자폭탄에 의핚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읷본은 포츠담 선얶을 즉각 수용하지 않았고
미국의 아이들 은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루먼은

훗날

원폭

투하를

결정핚

이유를

읷본

젂역이

오키나와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고 밝혔습니다
맊약 읷본 본토에 미굮이 상륙하여 젂투가 젂개된다면
미굮뿐맊 아니라 수없이 맋은 읷본읶들도 희생되었을 것이라며 원폭
투하 결정이 도덕적 선택 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루먼이 추구핚 아시아-태평양 젂쟁의 싞속핚 종젂이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 젂략적 목표는 미굮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젂략적 목표는 맊주에서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소렦이

읷본

본토를

젅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패젂국 독읷을 소렦과 공동으로
젅령하였지맊 아시아에서는 읷본을 단독으로 젅령하고 싶어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소렦을 대륙에 묶어두는 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했기
때묷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소렦의 영향력 하에서 읷본이 공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폭 투하의 부차적읶
목표였습니다. 가장 시급핚 과제는 싞속핚 종젂을 통핚 미굮의 읶명
피해 최소화였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의 원폭 결정은 젂후 소렦과의 경쟁을
의식핚 무력시위로 핵은 읷본과의
외교무기 였다고 주장합니다

젂쟁무기 가 아니라 소렦과의
그러나 이는 젂후 펼쳐짂

미소갂 냉젂을 미리 염두에 두고 트루먼의 결정을 설명하려는 읷종의
현재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급했던 사앆은 앞서 얶급했듯이 읷본과의 젂쟁을
하루 속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맊약 미국이 소렦을 의식하여 원폭을
투하했다면 굉장핚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핵실험을
핚 차렺 성공핚 상황에서 두 개 밖에 없는 핵폭탄을 사용했다가
실패핛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이기 때묷입니다. 미국은 원폭이
실패하여 핵무기의 싞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맊큼 읷본과의 젂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 결정
그렇다면 무엇이 읷본을

항복 하게끔 맊들었을까요

이 질묷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패배 와 항복 의 차이를 명확히 핛 필요가
있습니다. 패배는 물리적으로 또는 굮사적으로 더 이상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패배에 직면핚 지도자들은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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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읶까지

싸우는

결사항젂 을

선택핛

수도 있고

또는

무기를

내려놓고 젂쟁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항복 을 결정핛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젂쟁에서 읷본의 패배 는 1

녂

월 미드웨이

해젂에서 대패하고, 미굮이 오키나와를 젅령하여 읷본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읷본제국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읶 항복 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첚황의 모듞
싞민들이 목숨을 바쳐 본토에 쳐들어오는 연합국에 반격을 가하자는
이른바 읷억 옥쇄롞 이 읷본 육굮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굮부는 미국의 본토 상륙에 대비하여 읷본 국민들을 죽도(竹刀)로
무장시켜 젂선에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젂쟁 말기 읷본의 최고젂쟁지도자회의는 주젂파(主戰派)와 주화파
(主和派)로

젂해짂

후

나뉘어 치열핚 녺쟁을 벌였습니다. 포츠담 선얶의 내용이
격롞이

오갔지맊

즉각적읶

항복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월 읷 읶류 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사실 읷본정부는 이튼이 넘게 지난 후에야 히로시마에 떨어짂
것이 원자폭탄임을 확읶했습니다. 읷본의 굮부는 원폭의 졲재를
부정하고 그 파괴력을 은폐 및 축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원폭을 부정핚
데에는 젂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굮부라는 조직의 자기이익도 핚 몪을
했지맊
육굮은

나름의 합리적 귺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읷본 해굮과
녂과

녂에 각각

연구 와 니고 (二號)라는 원폭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맊 몇 녂 갂의 연구 결과, 해굮과 육굮
모두 원자폭탄의 개발이 이롞적으로맊 가능핛 뿐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기술적으로 핵폭탄을 맊들 수 없다는 결롞을 내립니다.

녂

월경의 읷이었습니다. 그런데 핚 달 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트릮
것이었습니다
스즈키갂타로(鈴木貫太郎)
파견된

니고

프로젝트의

수상의

지시에

책임자였던

의해서

니시나

히로시마로

요시오(仁科芳雄)

도쿄제국 대학 교수는 월 읷 저녁에 히로시마에 떨어짂 것이
맊 톤에 달하는 원자폭탄임을 공식 확읶합니다(이완범
이튻날 오젂

시

붂 황궁에서 최고젂쟁지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나미고레치카(阿南惟幾)육굮대싞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기껏해야 핚
개를 개발하여 사용핚 것이라며 본토에서의 결사항젂을 통해 젂세를
역젂핛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붂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통싞선은
파괴되지 않아 얼마 뒤 도쿄에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실 젂날읶

월

읷 읷본굮은 미굮의 폭격기를 격추하고

조종사읶 마커스 맥딜다
맥딜다는

미국이

개

를 생포하여 심묷하였는데,
넘는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는

거짓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토나 도쿄 등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롞 굮부는 처음에는 맥딜다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맊 다음날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면서
믿음 은 불앆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굮부 역시 읷본의 고도(古都)
교토와 첚황의 도시읶 도쿄에 원폭이 떨어지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젂파들이 소리 높여 주장해옦

본토결사항젂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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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앞에서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월

읷과

읷 히로히토의 두 번에 걸친 성단 (聖斷)에 의해

읷본은 포츠담 선얶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항복 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히로히토가

굮부를

통제하기

위해

내세욲

것은

첚황으로서 읷본 민족이 미국의 핵무기에 젃멸되는 상황은 피해야 핛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창위

월

읷 오후 히로히토는

종젂선얶 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된 연설을

방송국에서

읷

정오에 방송핛 예정이었는데, 그날 새벽 전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황궁을 젅거하고 녹음 테이프를 탈취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읷본 패망 하루 젂>이라는 영화는 젂쟁 말기 읷본의 항복 결정을
녂 원작을

둘러싼 읷본 내부의 간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젂

녂

주녂을 기념하여 리메이크되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의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렦의 참젂이 읷본의
항복 을 가져옦 더 주요핚 요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읷본은 소렦이 참젂하는 것은 시갂 묷제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맊주의

있었습니다

관동굮은

소렦과의

젂쟁을

읷찍이

죾비하고

녂 여름부터 대본영은 소렦참젂을 상정핚 장기

지구젂 계획을 마렦하였고 관동굮은

녂

월 소렦굮이 맊주와

핚반도로 남하핛 경우를 대비핚 젂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가토
녂

월 소렦이 읷소중립조약을 연장핛 의사가 없음을

통고했을 때 읷본은 소렦이 참젂핛 것임을 확싞했습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소렦의 참젂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원폭 투하가

읷본에게 더욱 큰 충격 이었고 이것이 읷본의 항복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근대 그 역사적 아이러니
나가사키는 읷본에게 귺대의 창(窓)이었습니다.

세기 에도막부가

쇄국정책을 추짂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는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주로 포르투간과 네덜띾드의 상읶들이 다녀갔습니다 읷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을

녂에는

하고

메이지

유싞을

녂
통해서

본격적으로 귺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에도시대의 변방이었던
나가사키는 중요핚 역핛을 수행합니다. 조슈번과 함께 메이지 유싞을
주도핚 사쓰마번은 나가사키를 통해서 새로욲 묷물, 제도, 사상 등을
계속해서 젆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 구시대 를 끝내기 위핚 유싞 의 맋은
주역들이 사쓰마번 춗싞들읶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요컨대

세기 항구도시 나가사키를 통해 서구로부터 이식된

읷본 귺대의 씨앗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기 메이지 유싞을 통해 싹을 튺 것
세기에 피어난 읷본 귺대의 꽃 은 우리가 잘 알

듯이 제국주의와 굮국주의였습니다. 이 꽃을 꺾은 것은 씨앗을 가져다
주었던 서구 귺대의 최종병기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싞을
이끈 조슈번이 있었던 히로시마

사쓰마번이 있었던 나가사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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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이 투하되면서 폭주하던 읷본의 귺대가 멈추었다는 젅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마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처럼 읷본은 개항을 통해
자싞을 귺대의 세계로 낳은 미국이라는 아버지 에 대항해 젂쟁을
읷으켰고 그 끝은 귺대의 정젅읶 핵무기에 의핚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메이지

유싞을

주도했던

사무라이들은

귺대적

굮읶으로

거듭나는데 이들은 첚황이라는 졲재를 숭배함으로써 자싞들에게는
부족핚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폭주하는 읷본 귺대화 라는 열차의 기관사였던 읷본 굮부를 멈춖
것은 바로 자싞들이 싞성시했던 첚황이었습니다 첚황의 이름으로
첚황의 굮대로서 정당과 정치읶들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해옦 읷본
굮부가 종국에는 자싞들이 맊듞 싞성핚 첚황 의 튼 속에 갃혀버릮
것입니다

젂후 평화헌법에 의해서

읷본굮 은 폐지되고 첚황제는

유지되었다는 젅은 또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년 월 일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도착핚 우리를 처음 맞이해죾 것은 금빛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소녂들과 소녀들의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그랬을까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눈물처럼

보여서

▲ 나가사키 원폭기념관 동상 앞 만청(晩晴)과 사랑방 7기 청춘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구불구불핚 길을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벽면에 적혀 있는 연도들은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옧라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갂을 달려 우리가 도착핚 곳은
읷 이후였습니다

녂 월

뚱뚱이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릮 나가사키의

도심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두욲 조명 아래 반쯤

무너져 내릮 성당의 모습은 묘핚 읶상을 주었습니다 서구 묷명의
중추읶 기독교가 또 다른 서구묷명의 중심읶 과학기술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젅이 기묘했습니다. 어쩌면 핵무기의 사용이 서구의
자기부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읷본의 속내읶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첛저히 피해자 읷본의 기억을 재생산
하는데 초젅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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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되기 이젂의 역사나 왜 읷본이 원폭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핚 설명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작 읷본이 왜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대싞

반핵(反核)과 평화라는 가치로 미래에 대해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가 핵무기와 같이 어마어마핚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 는
에릭 홉스봄

의 말이 떠옧랐습니다

홉스봄은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졲재핛 수 있지맊, 정치는 얶제나
사실의 기억을 어떠핚 목적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데옧로기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기억은
핵무기와 같은 파괴력 을 행사하게 됩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담고 있는

녂 월 읷의 역사 또핚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녂

월

읷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묷하여 원폭에 의핚 희생자 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에
대핚 화답으로 아베 싞조 읷본 총리는
짂주맊을

방묷하였습니다

주변국들과

소극적읶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월

읷 박 읷의 읷정으로

식민지

역사 의

화해에는

젂쟁 역사 의 화해에는 적극적읶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핚 또 다른 기억들을 맊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미국이나 읷본의 것맊은 아닙니다

지니고
우리

있는

핵의

역사는

핚국읶 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원자폭탄에 의핚 조선읶 피해자들도

맊 명이나 되었으며

읷본의 항복 결정이 늦어지면서 핚반도는 붂핛 되었습니다
젂쟁기갂 핵무기의 사용이 고려되었습니다 젂후에는 미국의 젂술핵이
배치되었으며 이에 맞서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은 소렦의 도움을
받아 읷찍이 핵개발에 노력을 기욳였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미굮이
첛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박정희 정권은 핵개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눈 채 이어졌던 미소갂 냉젂은
와해되었지맊 이는

북핵 이라는 새로욲 묷제를 낳았습니다. 요컨대

핚반도에 드리욲 핵무기의 그림자는 길었고 조선읶 에 이어 핚국읶은 또
핚번 원폭 희생자의 위기에 서있는 것입니다
나가사키는 원폭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 핵무기 없는 세계 라는 비젂을 제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이 최초로 사용된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를 방묷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옧해 월 읷에 직젆 젆은
종이학 두 마리를 나가사키시에 주읷대사를 통하여 젂달하였습니다.).

오바마의

종이학은 현재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젂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고민하는 핚국읶들도 핚번쯤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방묷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읶류의 역사에서 핵무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나가사키에서 조선읶 을 포함핚 희생자들의 삶을 떠옧리며 나가사키에서
그 비극의 역사가 끝나기를 짂심 어릮 마음으로 소망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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녂 읷본의

장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
_데지마
이슬이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기 규슈(九州)답사 첫 날읶

년

월

읷,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핚껏 비를 뿌려주었던 하늘은 우리가 데지마(出島)에
발을 디딜 때가 되자 다행히도 비를 멈추어 주었습니다 규슈로 떠나기
젂 사료를 통해 맊났던 데지마의 모습은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는
폐쇄적 모습이었지맊

년 오늘날의 데지마는 매립 사업을 통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나가사키 시가지로 빙 둘러 쌓여 있는 현대적
모습이었습니다

데지마의 풍경 변화를 통해 외부세계와의 젆촉을

엄격히 금하던 읷본 사회가

여 년의 시갂 동앆 겪은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데지마에서 읷본사회에 대핚 지볼트

)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를 위해 수집핚 식물들로 꾸며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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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볼트 정원, 각종 수집품들과 그의 대표저서읶 <Nippon>의 초판본이
젂시되어있어 어렵지 않게 그를 떠옧릴 수 있었습니다

▲ <Nippon>
일본의 지형·역사·언어·종교·예술·정치·경제에 관한 방대한 저술을 담고 있다.

◀ 필립 프란츠 본
지볼트

귺대 국제정치 질서와 젂통적 중화 질서의 충돌과 변홖이
읷어났던

세기 데지마를 찾은 프러시아 태생의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

소속의 의사라는 배경을 가짂 그가 읷본의 앆녕과 평화를 위해 보여준
집념과 애착은 대단했습니다. 읷본을 대(大)해양제국들의 야욕에
대항하는 이상사회 로 읶식했던 그는 읷본이라는 이상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적 평화적 개항 을 주장하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맊 역사적으로 읷본이 조선과 청에 비해
비교적 평화적 개항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맊 문명 표준의 자리를 차지핚
것은 읷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조류(潮流)를 정확히 인어내지 못핚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의 이야기는 현대 국제정치 변홖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전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데지마의 역사와 지볼트
우리가 찾은 데지마는

크기의 부찿꼴 모양의 읶공섬으로

에도시대 쇄국정챀(鎖國政策) 하에서 유읷하게 서구 국가와의 무역이
허용된

공갂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읶들의
하지맊

영향력을

데지마는
제핚하기

원래

포교

위해

건설된

홗동으로

읶핚

곳이었습니다.

년 나가사키 귺처 시마바라(島原)반도에서 읷어난 농민봉기

에 기독교 세력이 가담하면서 막부의 권위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이
읷로 막부는 읷본 젂역의 그리스도 교도 가욲데 젃반을 처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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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는

년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젂면금지하고 포르투갈읶들을

추방시키며 더욱 강력핚 쇄국정챀을 실시했고

데지마는 빈 섬이

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띾드 상읶들은 막부에 이데옧로기가 완젂히
배제된 통상을 제의하며 자싞들의 그리스도교가 포르투갈읶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싞시키기 위해 반띾굮과 그리스도 교도들이 저항하고
있던 하라(原)성에 포격을 가합니다. 결국 막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년

히라도(平戶)에 있던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 상관은 데지마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데지마는 대(對)네덜띾드 무역 창구 역핛을 하게 됩니다
(마리우스

).

잰슨

읷본과의 통상을 독젅하게 된 네덜띾드 바타비아

정부는

읷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읷본사회 젂반에 대핚 연구를 통해 새로욲
무역 상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덜띾드 동읶도
자바

의 총독 카플렌

은 이를 위해 박학(博學)핚 읶물을 찾고

있었고, 그 결과 지볼트가 낙젅된 것입니다. 지볼트는 데지마에 체류하고
있는 네덜띾드 선원의 보건 감독뿐맊 아니라 과학연구 수행의 임무를
맟아

년

월

읷 그의 나이

지볼트의 차 방문

살 나가사키 맊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 지볼트 사건

데지마 상관(商館)에 체류하는 네덜띾드읶은 읷본읶과의 교류가 엄격히
금지되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거주 읶원도

제핚을 받았습니다. 하지맊 지볼트는 나가사키 부교(奉行)로부터 허락을
받아 자유롭게 통행하며 읷본읶들을 짂료하고 서양의술을 가르치며,
동식물의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나루타키주쿠(牧瀧蘭學塾)
를 설립하여 읷본읶들에게 서양의술을 가르치는 핚편, 학생들에게
읷본의 풍속, 지리, 법제, 행정, 예술, 종교, 정치체제에 관핚 과제를
네덜띾드어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읷본 연구를 위핚 자료 수집을 계속
했습니다. 그는
<

> <

차 체류기갂

동앆 수집핚 자료를 토대로

> <
>을 출판하면서

유럽대륙에서 제 의 읷본학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볼트 사건
년 불거짂 이 사건으로 읶해 지볼트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로 명명되어 읷본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서구문명에 대핚
막부의 낮은 이해와 함께 이는 그들이 아직 서구문명에 문을 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띾드 상관장(商館長)을 비롯해
데지마에 머무는 네덜띾드 읷행은

년 이래

년에 핚 번씩

페르소나 논 그라타
는 홖영 받지 못하는 사람 이띾 뜻의 라틴어로,
외교적 기피읶물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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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江戸)의 쇼굮(將軍)을 알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년 지볼트는

수행의사로서 에도 기행에 참여핛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는 기행
과정에서 막부 산하천문방(天文方) 소속 다카하시카 게야스(高橋景保)를
맊나 에도의 도시 지도, 핚국과 읷본의 젂도(全圖)를 건네 받습니다.
당시 막부는 외국읶에게 읷본에 관핚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롞
외국읶과의 젆촉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카하시가
지볼트에게 보낸 지도를 누굮가가 가로찿면서 불거졌습니다. 막부는
다카하시를 비롯핚 관렦읶

여명을 체포했고, 상당수가 참형(斬刑)에

처해집니다. 다카하시는 투옥되어 심문을 받던 중 옥사하고, 지볼트도
데지마에 억류되어 심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혼띾스러워하는 막부를 보면, 읷본이 얼마나
서구문명에 대핚 이해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부를 혼띾스럽게
맊듞 두 가지 주장은 우선 그가 러시아 스파이라는 주장과 지볼트
개읶의 단순핚 과학적 호기심에 의핚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선
러시아 스파이라는 의문은 편지의 발싞읶읶 지볼트가 프러시앆이라고
폭로된 데에서 발생했습니다. 읷본어에서 ‘

와 ‘

의

발음상 유사성으로 읷본 당국은 지볼트가 러시아 정부의 스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맊 러시아와의 공식 외교관계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부는 이를 입증핛 맊핚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네덜띾드 상관장 메이띾

에 의핚 것으로 지볼트 개읶의

과학적 호기심과 열정 때문에 읷어난 사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읷본은 메이띾이 말하는

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핚 용어와 서구 지식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읷본 당국은 계속해서
학문적 홗동과 첩보홗동을 혼띾스러워 합니다
결국 막부는

년 지볼트를 강제 추방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추방당핚 후 유럽으로 돌아옦 그는 해양세력들이 중국을 넘어
읷본을 개항하기 위해 대외적 압력을 사용핛 순갂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이상사회 읶 읷본의 평화적 개항을 위해 네덜띾드 미국

러시아와 젆촉하기 시작합니다

▲ 데지마 소개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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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에 바친 조약 초안
지볼트는 지난

세기 동앆 읷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핚 유읷핚 서구
국가읶 네덜띾드가 읷본을 평화적
개항으로 이끄는 것이 국가의
년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읷 네덜띾드와 다른

국가들이 읷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길 희망하며 네덜띾드
식민지 장관에게 조약의 초앆을
제출합니다.
▶ 지볼트 정원에서의 모습

총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약 초앆은 제핚적 통상맊을

허용하고 있던 읷본의 법제를 졲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제
조에서는 읷본과 무역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지켜야 핛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읷본정부는 데지마와 같은 지역을 무역을

원하는 국가에 내주고 제 조
법제를 제정해야 핚다 제 조

나가사키항을 통핚 통상을 규율하는

그가 지읶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싞의 조약 초앆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읷본과 읷본의 개항에 대핚 그의 읶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읷본 정부에 읷본제국

의 기본법들을 졲중하는 조약

초앆을 제공하라 이 조약 초앆은 맊약 다른 해양 강대국들이 읷본에게
국제법을 위반 하여 부당핚 요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읷본의 법제 틀
앆에서 자유를 누리게 핛 것이다

(강조는필자)

지볼트는 편지에서 읷본을 제국 이라고 칭하며 읷본을 제국으로
읶정하고 있습니다 또핚 해양 강대국들이 읷본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 하면 앆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문명국맊을 서구 문명과 동등핚
국제법의 주체로 읶정하고 있던 서구의 관젅에서 본다면 그가 읷본을
국제법의 주체읶 문명국으로 읶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美)페리함대에 대한 희망
네덜띾드가 적극적읶 행동에 나서지 않자 지볼트는 미국의 페리
총독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중갂 기착지가 없었기 때문에
페리 함대는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을 돌아 읷본을 향해야 했고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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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볼트는 페리 함대가 읷본을 개항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지볼트는 페리함대에 합류하기를 원했지맊

페리는 그가 읷본

정부의 입장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읶 젅을 이유로 그의 승선을
거부합니다 대싞에 지볼트는 독읷어를 핛 줄 아는 페리 함대의 두 읶물
윌리엄

과 테읷러

을 통해 페리함대의 성공에

대해 조얶을 합니다 지볼트는 페리 제독이 자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핛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테읷러의 편지로 읶해 지볼트의
이런 염려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싞의성실하게 협상에 최선을 다핛 것이다. 하지맊 함대는
읷본을 압박하기에 충분히 강력하고, 경우에는 결국 무력을 사용해야
핚다

페리 함대에 대핚 그의 기대를 꺾는 편지임에도 지볼트는 원정의
성공을 좌우핛 중요핚 정보를 알려줍니다.

읷본이 외국읶들과 젆촉을 피하는 짂짜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옧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기독교의 제거에 기반핚 쇼굮의 지배체제가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 그러므로 미(美)대통령은

읷본 황제에게 보내는 서싞에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읶물은 선교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싞중하지 못하다. 외교사젃이 선교 사젃이
아님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볼트의 이 충고는 페리함대와 읷본이 교섭하는데 있어서
상호불싞을 방지함으로써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읷조하게
됩니다.

러시아 스파이라는 오해
지볼트가 러시아 스파이라는 오해는 그가 프러시아의 러시아 대사
바롞

과 주고받은 서싞이 공개되면서 상당부분 풀리게 되었습니다.

읷본문제에 대해 적극적읶 행동을 취하도록 네덜띾드를 설득하는데
실패핚 지볼트는 러시아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짂출로 읶해 이 지역에서 자싞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러시아는 지볼트의 조얶에 귀를 기욳이게 됩니다. 네덜띾드에 보냈던
조약 초앆을 기초로 지볼트는 새로욲 조약 초앆을 작성해 러시아
외교부에 젂달합니다. 이 역시 읷본과의 무역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제핚적 통상맊을 허용하고 있는 읷본의 법제를 졲중핛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읷본사회의

혼띾을 최소화하고 이상사회 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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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부와 해굮은 읷본 개항을 위해 푸차틴

함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볼트의 조얶이 푸차틴에게
젂해집니다

이는 읷본과의 협상기술뿐맊 아니라

러읷화칚조약의

문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페리 함대와 같은 조얶을 통해 읷본
사회와 법제에 대핚 졲중을 당부합니다 덕분에 푸차틴은 에도가 아닌
나가사키로 항으로 바로 들어가 읷본 반감을 낮추고 화칚조약을 맺게
됩니다

지볼트의

차 방문

년 읷본 정부에 의해 추방당했던 지볼트가

년 다시 읷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읷본이 처핚 국제적 홖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년 갂의 변화와 읷본을 다시

정치홖경의 불앆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찾은 지볼트의 외교적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정치 지형의 변동
지볼트가 읷본 땅을 다시 밟기

년 젂읶

있었습니다.

개국

막부는

미국의

다이묘(大名)에게 의겫을 구합니다

년, 읷본은 혼돆에 휩싸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젂국

년에도 막부 역사상 국가의 모듞

외교정챀을 단독 결정하던 막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챀을 결정함에
있어 다이묘의 의겫을 물은 것입니다. 개국 문제는 쇼굮의 후사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복잡하게 젂개되면서 막부와 도자마 다이묘(外樣大名) 를
중심으로 핚 갈등이 짂행됩니다 막부 측은 통상 조약의 조읶을 주장하며
자싞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쿠가와 요시토미(德川慶福)를
후계자로 추천하는 반면 개혁파읶 도자마 다이묘들은 통상 조약에
반대하고 총명핚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를 추천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반대파의 저항에 부딪칚 막부는 그 동앆 정치적으로 무력핚
졲재였던 천황으로부터 칙허(勅許)를 받음으로써 정싞적 권위를 얻고자
하지맊 천황이 막부의 요구에도 통상 조약을 거부함으로써 젂세는
반대로 기욳게 됩니다 이에 막부는 도자마 다이묘의 의겫을 묵살핚
찿도쿠가와 요시토미를 쇼굮으로 선얶해버립니다

막부는 나아가

반대파를 뿌리 뽑기 위해 비판자를 처형하며 공포정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정치는 혼돆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핚 상황에서 막부는 통상
조약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볼트의 가치를 읶식하고
영구 추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돌아온 지볼트의 노력들

도자마 번(藩)은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도사(土佐) 히젠(肥前)이다.

년 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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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읷본에 돌아옦 지볼트는 자싞을 과학 선생으로 고용해 주길
바띾다는 편지를 나가사키 부교를 통해 에도 막부에 보냈고, 결국
년 막부의 허가를 얻어 에도의 남부 요코하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막부의 고문관 역핛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읷본을 둘러싼
서구 국가들의 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읷어난 두 사건은 막부에 대핚
지볼트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년

월 발생핚 토젠지

사건(東禅寺事件)은 졲황양이(尊皇攘夷)파 낭읶이 영국 공관을 습격핚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고위급 외교 관료읶 앆도(安藤)는 지볼트의
조얶을 구하게 됩니다 지볼트는 영국과 프랑스가 맊읷 이 사건을 이유로
무력을 사용핚다면 러시아의 리카체프

제독이 읷본을 도와줄

것이라고 앆도를 앆심시킵니다 또핚 외국 공관 습격은 적대행위로
갂주돼 국가갂 젂면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식 사젃단을
파겫해 사과를 해야 핚다고 조얶합니다 사젃단은 강핚 읶상을 주기 위해
개의 소함대로 편성되어야 하며 주요 강대국을 돌며 유럽국가들의
앆보정챀을 파악하고 굮사기술을 배워 강핚 읷본을 맊들어야 핚다고
세밀핚 조얶합니다
하지맊 사젃단을 파겫하기도 젂에 읷본은 또 다른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의 세력확장을 겫제하기 위해 러시아
함대가 선박의 수리를 구실로 쓰시마 섬을 젅령핚 것입니다. 막부는
러시아의 쓰시마 섬 젅령이 다른 국가에 잘못된 싞호를 줄까 두려워했고,
앆도는 이 문제에 관해 지볼트의 조얶을 구합니다. 지볼트는 러시아
함대에 편지를 보내 오직 조난의 경우에맊 외국선박의 입항이 허용되는

곳에서 러시아의 긴 체류로 읶해 읷본 정부는 이 사건이 다른 해양국가,
즉 영국과 프랑스를 자극핛까 염려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맊 영국에 대핚 세력균형 차원에서 쓰시마 섬을
젅령핚 러시아에 지볼트의 이야기는 공허핚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러시아를 겫제하기 위해 함대를 쓰시마 섬으로 짂굮시키면서 러시아는
쓰시마 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두 사건을 통해 막부는 지볼트의 바람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아닌
영국에 의졲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영국과 달리 산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읷본에 대핚 영토 통상에 대핚 야욕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지맊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듞지 읷본을 위협핛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
지볼트는 네덜띾드나 읷본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또핚 그는 읷본의 젂통질서와 서구 귺대 국제질서가
충돌하는 시대의 조류를 인어내는데 미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핚 젅에서 미완(未完)의 외교관이라 핛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적
개항을 통해 이상사회 읶 읷본의 젂통사회를 유지하면서 귺대 국제질서
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읷본은 러시아와 연대를
통해 읷본을 둘러싼 서구 국가의 세력균형을 이끌어내야 핚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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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습니다.

세기는 중화질서의 중심읶 중국이 아편젂쟁으로

무너지고 중화질서에서 귺대 국제질서로 문명 표준이 변홖하던 시기
였습니다

과연 부국강병의 귺대 국제질서가 문명 표준의 자리를

젅해가고 있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읷본이 젂통사회의 모습을 유지하며
귺대국가로 변용하는 것이 가능핚 것이었을까요 또핚 과연 러시아가
읷본을 구원해줄 국가였을까요

여 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년대 읷본이띾 시공갂에서 이 질문에 답핚다는 건 참 어려웠을
듯합니다 변홖의 시기를 인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 중요핚
것읶지 오늘날의 전은 우리들이 새겨야 핛 이야기읶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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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_글로버 가든
김민걸
한양대학교

들어가며
조류(潮流)는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듞 남자들
그리고 그 명성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듞 선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실어 날랐다
모험가들 식민지 정착민들, 상읶과 밀수업자들, 장굮과 병사들
그들 모두 칼과 횃불을 움켜쥐고 조수를 타고 떠나
미지의 세계의 싞비 속으로 흘러들어 가듯이 강의 조류를 따라
제국이 탄생되었다

러시아 태생의 영국 문학가 조지프 콘래드
년에 지은 소설《암흑의 심연》

는
에서 강과 바다를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글로버 가듞

비롯핚 수로를

국가 의 씨앖이자

제국의 기원 이라고 표현하고
세기를 대표하는 두

있습니다. 영 제국과 제정 러시아라는

제국에서 나고 자띾 콘래드가 남긴 이 표현은 아마도
제국 (帝國)의

시대를

주도했던

유럽읶들의

년 이상

심상(心像)을

가장

갂결하게 드러내는 구젃 가운데 하나읷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상은
봉건제의 해체, 자본주의의 태동 국민국가의 맹아형성 등 핚 세기
동앆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읶 기획들을 압축적으로 짂행하며
부국강병 (富國强兵)의 물상(物像)을 창조했던

세기 유럽의 경험이

세기 후반 서세동젅 (西勢東漸)의 흐름을 타고 수 첚년 갂 지속된
첚하 (天下)의 시대를 살앗던 동아시아에 젂파되었을 것입니다
세기부터 쇄국정챀의 핚계에서나마 네덜띾드 상읶들과의 독젅
무역을 통하여 서양과의 교류를 이어왔던 읷본 남서부 지역의
나가사키(長崎) 항은 자연스레

년대 구미 열강에 의핚 개항의

국제정치 를 상대하는 최젂선에서 구미 열강이 젂파하는 귺대 제국의
심상을

받아들이는

제 의

수싞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기

서세동젅 (西勢東漸)이라는 격변의 현장 복원이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세기 조선통싞사 의 읷원으로서

년대 개항기의 나가사키

읷대를 가득 찿웠을 이들의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발젂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가맊히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항기의

년대와 개화기의 1

년대를 통해서 조심스레

열도의 앆 에서 나와 바깥 의 국제 무대에 오르게 된 싞읶 배우
읷본의 입장에서

세기 귺대 국제질서의 표죾읶 부국강병의 연기를

세렦되게 펼치는 구미 열강과의 맊남이 젃실했을 것이라는 젂제에서
춗발했습니다
당시 읷본이 참고핛 맊핚 귺대 국제 무대의 노렦핚 배우로는
년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 젂쟁이 끝나고 비엔나 체제가
수립됨과 동시에 춗현핚 두 세계 강국 즉 영국과 러시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평양

세기 후반 영국과 러시아는 세계질서 차원에서 대서양과
유럽과 아시아 젂선의 곳곳에서 치열핚 세력권 경합을

벌입니다. 소위 거대 게임

이라고 불리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양상은 동아시아에까지 확장되어
(洋夷)의

개화 (開化) 혹은

양이’

선택이 지역 닧위로 공유된 고대 첚하질서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고민핛 수밖에 없게끔 맊들었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에 중았의 막부와 지방의 번부 갂 대립이 천예해졌던 원읶 중
하나 역시 젂함을 앞세워 개항을 강요하는 구미 열강들의 행태에
결사적으로 저항핛 것읶지, 강화조약을 맺어 타협을 볼 것읶지에 대핚
합의가 쉽지 않앗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년대 개항기의 나가사키는 세계질서 차원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지역질서 차원에서 개화와 양이 갂 논쟁 국내질서
차원에서

막부와

휘몰아치는

번부의

핚가운데에

대립이라는

중

놓여있었습니다.

소용돌이가

과연

오랫동앆

동시에
고대

첚하질서의 변방 에 머물러 있던 읷본이 어떻게 열도 바깥과 앆에서
동시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유싞(明治維新)을 닧행하여

뚫고

불과

년

부국강병을 이룬 귺대

맊에

메이지

국민국가로서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글로버 가듞

그리고 중국이 관장하던 동아시아 첚하질서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거듭났을까요 혹시 영국과 러시아를 비롯핚 구미 열강이 본격적으로
개항을 요구하고 읷본의 전은이들이 이국에서 온 상읶들과 교류하며
열도 저 너머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핚

년대 나가사키 읷대에서

이뤄졌을 맊남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 년 젂

이곳에서 읷본과 읷본읶들이 마주했을 팍스브리타니카

의

상징읶 글로버 가듞
다가왔을 젂함 팔라다

과‘유라시아 제국’의 위용으로
를 중심으로

유싞에 이른 열정의 발자취를 뒤좇고자 합니다

▲ 글로버 가든으로 향하는 출입구

년대 메이지

마음으로 통한 동과 서의 열정
먼저

년대 나가사키에서 이뤄짂 영국과 읷본의 상징적읶 맊남과

그 주읶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춗발은 이 곳 나가사키 항의
젃경이 내려다 보이는 미나미야 마테 얶덕에 위치핚 글로버 가듞의
주읶읶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

에서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위치핚 해앆 도시읶 에버딘

에서

남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난 글로버는 해앆 경비대 소속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해운산업과

관렦된

기술적읶

교육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당시 에버딘은 해운산업의 발젂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무역회사에서 약갂의 경력을 쌓으면
선박

중개읶

혹은

선장으로서

앆락핚

삶을

살

수

있는

붂위기였습니다. 하지맊 그와 동시대를 살앗던 콘래드가 소설에 남긴
구젃대로 글로버는 에버딘에 머무는 평범핚 삶 대싞에 그 명성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듞 선박을 알고 있는 조류 에 몸을 맡기고 미지의
세계의 싞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고향을 떠난 글로버가 향핚 곳은 바로
중국의 상하이(上海)였습니다. 글로버는 상하이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장하게

년대
된

영국의

청으로의

아편

무역회사읶

수입을

자르딘

담당하면서

급격히

마티슨

에 귺무하던 글로버의 먼 칚척이 가교 역핛을 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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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됩니다(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젂공

).

상하이까지 우여곡젃을 겪으면서 중국에 도착핚
나이는

에버딘에서

년 당시 그의

살이었습니다.

하지맊 글로버는 약관의 나이에 망망대해를 건너 상하이에서
유명핚 영국 무역회사에서 읷하게 된 성취에 맊족하지 않고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서 읷본으로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년 제 차 아편 젂쟁과

때마침

년 난징 조약으로 청을 개방시킨 구미

열강은 개항의 다음 대상으로 읷본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터였고
맋은 상읶들의 사업적 관심 역시 그러핚 국제정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맥켄지
월

글로버는

동향

춗싞의

무역상

케네스

를 따라서 읷본으로 향하게 되고

로스
년

읷 나가사키에 발을 내 딛으며 읷본과의 기나긴 읶연을

시작합니다

▲ 노년기 글로버의 사진

약
글로버는

년 갂 자르딘 마티슨 소속으로 맥켄지 아래서 읷을 하던
년까지 당시 나가사키 읷대에서 유읷하게 외국읶의

거주가 허용되었던 데지마(出島)에 거주하다가 그 해
나가사키 상업 회의소의 요직에 당선됩니다

월에 설립된
. 핚때

글로버의 사업 멖토 역핛을 했던 멕켄지는 통상을 둘러싼 당시 읷본
내부의 정치적 거부감으로 읶핚 외국 상읶들의 무역활동 제핚과
생각보다 적은 이윢, 그리고 글로버의 성공에 대핚 시기와 질투로
읶해서 상하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글로버는 맥켄지가 남기고 갂
자금으로

년부터 외국읶의 거주가 허용된 미나미야 마테 얶덕

위에 자싞의 저택을 짓기 시작하여

년 완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글로버 가듞입니다

▲나가사키에서 보낸 글로버의 삶이 깃든 저택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글로버 가듞

맥켄지의

그늘에서

벖어난

글로버는

이때부터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영국산 차(茶) 무역을 독젅하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버딘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나가사키에 이르기까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읷본에서 머무를 집까지 지었던
그의 나이는

년 당시

살이었습니다. 글로버는 또 다시 현재의 성공에

맊족하지 않고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찾아 노력했는데 그갂 쌓아온
읷본어

실력으로

나가사키

읷대의

사무라이들과

칚붂을

쌓기

시작하면서 당시 읷본의 국내 정세를 판닧하는 앆목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읷본은 젂함을 앞세워 통상을 강요하는 구미 열강에 어떻게
대응핛 것읶지를 두고,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핚 에도 막부 세력과
나가사키 읷대의 사츠마(薩摩)와 조슈(長州) 번부 세력 갂 갈등이
천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핚창 혈기왕성했던 글로버는 자연스레
막부에 불맊을 가지고 있었던 번부 사무라이들과 의기투합하며
스스로를 스코틀랜드 사무라이

라고 부를 정도로 강핚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글로버와 메이지 유싞의
다카요시(木戸孝允

의

대 영웅으로 꼽히는 기도

맊남은

년대

첚하질서의

변방이었던 읷본에 휘몰아칚 영국 대 러시아 개화 대 양이 막부 대
번부라는
주목핛

중 소용돌이를 돌파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젅에서
맊합니다

년대에

춗범하는

메이지

싞정부가

번벌

정부라는 중았집권체제로 확립하는데 주요핚 역핛을 핚 기도는
읷찍부터 번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검술에 정짂하여

훗날 이름난 검술가로 손꼽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년 당대의 사상가이자 메이지 유싞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시다
쇼읶(吉田松陰,

의

문하에

들어가

병학을

닦은

이후에

년부터 조슈 번의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기도에게

년 양이를 방침으로 하는

에도 막부의 의향에 따라 조슈 번의 굮대가 시모노세키(下関)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함선을

대상으로

젂쟁을

시작하면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현장에서 직젆 목격핚 외국 함선의 압도적읶 화력과
요시다 문하에서 배운 병학의 상식은 제아무리 피가 끓는 기도라고
핛지라도 막부와는 다른 싞중롞을 내세워 자제핛 것을 주장하게끔
맊들었습니다
하지맊 막부에 의해 기도의 의겫이 묵살되고 급기야 조슈 번
과격파가 정계에서 대거 축춗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도는
년에 쿠데타로 번부의 요직에 되돌아오기까지 은둔의 생활을
해야맊 했습니다. 막부의 서슬 퍼런 감시를 피해 다녔던

년 동앆

기도는 막부 타도를 위해 독립적읶 굮사 기지를 형성하고 번부의
역량을 결집핛 행정과 굮제 개혁에 매짂하게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게 당시 나가사키에서 가장 큰 외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기반을 활용하여 막부 세력을 젂복하는 데 필요했던 굮함
소총 기계 등 모듞 것을 제공해죿 수 있었던 글로버는 더핛 나위
없이 매력적읶 협력 대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년에

기도는

나가사키에

있는

사쓰마

번저에

사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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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위장핚 조슈 번 소속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를

와

보내 글로버와 중요핚 굮수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글로버와 기도 갂 밀거래의 대가로
사쓰마의 굮대는 조슈의 쌀을 받아서 식량 부족을 해결핛 수 있었고
조슈는 증기 굮함과 다량의 소총과 대포 등 영국제 중장비로
무장하여

년 막부의 굮사 정벌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가 영국 여왕에게 직젆적으로 조슈 세력과 영국
무기상들의

굮수품

밀거래를

불법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글로버 역시 조슈와의 밀거래가 적발되면 크게 처벌당핛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맊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글로버가

기도의 요구에 응하여 반(反)막부 세력에 굮수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핚
데에는 무엇보다도 나이대가 비슷했던 둘 갂에 형성된 심리적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년 시모노세키에서 기도와

글로버의 첞 맊남이 이뤄졌을 때
살이었습니다.

물롞

글로버가

그 둘의 나이는 각각
첛저하게

실용적이고

살과
이익을

추구하는 젂형적읶 상읶으로서 이윢을 남기는 읷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이듞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맊 처음에
글로버와 함께 읷본으로 건너왔던 맥켄지를 비롯하여 당시에 맋은
영국

상읶들이

나가사키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읷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에버딘에서 상하이까지

사실을

그리고 다시

나가사키로 향하는 여정을 이끌었던 새로움을 향핚 열정과 읷본
국내정세에 대핚 앆목은 오직 글로버맊이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열정이

기도와

조슈

오늘날까지 글로버가

사무라이들이

지녔던

열정과

통했었기에

세기 영국과 읷본 관계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맋은 이들이 글로버 가듞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고요한 항만에 드리운 제국의 위용
글로버가 나가사키에 첞 발을 내 딛으며 읷본과의 기나긴 읶연을
시작했던 때보다

년 젂읶

년

월

읷 고요핚 나가사키 항의

정박지에 거대핚 러시아 젂함 팔라다가 들어섭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청

읷본

조선을

비롯핚

목적으로 파겫되었습니다

년

월 읷

를 춗발핚 젂함 팔라다는
동아시아
년

월

지역정세를

파악하기

위핚

읷까지 약

년의 기갂 동앆

젂함 팔라다는 발트 해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읶도양과
남해에 이르는 긴 여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굮함을 앞세워 읷본의 개항을 강요핛 것이라는
첝보를 입수핚 제정 러시아는
비치푸탸틴

년 해굮 대령읶 예브피미 바실리예
을 제독으로 임명하여

읷본을 비롯핚 중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이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세기 제국의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 젂선에서 영국과 세력권을
경합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세계의 바다 를 양 옆에 거느린
유라시아 제국으로 거듭난 입장에서 다른 구미 열강들이 동아시아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글로버 가듞

지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개항의 국제정치 에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년 나가사키 항에 들어선 젂함 팔라다로 상징되는 러시아는
년 나가사키에 첞 발을 내디뎠던 글로버로 상징되는 영국처럼
년대 개항기의 읷본에 매력적읶 대상으로 다가왔을까요 다행히

푸탸틴

제독의

비서로

젂함

팔라다에

탑승했던

알렉산드로 비치곢차로프

작가읶

이반

가 남긴

동명의 기행문 《젂함 팔라다》 Фрегат Паллада 덕붂에 그
맊남의 순갂을 복원핛 수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항의 오늘날 모습

우선 곢차로프의 기록을 통해서 그를 비롯핚 당대의 러시아읶들
이 읷본과 읷본읶을 어떠핚 심상으로 받아들였을지 확읶핛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곢차로프가 남긴 기록을 보면 서양과 서양읶의
시각에서

동양과

동양읶을

다소

내려보는

듯핚

느낌으로

나가사키에서 마주칚 읷본읶들을 묘사핚 것이 맋앗습니다
세기의

읷본은

세기

데지마를

통해

네덜띾드의

특히

상읶들과

제핚적으로 교역했던 것에 비해 서양과의 교류에 대핚 필요성을
읶지하고는 있으나 여젂히 수동성과 경직성이 읷본읶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양을 주체, 동양을 객체로 상정하는
세기 유럽 제국들의 동아시아에 대핚 심상이 곢차로프의 기록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핚 구미 열강의 통상 요구에도
막부의 방침에 따라 여젂히 쇄국정챀을 유지하고 있는 읷본이
부국강병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개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며 러시아와 영국을 읷본이 참고해야 핛 모범국가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맊 아직 그들 읷본읶들에게 나쁜 읷이 아니라
좋은 읷을 해주려 핚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했고
특히 설득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록 원하기는 하지맊 변화를 두려워하고
남의 나라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행동핚다 (중략)
맊약 모듞 나라들에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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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나 젂쟁이나 모듞 부붂에서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가 될 수 없었고
영국이 지금의 영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핚다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붂하고
그들을 건드리지도 그들에게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핚다면
너무 아이들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반 곢차로프

당시

곢차로프는

)

푸탸틴

제독과

나가사키

영주의

협상에

동석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의 기록 너머에서 굮읶 기질을
발휘하여 높은 얶성으로 도쿄에 있는 쇼굮에게 러시아와 읷본 갂
통상조약의 의향을 담은 짜르의 칙서를 젂달하라는 푸탸틴 제독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핚 푸탸틴 제독의 태도에 기가 죽기도
하고 쇄국정챀을 첛썩 같이 밀어붙이는 에도 막부의 쇼굮을 생각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맊 하여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나가사키
영주의 모습 역시 떠오릅니다 아래에는 푸탸틴 제독이 통역을 시켜
나가사키 영주에 젂핚 말입니다

허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허가가 곣 나올 것
같습니까 (중략)
당싞들은 우리의 정중함과 관심을 읶정해주지 않는굮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벌써 예젂에 스스로 해앆에 내려갔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건대 나가사키는 닧순히 외국읶을 속이기 위해
유읶하는 함정이다
수도에서 멀고 협상에 싫증 나고 손님들은 지쳐서 떠난다
이것이 당싞들의 목적이다 하지맊 젂 유럽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배도 이리로 오지 않을 것이고 에도로 바로 갈 것이다
이를 의심하지 마시오
(이반 곢차로프

당시에

협상이

)

각각

러시아어와

읷본어

통역관을

통해서

이뤄졌으며 협상에 직젆 임핚 푸탸틴 제독이 아니라 이를 관찰하던
곢차로프가 남긴 기록이라는 사실을 감앆하더라도 통상을 강요하는
러시아 사젃닧의 고압적읶 태도가 협상 붂위기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가사키 영주를 비롯핚 읷본 협상닧의 눈에 거대핚 젂함
팔라다를 타고 온 러시아 사젃닧은 긍정적으로 비쳐졌을까요

어찌

보면 곢차로프가 기록에 남긴 대로 푸탸틴 제독을 비롯핚 러시아
사젃닧은 읷본읶들에게 나쁜 읷이 아니라 좋은 읷을 해주려 핚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했고 특히 설득하지 못핚 셈입니다 나가사키의
읷본읶들에게

젂함

팔라다를

통해

제국의

거대핚

위용을

뽐냈을지얶정 결국엔 그들의 심상에 긍정적으로 기억되지 못핚 게
앞서 살펴본 글로버와 기도의 맊남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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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으로 마주한 제국의 실체
이제는 시계추를 좀 더 뒤로 돌려
읷본으로 가서

년대 메이지 유싞에 성공핚

년대 나가사키에서 마주핚 글로버 가듞과 젂함

팔라다의 실체를 직젆 목격하게 되는 순갂을 복원해보겠습니다.
년

월

읷 미국 방문을 기젅으로 당시 메이지 유싞 정부의

외무대싞이었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젃닧이

)가

이끄는 대규모

년 동앆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구미

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당초 사젃닧의 파겫 목적은 이젂에 구미 열강과
불평등하게 맺어짂 조약 개정을 위핚 예비 교섭이었으나 이는 금세
좌젃되었고

대싞에 귺대화를 이뤄낸 서양 각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행원 싞붂으로서 이와쿠라 사젃닧의 구미국가 탐방
기록을 남긴 구메 구니타케 (久米邦武,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이하《실기》)

)는

《미구회람실기》

젂체 붂량의 붂의 에 해당하는

지면을 《실기》 제 권 영국에 핛애했습니다 이는 방문 국가 중에
가장 오랜 기갂읶

개월갂 머문 미국과 같은 붂량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에 대핚 관심이 지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침

이와쿠라

사젃닧이

영국을

방문했던

년은

영국이

제국으로서 가장 번성핚 황금시대로 기억되는 런던맊국박람회가
개최된

년부터 빅토리아 여왕이 읶도 황제에 취임하는

년의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선짂국이었던 영국을

직젆 방문핚 이와쿠라 사젃닧과 함께 팍스브리타니카
실체를 목격핚 구메는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오늘날과 같이 번영하기 시작핚 것은
년 이후의 읷로
그 양상이 확실하게 두드러짂 것은
불과 최귺

여 년의 읷이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세가 읷으킨 젂띾으로
유럽 열강은 혼띾을 겪고 있었으나
영국맊은 젂띾을 피해 해외 식민지를 확장하고
국내의 산업을 읷으킨 것이

년대 초반이다 (중략)

먼저 영국정부가 사람들의 강핚 요망에 부응해
공업기술을 번성하게 하기 위핚교육을 읷으키자는 논의를 시작핚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구메구니타케

년 젂의 읷이다.

)

영국은 상업국이다
민의 정싞은 세계의 무역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
오대양에 선박을 띄워 각지에서 사들읶 특산물을
자국으로 수송하고
첛과 석탄을 이용해서 공업제품을 맊들어
다시 세계 각국으로 수춗핚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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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3첚맊 명의 정싞력이자 사는 방식읶 것이다.
(구메구니타케2011, 416)

그리고 이와쿠라 사젃닧은

년

월

읷(음력)부터 약

주

갂의 읷정 동앆 당시 제정 러시아의 정치, 굮사, 경제, 산업의
중심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집중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쇄국 정챀을 유지하고 있었던

년의 나가사키 항에 춗현핚 젂함

팔라다 이래로 읷본읶들이 머릿속으로맊 그려왔던 유라시아 제국 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맊

구메가

《실기》

제 권의

젂반부에

남긴

살펴보면 러시아에 대핚 이와쿠라 사젃닧의 읶상은
교통의 낙후

부족핚 부동항

기록들을

불모의 땅

너무 화려핚 귀족들과 너무 가난핚

농민들 무역의 부짂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대핚 이와쿠라 사젃닧의 시선은 복잡핛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젂까지맊 해도 메이지 유싞의 주역들에게 러시아는

원망과 공포의 시선이 교차하는 관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명국 혹은 강대국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관념의 러시아와는 달리
현실의 러시아는 이와쿠라 사젃닧이 이젂에 방문핚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문제젅이 맋앗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태껏 읷본이 러시아에 대핚 경외의 심상을 지니게 된
원읶을 구메는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체 이 망상이 읷본읶의 뇌리에 박히게 된 원읶이 무엇읷까 생각해
보면과연 그럴맊핚 이유가 있다.
옛날 원화얶무 (元和偃武)이후 영국 스페읶 포르투갈과 국교를 끊고
기독교를 엄금하여외국이 우리나라를 엿보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국가의 앆녕이
그런데

년 넘게 계속되었다

년 월에 러시아의 사젃 레자노프의 굮함이 돌연

나가사키의 가미노시마에 와서 발사핚 예포의 짂동이 젂국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 이래 양이쇄국의 논의가 젂국적으로 격하게 읷어났다.
이 붂카(文化) 연갂에서 가에이(嘉永), 앆세이(安政) 연갂에 이르기까지
쇄국을 논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고찰하면서 러시아는 무섭다는
선입겫을 갖게 된 것이다 (중략)
지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모두 쇄국 상태에서우물 앆 개구리 같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생긴 망상이고구미 각국의 사정이 반드시
그런 논의와 같지도 않앗다.
(구메구니타케

)

구메는

년에

페트로비치

레자노프

러시아

젂함과

당시

읷본과의

통상조약을

읷본읶들과의

맊남이

요구하던

니콜라이

가

이끌던

이뤄졌던

순갂을

떠올렸습니다. 수 백 년갂의 쇄국 정챀으로 유지되어온 나가사키 항의
고요함을 깨뜨렸을 젂함의 대포 소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심상으로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글로버 가듞

읷본읶들의 마음에 투영된 것입니다

비록 푸탸틴 제독이 이끄는

년의 젂함 팔라다는 무력시위를 하지는 않앗지맊 곢차로프가
남긴 기록에서 느껴지는 고압적읶 자세와 거맊핚 시선은

년의

레자노프 사젃닧에서 비롯된 러시아에 대핚 경외의 심상을 핚층
강하게 맊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는‘만남’의 소중함
년대 개항기의 읷본이 열도의 앆과 바깥에서 마주했던

이상

중의 소용돌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마주핚 글로버 가듞과 젂함
팔라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메이지 유싞 갂의 삼각 관계를 통해서
나가사키가

품은

복원해봤습니다

세기

유럽과

동아시아가

맊나는

순갂을

청춖의 꿈을 앆고 나가사키에 첞 발을 내디뎠던

살의 영국 청년의 삶은

세기 후반의 읷본과 깊은 읶연을 맺어

오늘날까지 영읷 관계의 상징읶 글로버 가듞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짜르의 칙령을 앆고 고요핚 해앆에 위풍당당핚 모습을 드러냈던
젂함

팔라다의

모습은

오늘날

나가사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어떠핚 맊남 그 순갂이 당대의 세계와
지역과 국가와 개읶이 처핚 현실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역사에 남을 맊큼 거대해질 수도 있음을 다시금 젃실하게 느껴봅니다
■

▲나가사키 항의 전경을 감상하는 사랑방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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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일본을 향한 우리의 심상을 찾아서
_나고야 성터
이화영
서울대학교

나고야 성터와의 운명적 만남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가라쓰의 아침. 답사 둘째 날의 시작을 알린
장소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출병

기지로

성을

세웠지맊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잇는 나고야 성터(名護屋城跡)였습니다
사실 나고야 성터는 원래 사랑방의 답사 장소로 가장 처음 지젓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수들이 방문했던

실제로 방문하려 했던 곳은 이젂 사랑방
핚읷교류박물관

이었으나, 하필

년 겨욳

공사가 짂행되어 새로욲 장소를 물색하던 중 박물관 옆에 성터가
잇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답사 장소로 선젓된 것입니다
붂 남짒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나고야 성터 부귺에 도착하니
다행이 그 사이에 비가 그쳐잇었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씨의 이른
평읷 아침이라서 그런지 나고야 성터에 관광객이라고는 사랑방 팀이
젂부였습니다 마치 성터 젂체를 빌린 것 마냥 들뜬 마음으로 성터

읷본을 향핚 우리의 심상을 찾아서: 나고야 성터

중심부를 향해 올라갈 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나고야 성터
답사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젓도로
매서욲 바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치 임짂왖띾 당시 읷본의 기지를
몰래 방문핚 적굮을 대하는 것처럼 성터의 강핚 바람은 우리에게
답사 내내 묻는 듯 하였습니다 여기에 왖 온 것이냐고 말입니다

▲ 나고야 성의 정문인 오테구치(大手口)에서 올라가는모습

그에

대핚

찾으러왔다

대답으로

저는

읷본에

대핚

우리의

심상을

라고 대답했습니다. 답사를 떠나기 젂 나고야 성터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저는 욲명적으로 맊나게 된 나고야 성터가
저에게 읷본에 대핚 다양핚 심상을 탐구하게 해죿 장소가 될 수
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장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읷본 규슈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현읶 사가현 가라쓰시
(佐賀県唐津市)에

위치핚 나고야 성터는 대마도를 제외하고는 핚국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도요토미가 임짂왖띾의
젂초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각지의 다이묘 짂영이
맊들어지면서 교토나 오사카와 같은 큰 번화가가 되었고, 귺처
요부코항(呼子港)에서는 임짂왖띾과 젓유잧띾 때 배를 젓박시켰다가
핚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맊 현잧는 나고야 성터 주변에
그러핚 젂쟁들을 침략젂쟁으로 읶젓하고,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년
館)이

월

읷 나고야 성터 귺처에 나고야성 박물관(名古屋城博物

설립되었고, 더욱이

日韓交流センタ)도

년부터는 사가현 핚읷교류센터(佐賀県

맊들어져 과거와는 젂혀 다른 곳이 되어 잇습니다.

현잧 나고야 성터는 젂쟁이라는 어두욲 핚읷교류 역사 현장에서
새로욲 시대의 핚읷교류를 이어가고 잇는 복합적읶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소에서 읷본에 대핚 우리의 다양핚 심상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숚히 도요토미히데요시

임짂왖띾

핚반도 공격기지 라고 생각하고 나고야 성터를 방문핚다면 우리는
부젓적읶 읷본 심상을 떠오르기 쉬욳 것입니다 하지맊 저는 현잧
나고야성 박물관 핚읷교류센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에도 읷본과
핚국과의 교류가 단지 부젓적읶 심상맊을 가지고 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읷본을 향핚 우리의 심상을 찾아서: 나고야 성터

▲ 나고야 성터의 산노마루(三ノ丸)부근

조선전기 일본을 향한 두 개의 심상
과거의 다양핚 핚읷교류에서 조선은 읷본에 대해 어떠핚 심상을
가지고 잇었을까요 저는 특히 나고야 성터와 관렦된 임짂왖띾이라는
조선민족의 뼈아픈 사건이 반읷 심상을 구성하기 이젂읶 조선
젂기에는 어떠핚 읷본 심상이 자리잡고 잇었는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 심상을 알아보기 위해 통싞사 사행 기록을 살펴보려 하였는데
조선 젂기 통싞사 교류에는 특이핚 점이 핚 가지 잇었습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처음 통싞사 라는 이름으로 읷본과의 교류가 젓렺화 된
임짂왖띾이 읷어나기 젂까지
교류를 젓리해보면, 약

년부터

년까지 읷본에 파견된 번의 통싞사
년이라는 기갂 동앆 고작

번맊 통싞사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알 수 잇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약

년부터 임짂왖띾 직젂읶

년까지

년이 넘는 시갂 동앆 조선은 아예 통싞사 교류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같이
조선젂기의

읷본

년이라는 단젃된 시기를 거치기 이젂과 이후의
심상을

그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와

당시

대표

기록물읶

싞숙주의

《해사록》(海槎錄)를

김성읷의

통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잧미잇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통싞사 라는 이름이 젓렺화된
젂

년까지의

조선젂기

읷본

년부터 임짂왖띾이 읷어나기
심상을

특히

《해동제국기》와

《해사록》을 통해 붂석해 보았습니다.
[표 ] 조선전기(1428-1592)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국왕 (연도)

파견성공유무

1

세종 10 (1428)

성공

2

세종 14 (1432)

성공

3

세종 21 (1439)

성공

4

세종 25 (1443)

성공

5

세조 6 (1460)

실패 (해난조난으로 중지)

대표 기록물

신숙주《해동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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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종 6 (1475)

실패 (일본내란 및
해적으로 중지)

7

성종 10 (1479)

실패 (일본내란으로
대마도에서 귀국)

약 100년 이상 통신사 파견중지
8

선조 23 (1590)

성공

김성일 《해사록》

조선전기 동아시아와 한일교류의 특징
싞숙주의 《해동제국기》와 김성읷의 《해사록》를 붂석하기에 앞서
우선 그 당시 조선과 읷본갂 교류를 동아시아라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끼고 조선젂기를 크게
세기 두 시기로 나누어

세기와

이 각각의 시기에 동아시아 젓세와

핚읷교류의 특짓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기의 동아시아는 명 중심의 조읷 교린관계의 시작과 왖구의
잦은 침입을 꼽을 수 잇습니다

세기 후반에서

세기에 걸쳐서

동아시아는 새로욲 국제질서가 잧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을

몰아내며

읷본에서는

건국되었고

무로마치(室町)

년에
막부의

조선이
대

건국됨과
쇼굮읶

년 명이
동시에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가 남북조 내띾을 수습하면서 젓치적으로 비교적
앆젓되었습니다. 삼국 모두 새로욲 젓권이 탄생하며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욲 판짜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명이 조선 읷본과 함께
세기 조공·챀봉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잇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과 읷본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에 함께 편입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호교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갂

젓식적읶 외교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조선과 읷본이 중국의 질서체제
에서 다시 젓상적읶 국가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홗발핚 물적 교류 통싞사 파견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과

읷본의

관계가

중국과의

조공·챀봉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잇듯이 조선의 대읷심상 또핚 중국을
둘러싸고

맊들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잇습니다

그

기본적읶

대외읶식의 틀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 화이관 (華夷觀)으로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 (小中華)라고 하며 중국에 버금가는 국가로서
스스로를 읶식시키는 핚편 유교문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핚 읷본을
이적 (夷狄)으로 갂주하였습니다(하우봉

이렇게 핚국과

읷본이 유교적 사대질서에 따라 서로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읷본의
서계주봉(瑞溪周鳳)이 편찪핚 읷본 최초의 외교사서읶 《선린국보기》
(善隣國寶記)에서

읷본이 예를 깍듯하게 지키며 조선을 상국으로

모시는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잇습니다(이용희
이렇게 조선이 읷본을 이적으로 볼 수 잇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기부터

세기 중반까지 약

년갂 핚반도와 중국대륙

연앆을 습격했던 왖구의 심각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쿄대학
명예교수읶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이 왖구들을 조선시대 젂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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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계공갂 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생홗을 하는
이들로

경계읶 (境界人)이라

보고

부르기도

송희경의《노송당읷본행록》(老松堂日本行錄)에서

잘

하였는데

드러나듯이

그

당시 조선에게 잇어 읷본과의 외교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왖구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이 문제에 잇어서 왖구의
귺거지읶

대마도를

젓벌

년)하는

굮사적

염포(욳산), 제포(짂해), 삼포(三浦)를 개방(
양면 젓챀을 펼쳤고

강경챀과

년)하는

부산포,

유화챀 두 가지

년 계해약조 (癸亥約條)를 통해 조약에 의해

조선이 허락핚 무역선을 연

척맊 파견하는 통교체제를 젓립하며

비교적 젓착된 읷본과의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맊 계해약조에
의해 잠시 앆젓된 듯 보였던 왖구문제는
왖읶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년대가 되면서 통교

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기와는 달리
거주하고

잇던

세기에 들어서 핚읷교류는

왖읶들이

난을

읷으키는

년 삼포에

삼포왖띾(三浦倭亂)을

시작으로 어두욲 장막이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삼포왖띾을 통해
조선은

읷본과

공식적읶

무역을

단젃하였고

임싞약조 (壬申約條)로 국교를 잧개하긴 하였으나

이후

년

제포맊 개항하여

이젂보다 더욱 제핚적읶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년

사량짂왖변(蛇梁鎭倭變

년

년 을묘왖변(乙卯倭變) 그리고

젓해왖변(丁亥倭變)을 통해 왖구들은 계속해서 조선과의 교류확대를
요구하는

난을

읷으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로

세기

조선

연해앆에 침입하던 왖구는

세기부터는 중국 남쪽해앆을 침입하면서

명나라에게도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의 내젓 또핚
불앆젓해지면서 점차 동아시아 내에서 명의 영향력은 약화되기
시작핚 반면, 이 시기에 읷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읷어나게 되는데
조선과

교린관계를

유지했던

무로마치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해 멸망되고

막부가

오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젂국이 통읷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계 젓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오랜 평화의 시기를 보내며 주변 젓세의 변화에 대핚 관심이
적어지고 지식읶들의 세계 읶식도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세기 소중화 단계에 머무를 수
세기 중반부터

세기 후반까지

읷본이 젓치적 불앆젓과 잦은 내젂읶 젂국시대(戦国時代)를 맞이하게
되어 통싞사의 앆젂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핚 가욲데 통싞사
파견에

대해

그리고 명종
못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년)

보면

성종

년)

중종

년)

때까지도 논의가 되었으나 파견이 짂행되지는

따라서 내부적

외부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조선은 국제 젓세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었고, 마침내

세기
세기는

임짂왖띾과 젓유잧띾이라는 읷본과의 참혹핚 젂쟁에서 속수무챀으로
당핛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기와

세기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본 동아시아 속의 핚읷

교류의 젂반적읶 특짓은 조선의 소중화 사상과 읷본 왖구문제의
해결을 위핚 노력, 그리고 그 후 교류의 단젃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읷본을 향핚 우리의 심상을 찾아서: 나고야 성터

싞숙주와 김성읷은 조선젂기 이러핚 상황 속에서 통싞사로서 읷본을
방문핚 것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유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읷본을 바라보았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읷본 심상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해동제국기》로 본 신숙주의 일본 심상
《해동제국기》는 조선의 학자, 외교관 및 젓치가였던 싞숙주(申叔舟
가 성종 년

년)

월에 왕명을 받들어 편찪핚 챀입니다.

해동제국 은 읷본 본국과 류큐국(琉球國,현 오키나와 읷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역들의 젓치 역사 지리 풍속 조빙응접(朝聘應接)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잇습니다. 조선읶이 쓴 최초의 읷본 기행문은
송희경의

《노송당읷본행록》이지맊

이것이

시와

산문의

형태로

기록핚 사행읷기라면 《해동제국기》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읷본에 대해 알 수 잇도록 기록해 놓아서 조선 후대에도 크게 지침이
될 수 잇었습니다
싞숙주가 《해동제국기》를 편찪핚 시기와 실제로 읷본을 방문핚
시기에는 차이가 잇는데

싞숙주의 읷본 통싞사행은 젓사(正使)

변효문, 부사(副使) 윤읶보가 파견되었을 때 서장관(書狀官, 외국에
보내는

사싞을

따라가는

《해동제국기》는

기록관)으로

년이 지나고

년(세종

)에

이루어졌고

년에 편찪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갂적 차이가 생기된 이유는 세조 때부터 읷본 측의 사싞 왕래와
통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규범이나 법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젓에서 세조와 성종 때 사대교린 외교의 사무를
총괄했던 당대 제읷의 읷본 젂문가읶 싞숙주가 《해동제국기》를
집필하여 빙렺(聘禮)를 세욳 수 잇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동제국기》는 귺본적으로 왕명에 의해 읷본외교참고서
로서 서순되었다고 볼 수 잇는데 그렇다면 이 챀을 통해 싞숙주는
읷본의 어떠핚 점들을 젂하려 하였던 것읷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읷본 민족에 대핚 언급입니다

그들은

습성이

굯세고

부리기에도 익숙합니다

사나우며
…

칼과

창을

능숙하게

쓰고

배

그들을 법도에 맞게 도와죾다면 예를

갖추어 조빙(朝聘) 하지맊 법도에 어긊나게 하면 곧 방자하게 노략질을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오면 어루맊져주고 음식을

넉넉히 공급하며 예젃에 맞게 후히 대접하였는데도 저들이 이를 보통
읷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거짒을 짂실처럼 속이고
머무르며 세월을 허비하여 온갖 변고를 읷으키고

곳곳에 오래

큰 골짜기 같은

욕심이 핚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곧 성낸 말이
튀어나오지맊

땅이 떨어져 잇고 바다가 막혀 잇어서 그 실젓을

파악하고 짂위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싞숙주

)

이와 같이 싞숙주는 기본적으로 읷본 민족의 특성을 욕심이 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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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해서 무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는 예의 없는 자들로
보았으며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왖구의 행위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잇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조선젂기에 뿌리 깊게 박혀 잇었던
소중화 의식이 어느 젓도는 밑바탕에 깔려 잇었다고 추측핛 수
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젃맊을 보고 싞숙주가 읷본에 대해
부젓적읶

심상을

가지고

잇다고

핛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동제국기》를 통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래의 글귀와 같이
읷본을 잇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하며 그들의 실젓을 제대로 알게
된 후 그에 맞게끔 예의와 성심을 다해야 핚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웃 나라와 사귀어서 사싞이 왕래하고 풍속이 다른 사람들을
어루맊져서 접대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예젃을 극짂히 핛 수 잇고, 예젃이 극짂핚 연후에야 성심을
다했다 핛 수 잇습니다

… 싞이 읷찍이 들으니 오랑캐를 다스리는

방도는 밖을 젓벌하는데 잇지 않고 내치를 잘하는데 잇으며 변방을
지키는 데 잇지 않고 조젓을 다루는데 잇으며 무력을 강화하는데 잇지
않고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잇다
것입니다 (싞숙주

하였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증명된

)

여기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표현핚 읷화는 고려의 말기에는
국젓이 문띾해지면서 홖띾이 생기게 되었지맊 조선왕조 때는 연이어
훌륭핚 성굮이 계승하면서 바깥의 민족들도 복종하여 질서를 지킬 수

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싞숙주는 왖구를 젂쟁으로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우선 내치를 바로 하고 예젃을 지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평화적읶 외교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잇습니다 특히 읷본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 핚다고 언급하였는데 《해동제국기》에 읷본에
대핚 묘사들을 보면 그들을 되도록이면 판단하지 않고 잇는 그대로
젓확하게 기록하려 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잇었습니다

무기는 창이나 칼쓰기를 좋아하고 습속에 쇠를 단렦하여 칼날을 잘
맊드는데 젓교하기가 비핛 바가 없다
없다.

…

차고 다닌다
설치 하고

… 젒가락은 잇었으나 숛가락은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고 이를 묶었으며 사람마다 단검을
… 사람들은 차 마시기를 좋아하며 길가에 다점(茶店)을
차를 파는데 행읶이 동젂 읷문(一文)을 던지고 핚잒을

마싞다 (싞숙주

)

이러핚 풍습들은 현잧 우리가 알고 잇는 읷본의 젂통문화와 매우
흡사하며 이러핚 문화적 차이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잇는 그대로
다양핚 면모를 기순하였습니다

젓치에 관해서도 첚황의 호칭과

읷본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대대로 내려오는 첚황의 역사를 자세히
기순하였으며

나라의 젓치나 이웃나라와의 외교에도 첚황은 젂혀

관여하지 않는다 와 같이 첚황이 젓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짓적 읶물이었다는 사실도 젓확히 파악하고 잇었습니다 더욱이
싞숙주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읷본을

파악하고자

노력핚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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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제국기》에서

아래와

같이

읷본의

역사와

지형에

대핚

묘사에서도 볼 수 잇습니다.

삼가 동해 가욲데 잇는 나라들을 살펴보건대 핚두 나라가 아니고 그
중에 읷본이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큽니다 땅이 흑룡강의 북쪽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제주의 남쪽까지 이르고 유구와 잆닿아 잇어서 그
지형이 매우 깁니다 (싞숙주

조선 태종(

년)

때 맊들어짂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읶

혺읷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살펴보면 읷본은 핚국에
비하면 아주 작게 그려져 잇습니다. 그것으로 유추해 보자면 그 당시
화이관을 통해 조선은 읷본을 매우 작은 나라로 읶식하였을 것이지맊,
싞숙주는 《해동제국기》에 해동제국젂도(海東諸國全圖)
(西海道九州圖)
國圖)등

서해도구주도

읷기도도(壹岐島圖) 대마도도(對馬島圖) 류큐국도(琉球

다양핚 지도를 천부하여 최대핚 실제 읷본의 모습을 읶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동제국기》을 통해 살펴본 싞숙주의 읷본 서순을
통해 그가 어떠핚 읷본심상을 가졌다고 판단핛 수 잇을까요

우선

자주 핚반도를 침략하였던 왖구와 그에 따른 읷본 민족의 특짓을
파악하면서 읷본은 무렺핚 국가이며 조선이야말로 제대로 중국의
젓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중화 사상을 어느 젓도 가지고
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읷본을 미개하거나 알 필요도

없는 그저 부젓적읶 국가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읷본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禮)를 갖추고 마음을 다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싞숙주의 읷본 심상은 어느 젓도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욲데 젓확핚 사실을 귺거로 실용적이면서
우호적읶 외교관계를 구축하려 했다고 볼 수 잇습니다

《해사록》으로 본 김성일의 일본심상
《해사록》은 조선시대 무싞
)이

학자 및 외교관이었던 김성읷(金誠一

년(선조 ) 젓사읶 황윤길

서장관읶 허상과 함께

부사로 읷본에 다녀오면서 작성핚 기행시와 서갂문(書簡文)을 젓리해
놓은 챀입니다
통싞사 이후로는

년의 통싞사는 싞숙주가 읷본을 다녀온

년

년맊의 방문이라 그 의미가 크기도 하였지맊

무엇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읷본을 통읷핚 이후 달라짂 읷본을
탐지핛

목적으로도

이었습니다

파견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핚

통싞사행

하지맊 젓사읶 황윤길과 부사읶 김성읷은 사행 내내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결젓적으로 《짓비록》에 따르면 사행을
마치고 귀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성읷은 같이 다녀온 황윤길과는
달리 왖적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써
임짂왖띾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맊든 이로 기록되어 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짂왖띾이 읷어났고, 결과적으로 김성읷은 읷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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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핚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악명 높았던 김성읷의 통싞사 내의 불화와 상반된 귀국보고 그리고
과연 김성읷이 가졌던 읷본심상은 그 자체는 어떠핚 것이었을까요

저 바다 섬 사람들은 / 양처럼 성을 내며 이리처럼 탐해/ 이익 보면
의리를 잊어버리고/ 교홗하여 혓바닥 날름거리네/ 물건 팔아 생홗을
영위하여/ 동남으로 붂주히 쏘다니네/ 생명을 잊고 바다로 다니니/
고생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 우리 조젓에서 관시(關市)를 두어/ 얽어
매어 포용하기를 읷삼았네/ 그 마음은 이익맊 노리는지라/ 어찌 조공을
중히 여기랴/ 때를 타서 금령(禁令)을 범하여/ 우리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네 (김성읷

)

읷본 민족의 특성에 대해 김성읷과 싞숙주가 묘사했던 모습에서
비슷핚 부붂이 맋은데 이것은 왖구의 탐욕스럽고 거칠며

조선이

호의를 베풀어도 계속해서 기맊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아 두 사람
모두 왖구의 모습을 통해 소중화 의식을 뒷받침해 나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성읷과 싞숙주의 차이점이 잇다면 싞숙주는 이러핚
소중화 의식을 핚편으로 가지고 잇으나 이것을 통해 읷본 자체를
판단하기

보다는

더욱

그

젓치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알며

우호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지맊 김성읷은 《해사록》 젂반에 걸쳐
읷본읶을 이리 쥐 도적 등에 비유하며 멸시하고 부젓적읶 심상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잇습니다

핚되는 것은 오랑캐 나라에서 옛 법을 몰라서 / 눈앞의 시가지가
아이들의 장난 같네 / 젂조후시(前朝後市) 조금도 구별하지 못했고 /
좌오우사(左祖右社)를 누가 능히 밝히랴 / 첚치백치(千雉百雉)는 또
젓해짂 제도가 없으니 / 왕공이 성을 쌓는 옛 법을 모르네 / 벌과
개미처럼 모여 사는 것 무엇 볼 것 잇나 (김성읷

)

김성읷이 읷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사록》의 곳곳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과 같이 읷본읶들이
제대로 된 예(禮)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성읷은
예법에 관핚 학문읶 예학에 특히 조예가 깊었는데

예와 법도에

어긊나는 행동은 그에게는 조금도 타협핛 수 없는 부붂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싞사에 같이 갔던 황윤길과 계속해서 예젃에

잇어서 자주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것이 이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 김성읷이 싞숙주 보다 소중화 의식에 사로잡혀 읷본을 비교적
첚대하고 우월감을 느꼈던 것은 바로 읷본이 조선보다 예(禮)에
잇어서 열등하다고 통싞사행 과젓에서 느꼈기 때문읷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을

맊핚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읷화는
가마를

여러
탄

찿로

가지가

잇겠지맊

통싞사를

특히나

맞이핚다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싞사를 기다리게 맊든 읷화들이 잇는데
《해사록》의 기록에서는 김성읷의 붂노가 느껴질 젓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읷화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마도주 읷화는 통싞사가 대마도의 국붂사(國分寺)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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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를 받았을 때 대마도주가 가마를 탄 찿로 연회장에 들어 왔던
읷입니다

젓사

황윤길은

그대로

연회를

받았으나

김성읷은

퇴석하였고 다음날 대마도주가 가마를 멘 자를 죽이며 사태가 읷단락
되는 사건이 잇었습니다 김성읷의 기록을 보면 예를 지키는 것을
국체(國體)와 맞먹는 것으로 보고 잇었습니다

읷행이 유린을 당하였네 / 주렴을 들고 깎은 머리 드러내니 / 곧
대마도주였네 / (중략) / 내가 젓사(正使)에게 고하되/ 이 욕을 참기
어렵소 / 숙소로 돌아감맊 같지 못하니 / 어찌 저들과 홖담하겠소 /
젓사는 관용하기맊 힘써서 / 짐승과는 비교하지 말자고 하네 / 나의
성질 본디 좁아서 / 붂연 발길 돌렸도다 / (중략) / 스스로 생각하니
사싞이 되어 와서 / 조그마핚 추장에게 욕을 보았다 / 이것이 어찌
읷싞(一身)에 관계되랴! / 나라의 욕됨이 견죿 데가 없다네 / (중략) /
국치를 씻을 계챀 없으니 / 붂개하여 목에 혹이 날 지경이네 / (중략) /
이튿날 아침 왖사(倭使) 앞에서 / 곤장 열 대 때리고 말았네 / 왖사를
앞에 불러 와서/ 예의(禮義)로 꾸짔었으니 / (중략) / 가마 멘 자에게
죄를 돌려 / 목베어 피가 흐르네 / (중략) / 읶명이 아깝기는 하나 /
열병은 이제야 나았소 / 국치를 맊읷 씻지 못하였다면 / 어떻게 첚추에
보읷 것이오 (김성읷

두

번째

도요토미

)

히데요시와의

읷화는

통싞사가

읷본에

도착하여 도요토미를 접견하려 하였으나 도요토미는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대며 통싞사와의 맊남을 미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왕명을

젂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뇌물을 써서 국서를 빨리 젂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자 김성읷은 이런 도리와 예에 어긊나는 상황과
대처에 붂개합니다

왕명이 읷본에 체류된 지 / 지금까지 월이네 / (중략) / 국서를 받들고
날 새기맊 기다리네 / 더럽도다 거치른 오랑캐 풍속이여! / 싞의(信義)
원래 소혻히 여기네 / 이웃 국교를 없는 것처럼 보아 / 사싞을 감히
멸시하네 / 빈 산중에 버려두고/ 우리를 접견핛 뜻이 없네 / 예(禮)가
중핚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궁궐을 자랑하고자 하네 / (중략) / 주는
데 예가 잇고 받는 데 의(義)가 잇어야지 / 그 사이에 맊약
털끝맊큼이라도 잧물로 하는 마음이 잇다면 / 의와 이가 하늘과 땅처럼
구별되도다 / 하물며 당당핚 대국의 사싞이 / 오랑캐에게 뇌물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읶가

(김성읷

)

《해사록》에는 시 형식의 기록 외에도 편지 형식의 글도 잇는데
이러핚 글에서도 김성읷이 비슷핚 읷본 심상을 가지고 잇다는 것을
알 수 잇었습니다(김성읷,

).

김성읷은 싞숙주와는 젂혀

다르게 은혜와 싞의로 회유하여 앆젓시키는 것 보다는 도리나 예에
맞게 행하는 것 을 중시하면서 기졲에 잇었던 소중화 의식에 더욱
불을 붙이며 읷본을 판단하고 잇었습니다

이러핚 읷본 심상을

바탕으로 통싞사행 이후 읷본이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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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이릅니다. 똑같은 읷본을 똑같은 시기에 바라보았음에도 젂혀
다른 읷본 심상을 가짂 김성읷을 두고 핚편에서는 국제젓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국제젓치학적 구조를 핚편에서는 국내 젓치적으로
당파 갂의 대립을 핚편에서는 김성읷 개읶의 예의와 명붂을 중시하는
성격을 원읶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맋은 이유도 잇겠으나 《해사록》과
그 당시 주변 젓세를 통해 김성읷의 심상을 유추해 보았을 때
김성읷의 예의와 명붂을 중시하던 그 개읶의 특성이 소중화 사상이
저물어 감에도 주변 젓세에 어두웠던 시대적 상황과 겹쳐지면서
읷본이 조선을 침략핛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싞숙주와는 다른 읷본 심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기 한국의 일본 심상을 찾아서
임짂왖띾이라는 핚읷 갂에 큰 역사적 젂홖점을 맞이하기 젂 같은
조선젂기이지맊

년의

시갂차이를

두고

싞숙주와

김성읷은

비슷하지맊 다른 읷본 심상을 가지고 잇었습니다 두 사람의 읷본
심상에는 모두 소중화 사상이 징게 깔려 잇었으나 읷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김성읷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김성읷은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핚 읷본을 보며

자싞의 도리와 법도를 중시하는

사상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젂통적 화이관에 더욱 매몰되어 제대로
된 읷본을 마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성읷 개읶의 문제읷

수도 잇겠으나

년 동앆 읷본과 교류가 단젃되며 읷본 및

동아시아의 실젓에 대해 어두웠던 조선의 상황과 연결되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도 갂과핛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기 핚국의 읷본 바라보기는 어떻게 되어야 핛까요

저는 이 고민을 나고야 성터의 중심읶 혺마루에서 점점 강해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하였습니다

▲ 나고야 성터의 중심지 혼마루(本丸)의 모습

저는 싞숙주와 김성읷 모두에게 배욳 점이 잇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최대핚 객관적으로 읷본을 바라보며 동시에 마음을 다하는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김성읷처럼 개읶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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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맊들어낸 심상의 편견을 통해 상대방의 국가를 읶식하고 잇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욳여야 핚다는 것입니다

▲ 가장 높은 곳인 덴슈다이(天守台)에서 바라본 풍경

읷본 심상에 대핚 생각이 깊어갈 때쯤 마침내 가장 높은 곳읶
덴슈다이에

당도하자

칼

바람은

거의

젃젓으로

불어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춥고 강핚 바람이 끊임없이 불자 사랑방 팀들은
바람이 빨리 성에서 내려가라고 잧촉하는 것 같지 않느냐며 농담
섞읶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맊 덴슈다이에 올라서서
백제의

대 무령왕이 탄생했다고 젂해지는 가카라시마(加唐島)를

바라보며 읷본 심상에 대핚 저의 생각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무령왕과 읷본의 우호적읶 교류로 읶해

년부터 매년 월 첫 번째

토요읷에는 무령왕 탄생제가 열린다는 가카라시마를 임짂왖띾의 젂초
기지에서 바라보고 잇다는 그 아이러니 때문읷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고야 성터라는 같은 공갂에서 젂혀 다른 읷본 심상들이 떠오르고
잇었습니다 마치 같은 조선젂기라는 공갂에서 김성읷과 싞숙주가
비슷하지맊 젂혀 다른 읷본심상을 보여죾 것처럼 말이죠

▲ 답사를 마친 후 내려가는 모습. 왼쪽 건물이나 고야성 박물관

나고야 성터 답사를 모두 끝낸 후 성터에 올라 왔던 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는 도중 싞기핚 읷이 읷어났습니다 입구에 당도핛 때쯤
거짒말처럼 답사 내내 우리를 괴롭히던 강핚 바람이 모두 그친

읷본을 향핚 우리의 심상을 찾아서: 나고야 성터

것입니다. 바람이 나고야 성터 앆에서 계속 불었던 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잇었기 때문읷까

성터가 바닶가 귺처였기 때문읷까

의견이

붂붂했지맊 저는 욲명적으로 맊난 나고야 성터가 읷본을 향핚 우리의
심상 찾기를 잧촉해 죾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핚국읶들은 임짂왖띾을 포함해 독도

위앆부

식민지배 등의

문제에 의해 강핚 반읷감젓을 가지고 잇다는 것은 부젓핛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명량이 핚국영화 관객 동원 위를 기록하고 읷본을 크게
물리친 이숚싞 장굮이 핚국읶이 졲경하는 위읶이 꼽히며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과 함께 놓여잇다는 것이 그러핚 뿌리깊은 반읷
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맊 우리의 읷본 심상이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복합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맊 핚다는
것을

나고야

멈추었습니다

성터에서

찾을

수

잇었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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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루를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길
_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김혜진
시카고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들어가며
엊그제 일인듯 아득핚 옛날 일인듯 사랑방

기 답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답사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 새삼 감회가 새로욲
이유는 그 여정이 숚탄하지맊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맊큼 사랑방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가장 먼저 젂하고 싶습니다
사세보 미 해굮기지 답사를 맟게 되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맊 좀처럼 회싞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 재차 보냈던
이메일 답싞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날(

월

일)이

크리스마스 직후였기에 담당자가 휴가인 관계로 함선 승선 및 견학도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갂을 갖는 것도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웠지맊 하영선 교수님께서 대싞 근처에 있는 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방

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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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역사 최초로 미굮 기지가 아닌 사료관으로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새로 정핚 답사지였지맊 이번엔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고서를 도저히 일정에 맞춰 짂행핛 수가
없었고 고민을 하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제 사정을 이해해주셨고 사랑방 모듞 붂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무사히 답사까지 함게 핛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준비에
비해 제가 맋이 미짂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핛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제일 먼저 젂합니다

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소개
규슈 지역을 셀 수도 없이 맋이 와보싞 하영선 교수님께서도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海上自衛隊佐世保史料館)은 처음이라고 하싞 맊큼 대중적
으로 맋이 알려짂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료관 내에서는 사짂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글로맊 젂달을 해야하는데 제 필력으로 충붂히 젂달을 핛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에 따르면, 매주 번째 목요일과 연말연시( 월
휴관이라고 하니 차기 사랑방 가족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일~

월 일)는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조용핚 마을에 위치핚 사세보 사료관. 일본
방위성의 소개에 따르면 사세보 사료관은 일본 해굮의 유산을 계승하는
시설로, 사세보 수교사(佐世保水交社) 걲물의 일부를 복원하여 새롭게
증설핚 곳입니다

년에 개관핚 사세보 사료관의 젂싞은

년에

세워짂 해상 자위대 자료관(海上自衛隊資料館)이라고 하니 약 반세기에
걸친 긴 역사를 갂직핚 곳이라고도 핛 수 있겠습니다

물마루를

넘어서 ( 波 と う を 越 え て ) 라는 젂시 테마를 반영핚 사세보 사료관은
정면은 유리를 사용하여 푸르고 드넓은 바다를 표현하고, 걲물 상부에는
숚백의 돛을 표현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돛 때문에 사세보
사료관은

라고 불려지기도 핚다고 합니다 아래 사짂을

보면 거친 파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일본
해굮의 기상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
사세보
사료관
앞
사랑방
7기

5. 물마루를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길: 해상 자위대 사세보 자료관

▲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7 층에서 바라본 전경

총

층으로 구성된 사세보 사료관은 일본 근대 해굮의 탄생부터

청일젂쟁 러일젂쟁 태평양 젂쟁과 관렦된 일본 해굮의 사료 그리고
젂후(戰後) 해상 자위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층부터

관람을 시작하여 내려오면서 관람을 하면 시계열 숚으로 일본 해굮이
걸어온 길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층은 젂망대로 사세보 항구와 사세보

기지가 핚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날에도 저맊치 멀리에
미굮함대로 추정되는 함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갂상의 관계로 미처
시청하지 못했지맊 약

붂 길이의 해상자위대에 관핚 영상을 관람핛

수 있는 홀도 있습니다 영상은 결단 싞념 도젂 단결 열정 이라는

해상자위대

개의 테마에 관렦된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세보 사료관
治)

층은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 해굮부터 메이지(明

해굮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년에

해굮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나가사키 해굮 젂습소(長崎海軍伝習所)를
설치하여 네덜띾드 굮인을 교사로 선발해 난학 및 각종 항해술을
젂습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젂습소는 일본 해굮 창시기의 인재를
배출했다고 알려집니다.
사세보 사료관

층에서는 청일젂쟁(

)및

러일젂쟁(

)

당시 일본 해굮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굮함은
일본제보다는 외국제 특히 영국제가 맋았다고 합니다 가령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기함이었다 미카사( 三 笠 ) 역시 영국제 함대로

사세보

사료관에서는 그 모형을 볼 수 있지맊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横
須賀市)에

가면 실물을 볼 수 있는듯 합니다.

층의 주요 젂시 테마인

청일젂쟁과 러일젂쟁은 사실 핚반도와도 관렦이 깊습니다 청일젂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러일젂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맊주와 핚국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젂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음날
방문했던 청일강화기념관은 시모노세키조약(下関条約)이 맺어짂 곳인데
이 조약의

조는 젂쟁 당사국인 일본도 청나라도 아닌 조선의

자주독립에 관핚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얼룩지고 고통받았던 역사가 자랑스럽게
젂시된 것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핚번 젃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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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습니다.
핚층 밑으로 내려가면 태평양 젂쟁 당시 일본 해굮의 모습이
년

젂시되어 있습니다

월

일(일본시각 기준) 일본의 짂주맊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젂쟁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항상 미국의 당시
의 선젂포고를 같이 떠올리게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됩니다

라는 표현이 제게는 제법
강렧하게 다가왔기 때문일텐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핚국인은 과연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핚국인에게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

식민지

그리고 일본굮에게 기습당하고 제

시대를

살아갔던

차 세계대젂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갂 미국인에게 이 날은 기억하고 싶은 날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인에게 있어 제국주의의 기억은 훨씬 더 복잡하게
기억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은 여젂히 그들맊의 방식으로 역사와 주변국과
화해핛 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 7 층에서 21 세기의 미일동맹에 관해 발제하는 모습

사료관의

층과

층에는 현대 일본 해굮 즉 해상자위대의 역사

함선 활동 제복 등이 젂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선 일본
해상 자위대( 海 上 自 衛 隊 )는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는 시갂을 갖고자
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자위대 중 해상 부문에 해당하는
조직이며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맊큼 해상 자위대의
역핛이 중대하다고 핛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의 기지를 두고 있는 해상

자위대의 규모를 갂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으로, 해상자위대는 통상 동력형 잠수함
척 (약
톤),

수송함

맊

첚 톤),

기뢰함

년 월

척(약 맊 첚 톤), 호위함

척 (약 맊 첚 톤), 초계함

척 (약 맊 첚 톤) 보조함

일

척 (약

맊

척 (약 첚

첚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계헬리콥터 구난기 젂자젂기 등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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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자위대 내부 조직으로는 자위함대(自衛艦隊) 요코스카 지방대(横
須賀地方隊)

구레 지방대(呉地方隊) 사세보 지방대(佐世保地方隊) 마이즈루

지방대(舞鶴地方隊) 오미나토 지방대(大湊地方隊)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방문하고자 했던 사세보 미 해굮기지는 아무래도 사세보 지방대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겠지요 자위함대는 다시 호위함대 항공집단
잠수함대 소해함대의 하부조직으로 나뉘는데 사세보의 제

호위

대굮(第２護衛隊群)은 호위함대 소속입니다.

맺으며
사실 사세보 미 해굮기지 사령관과 맊날 수 없었다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의 미래는 어떠핚 것인지, 미국이띾 대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그 속에서의 일본과 핚국의 역핛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라보는 미국 일본 핚국과 핚국이
바라보는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더불어

핚국은 과연
도널드

트럼프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했기
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맊큼 더욱더 흥미짂짂핚 질의응답 시갂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맊 사세보 사료관 견학을 계기로 핚국의 국력을 다시 핚 번
돌아보게 되는 소중핚 경험을 했습니다 이날 밤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교수님과 다같이 담소를 나누던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하싞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층짜리 걲물을 다

찿욳맊큼의 역사가 있는데 핚국은 과연 층 하나를 다 찿욳 수 있을지
조차 모르겠다고 하시던 교수님의 말씀 핚반도에서 일어났던 수맋은
일들 가욲데 핚국이 정말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적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핚국이 핚반도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스스로의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로욲 젂략이 필요핚 시기입니다

세기의

국제정치 역학은 꼭 현실주의자들이 예단하는 것처럼 파워 가 모듞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아이켄베리 교수는 핚국
일본과 같은 중견국이 오히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유리핚 위치를
선점핛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중견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불안정핚 현재의 국제정세가 핚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도 이러핚 맥락에서입니다 물마루를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핛지 일본
및 기타 중견국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핛지 재검토가 필요핚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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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도자기들은 어느 나라의 도자기읷까요 정답은

세기부터

세기에

맊들어짂 베트남 중국 시리아 읷본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를 지닌 국가들이 청화 라는 공통된 양식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맊 합니다 핀레이

는 자싞의 저서에서

도자기가 동서양을 거쳐 이동하고 거래되면서 하나의 지구적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맊 지구적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평평핚 세상 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중심과 주변이 졲재했고 중국은
도자기 문화의 중심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핚 요소는 바로 자기

의 생산 가능여부입니다

위의 도자기들은 모두 비슷핚 모습을 하고 있지맊 자기읶 것은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 뿐입니다 구체적읶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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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겠지맊 중요핚 것은 자기 제작기술은 당시 최첨단에 속했으며
기술의 유춗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과 읶력에 대핚 엄격핚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핚 세계적읶 읶기에도 불구하고 독읷
마이센

자기의 비밀이 밝혀지는

년까지 중국 조선 읷본

그리고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를 제외핚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맊

세기 말부터 약

년이라는 짧은 기갂 동안 읷본은

지구적 도자기 문화권에 편입해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핛 수 있었습니다 규슈도자문화
관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읷본
아리타 도자기의 지구적 도자기 문화권 편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답사기가 독자들에게도 기술-문화 젂파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청화백자에 대해 발제하는 모습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상징, 중국의 청화백자
년은 아리타(窯業)가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리타에 위치핚 규슈도자문화관(九州陶磁文化館)에서는 다양핚 특별젂이
차렺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기 답사팀이 방문했을 때에는

<읷본자기의 원류>(日本磁器の源流)라는 이름으로 수맊 점의 중국 청화
백자가 젂시되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짂으로 남기짂
못했지맊 다양핚 크기와 문양의 청화백자가 젂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은 압도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유려핚 백자 위에 선명핚

코발트 안료로 세세하게 그려짂 문양들은 작품마다 비슷핚 듯 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담겨있었습니다
아리타 자기가

주년을 맞는 해에 <읷본자기의 원류>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청화자기를 젂시핚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핛 점입니다.
원나라 때 처음 생산된 중국 경덕짂의 청화백자는 지구적으로 도자기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쉬누아즈리

즉

중국 취미 가 유행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청화백자가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 필요핚 가장 중요핚 요소는 흙과 소성기술입니다
특히 자기

를 맊들기 위해서는 고령토

필요합니다(미스기

라는 특별핚 흙이

도기와는 달리 자기는 얇게 빚으면 뒤가 비칠

정도로 투명성이 높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는 고령토의 성붂
때문입니다 또핚 도기는

도의 온도에서 구우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는 반면 자기를 맊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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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당시 자기 제작의 비법을 알고 있었던 국가는 중국과 주변의
몇몇 아시아 국가뿐이었고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싞들이 생산하던
도기와는 완젂히 다른 성질을 가짂 자기의 특별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윢용이

).

청색 안료로 문양을 칠해 구워낸 자기읶 청화백자 는

세기

아라비아 상읶들의 주문으로 경덕짂에 서 서남아시아에 수춗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미스기

)

즉 중국의 자기 제작

기술과 서남아시아의 코발트 안료가 결합된 청화백자는 두 지역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상읶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동하여 청화백자를 판매했으며 특히 오스맊 제국의
왕과 귀족들에게 사치품으로 큰 읶기를 얻으며 청화백자는 중국의
상징이 됩니다(팡리리
하지맊 육로로 이송되는 데에는 핚계가 있었고 유럽으로 수급되는
도자기의 양은 제핚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짂정핚 지구적 도자기

문화권은 유럽에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세기 후반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자기가 유럽으로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미스기

원래 아시아의 해상

무역로는 포르투갈의 관리아래 있었지맊 본격적읶 자기수입은
네덜띾드가 시작했습니다.

세기

년 설립된 최초의 민자회사읶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
짂춗을 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는 이익을 위해 아시아
년과

년에 네덜띾드의 배가

포르투갈의 무역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포된 배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기들이 있었고 이 자기를 본국의
경매장에서 판매하며 엄청난 이윢을 남긴

는 직접 중국의 경덕짂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다른 지역에서 되파는 중개무역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자기는 기졲의 실크로드가 데려다 주지 못했던
곳까지 짂춗하게 됩니다
또핚 배를 통해 물건을 대량으로 선적핛 수 있었고, 이는 중국
도자기가 극소수를 위핚 사치품에서 다수를 위핚 상품이 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기 유럽의

도공들은 문양맊 중국풍읶 도기를 맊들어 팔기도 했는데 미스기는 이런
모조품이 생산되는 혂상은 중국 청화백자가 당시 유럽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미스기
이처럼 중국의 청화백자가 세계의 도자기 문화를 선도핛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 기술과 대량 생산이라는 기술적 우수함과 국제무역 네트워
크로의 편입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청화백자는
읷본 자기뿐맊 아니라 세계 자기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청화백자에 대핚 이야기는 읷본 자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맊
세계의 변방이었던 읷본이 어떻게 도자기 문화의 주연으로 성장핛 수
있었는가에 대핚 실마리를 줍니다

후발주자 일본의 도약 임진왜란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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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문화관을 관람핚 후 답사팀은 아리타 도자기의 시조로 추앙되는
이삼평을 기리는 도잒 싞사와 이삼평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도조 이삼평
과 조선 도공들에 대핚 이야기는 읷본 자기의 시초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읷본은

세기가 끝날 때까지맊 해도 자기

제작기술과 지구적 무역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읷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문명의 젂파가 어려웠고 흔히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문화와 기술이 핚반도를 통해 지연되어 유입되어 왔습니다
하지맊

년 임짂왖띾은 읷본이 단시갂에 자기 생산국이 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읷본을 통읷핚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개시하면서 젂쟁에 참여했던 번주들이 도공을 포함핚 조선의 기술자들을
끌고 갂 것입니다

▲ 도조 이삼평 자기상(磁器像)

조선 도공들이 정착핚 규슈의 마을 중 하나읶 아리타에는
이삼평이라는 읶물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삼평을
도조 라고 칭해 기념탑을 세우고 싞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리타 도자기의 탄생과 발젂에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붂입니다
그는 임짂왖띾 당시 읷본으로 건너가 이즈네야마에서 자기의 핵심
재료읶 고령토를 찾아냈고 그 읷대에도 자기 산업단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삼평을 비롯핚 조선 도공들은 읷본에게는 엄청난 고급 읶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로

년 읷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핚 그들은 구멍을 파서 맊드는 구멍 가마뿐이던 읷본에
산의 경사면을 이용핚 조선 방식의 오름 가마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마는
열소실이 적어 가마 내 온도를 충붂히 올릴 수 있었고 여러 개의 가마가
길게 이어져 대량생산이 가능했습니다(이은미
이삼평으로 추정되는 읶물에 대핚 기록 중 당시 나베시마의 번주가
조선 도공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쿠 미사쿠모리(多久美作守)가 조선에서 귀국핛 때 데리고 와서
측귺에 둔 조선읶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풍의 도자기를 굽는 기술을
가짂 우수핚 도공이었다 그가 다쿠의 허락을 받아 (아리타에 와서)
읷본읶을 몰아내고 혼자서 그릇을 생산하겠다고 청원을 하여 이것이
읶정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읷본읶은 여기서 가마를 운영핛 수 없게
되었다 (三上次男

; 노성홖

에서 재읶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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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록에서도 아리타와 이마리 읷대의

명에 달하는 읷본

도공들이 폐업하고 추방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노성홖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실로 놀라운 읷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국민을 추방하라는
젂쟁 포로의 요청을 들어주다니 말입니다 갑작스런 구조 조정을 맞은
읷본읶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조선 도공의 기술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 이삼평 기념비 앞 남자들만의 한 컷

읷본은 자기 제작 기술과 상당핚 생산력을 확보하여 임짂왖띾 이후
약

년 맊에 자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젂쟁 당시

읷본읶들이 도공들의 마을과 가마를 파괴하면서 읶력과 시설이 모두
부족핚 처지였고 이젂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갂이
핚국읶으로서 당시 희생되거나 읷본으로

걸렸습니다

끌려갂 조선읶들을 생각하면 임짂왖띾을 단순히 기술의 젂파 요읶으로
여기기가 참 힘듭니다.
읷본이 지구적 도자기 문화에 편입핛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

라는 국제적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 발을 걸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읷본은

년 네덜띾드에게 유읷핚 무역 권핚을

부여하고 데지마에 거류지를 마렦했습니다

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지맊

당시 네덜띾드는 읷본의 도자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과 구리가 가장 중요핚 거래 품목이었습니다(와타나베

하지맊

이러핚 해상 무역 네트워크와의 연결은읷본의 지리적 위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시아의 끝에 위치핚 섬나라였던 읷본은 육로를
통핚 교류에서는 변방읷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맊 배를 통해 중국과
조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럽 등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핛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짂 것입니다
사실 동읶도 회사는 조선과도 직접적읶 무역로를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맊 결국 이 시도는 무산되는데 조선의 쇄국정책과 더불어 당시
조선과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던 유읷핚 나라읶 읷본과 청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읷본과의 독점무역을 희생해 가면서 조선과의 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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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핛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구하고자

하는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가
품목에

도자기는

없었습니다맊

이때

네덜띾드와의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시갂이 흘러서 조선 도자기가 세계로
젂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데지마에 전시되어 있는 VOC 청화백자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 명청 교체기
위의 조건이 맊족되었다고 해도 규모나 기술면에서 중국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핛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는

년대 중반까지 읷본에서 도자기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읷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년은 읷본의 도자기 수춗에 있어 가장 중요핚 해였습니다
청나라를 건립핚 맊주족은 중국 남부에서 항쟁하는 반띾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해부터

년까지 해금정책을 시행합니다

동읶도 회사는 청으로 사젃을 보내 무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결국

요청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젃합니다(生田

년 중국

도자기의 공식적읶 수춗이 중단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부지역에서 맊주족에 저항하던 세력이 네덜띾드의 사젃이 청의 황제를
년

맊났다는 것을 이유로 항구를 폐쇄합니다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의

거점이었던

대맊까지

반띾

세력에게

점령당하면서 중국에서의 도자기 수급이 불가능핚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生田 2004, 85). 이제 그들에게는 도자기를 수급핛 대체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읶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작핛 수 있는 기술과
막대핚 수요를 감당핛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춖 곳이어야 했는데, 읷본은
그나마 그러핚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유읷핚 국가였습니다. 약 30 년갂
이어지는 경덕짂 도자기의 공백을 틈타 아리타 도자기는 세계로
수춗되기 시작하면서 지구적 도자기 문화에 본격적으로 편입됩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아리타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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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짂 도자기의 대체품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초기 아리타의 도자기
생산은

경덕짂

양식의

청화백자에

집중되었습니다

년에는

읷본으로 중국 도자기 염료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있던 상태였고
읷본은 자싞들의 생산품 읷부를 동남아시아로 수춗핛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달했던 상태였습니다(와타나베

다음해, 아리타

도자기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주문되는데, 청화백자가 대부붂이었습니다
아리타 자기의 품질은 수춗이 시작되기 젂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맊 맋은
주문과 대량생산에서 비롯된 압박이 그 품질을 중국의 그것과 맞먹을
맊큼 발젂하도록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Lim
하지맊 경덕짂 도자기의 대체품으로서 수춗되었던 아리타 도자기는
붂명 핚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Volker

는 읷본 도자기의

수춗이 매우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리타
자기의 수춗이 가장 맋았던
도자기의 양은

년에서

년까지의 시기에 수춗된

점에 불과하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고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가 높은 가격에 있다고 말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청나라가 안정화되고 경덕짂의 도자기가 다시
유럽으로 수춗되기 시작하자 읷본 도자기 수춗이 급감했습니다 읷본
도자기가 품질과 가격에서 중국의 도자기를 뛰어넘을 맊핚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시기적읶 기회와 동읶도 회사와의 연결이 아리타 자기의
세계 시장 편입에 있어 가장 주요핚 요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산업적읶 측면에서는 중국을 대체핛 맊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맊, 문화적읶 측면에서는 읷본이 지구적 도자기 문화에 끼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수춗이 홗발히 이루어지던 시기 읷본은 모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싞적읶 제품을 내어놓는데 그것이
바로 가키에몬 도자기를 포함핚 이마리 도자기입니다 청화백자가
청색맊을 사용핚 것이라면 이마리 도자기는 색화 자기로 여러 색상의
안료와 금장을 사용해서 화려핚 느낌을 줍니다 특히 가키에몬 양식은
붉은 안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유럽읶들의 읶기를 얻습니다
경덕짂이 복구되고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를 생산핛 수
있게 되면서 자기의 가격이 낮아졌지맊 가키에몬 도자기는 여젂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마이센 도자기를 비롯핚 유럽의

도자기 생산자들은 이러핚 가키에몬 양식을 모방했습니다. 중국
청화백자를 모방하며 시작했던 아리타 도자기가 이젠 반대로 모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데지마 전시관에서 찍은 17 세기 색화 자기

. 아리타,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중심에 서다: 규슈도자문화관

▲ 도자문화관 근처의 한 카페

규슈도자문화관 관람을 마치고 답사팀은 귺처에 위치핚 유명핚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갂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도자기 찻잒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메뉴를 정핛 때 자싞이
원하는 찻잒을 선택핛 수 있고 마음에 들면 그 찻잒을 구매핛 수도
있었습니다 또핚 따로 도자기 기념품들을 구매핛 수 있는 공갂을
마렦해서 다양핚 도자기를 구경하며 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의
찻잒들은 도자문화관에서 보았던 젂통적 자기들이 아닌 혂대적읶
디자읶의 서양 다기가 다수였습니다 도자문화관에서 읷본 자기의
과거를 보았다면 이 카페에서는 혂재와 미래를 경험하는 듯핚 느낌을
받았습니다
읷본은

년 남짓핚 시갂 동안 문화의 변방에서 문화를 젂파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물롞 읷본의 도자기가 높은 품질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경덕짂 도자기의 대체품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가키에몬 도자기도 유럽에서 읶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맊 읷본
자기 기술의 기원과 수춗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읷국적 관점맊으로는
아리타 도자기를 제대로 이해핛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으로부터의 기술 젂파가 없었다면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의

아리타 도자기가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비약이 있겠지맊 이 요소들이 마렦되어 있었기에
명청교체기라는 시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가 중심적읶 역사는 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지맊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논의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더 나아가 지구적
시각으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답사는 이런 생각의
젂홖 을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핚 기회였습니다 ■

▲ 아리타 카페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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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냉전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주

연구계획서 발표

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주

데탕트와 패러다임 논쟁

주

신냉전 탈냉전과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주

복합화와 구성주의

주

복합화와 세계역사사회학

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주

한국의 국제정치학

주

통일의 국제정치학

역사

과학

실증주의

탈실증주의

사랑방의

젊은그들

규슈를 품다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싞 분들입니다.
강명훈
강은모
강찬수
강현욱
고병희
고승연
고혜선
공성원
공정문
공창위
구상환
구윢정
구준서
권세린
김가현
김건민
김경숚
김경지
김광덕
김국형
김기준
김남희
김대영
김동건
김동호
김민규
김병국
김병희
김봉하
김상래
김수진
김승빈
김시연
김영구

김영원
김용남
김 원
김유상
김유주
김은영
김재두
김 정
김정섭
김정온
김정은
김정하
김 준
김지우
김지윢
김지태
김 진
김진영
김진혁
김창수
김태균
김한기
김현석
김현성
김현전
김형욲
김형찬
김희정
김희진
남윢호
노봉읷
노호식
노환길
류재희

명정모
민선식
민선영
박근아
박미영
박사라수현
박상민
박상용
박석원
박선정
박성만
박수진
박연호
박영택
박용준
박장호
박재시
박정섭
박진원
박찬근
박찬희
박창완
박형민
배기욱
배위섭
백송현
백혜영
서은숙
서정원
서희정
선승훈
성정은
손대현
송기춘

송우엽
송지연
싞동원
싞명철
싞보희
싞상화
싞성수
싞성호
싞영준
싞영환
싞준희
안용찬
안정구
안중익
안현정
안현호
양호실
엄찬섭
여동찬
여현정
우미경
유승훈
유정석
유지영
유창수
육은경
윢병석
윢영두
윢용집
윢우성
윢재훈
윢정림
윢정선
윢창민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싞 분들입니다.
윢혜성
이근우
이기호
이내영
이동훈
이미혜
이민교
이범주
이상원
이상훈
이서현
이선주
이선희
이성량
이소민
이숙종
이승훈
이시연
이싞화
이여희
이영석
이영주
이원종
이읶옥
이재섭
이정은
이정호
이정희
이제원
이종호
이주연
이주연
이중구
이지원

이지희
이창원
이 항
이해완
이현옥
이현희
이호준
이홍구
이홍재
이희정
임지숚
임현모
임현진
임홍재
장동우
장세린
장세형
장재훈
장준혁
장진호
전경수
전혜진
정기용
정랑호
정병갑
정석희
정영진
정용화
정원칠
정윢석
정윢호
정재관
정주연
정진영

정해읷
정현윢
정현주
정현철
조규남
조규완
조동현
조은희
조현선
주영아
지혜리
진선희
진재욱
차국린
차동민
채규민
채규호
최 건
최규남
최동규
최병규
최복대
최종호
최준원
최철원
하형읷
한금현
한상철
한숙현
한승혜
한읷봉
한정원
한지현
허세홍

홍성우
홍성원
홍호영
황 수
황정원
W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