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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이찬구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학술위원 )

복원(復元, 復原)이란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좋은 뜻입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가 가야사(伽耶史) 복원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야심차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손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답게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것 같아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加耶本性)’이라는 특이

한 이름으로 전시회를 한다고 하여 여러 회원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는 아

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치장한 연표, 안내문, 지도 등에서 일

제 식민사관과 임나일본부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습니다. 이 전시회를 주도한 세

력들은 식민사관 추종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급기야 어렵게 서울까지 올라온 허

왕후의 파사석탑은 검증 안 된 가짜요, 신화라는 이유로 갑자기 박물관에서 철수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2월 25일, “국립중앙박물

관 가야전시 역사왜곡 규탄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하여 당국의 맹성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국고 1조가 넘는 돈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투입하였나 하는 의구

심을 갖고 있던 차에 남원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남원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

재하는데 ‘기문’이라는 일본서기의 지명이 영문 설명서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

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이덕일 교수, 이완영 선생과 저는 급히 남원에 내려가 시민특

강을 가졌습니다. “남원은 기문이 아니다”, “합천은 다라가 아니다”, “일본극우

의 임나일본부설을 삭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까

지 우리는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마다 가야사 복원이 아니라, 가야사를 망쳤

다고 흥분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시민단체들이 남원, 경남, 서울 등지

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정부와 문화재청과 식민사학자들

에게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기야사바로잡기전국연대”는 이렇게 탄생하였습니

다.

이번에 저희가 발간한 “일본학계 역사침탈, 한국학계 친일매국”은 전문적인 학

술자료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한 홍보용 자료입니다. 이

홍보책자를 통해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남원의 기문, 합천의 다라’는 일본서기의 지명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라.

2. 국립중앙박물에서 새로 만든 가야연표의 내용 중에 “가야성립”을 삭제하고

“김수로왕 즉위, 가야 건국”으로 복원하라.

3. 교과서나 공식문헌에서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신화나 전설로 폄하하지 말고

당당하게 역사로 복원하라.

4. 가야불교를 바르게 복원하여 2천 년 한국 불교사를 새롭게 정립하라.

5.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과 일본극우의 임나일본부설을 청산하고

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라.

이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4355(2022). 1. 6.



<합천의 옥전고분군을 일본서기 ‘다라국’으로 등재>
The Hapcheon Okjeon Tumuli was constructed along the Hwanggang River, a tributary of 
Nakdonggang River, on a hill that looked over large settlements of Darakguk. It is presumed that this 
was the primary graveyard of the Gaya polity known as Darakguk. This area grew in power after 
taking a leading role in the trade in the northern section of the Gaya confederacy. There are 28 high-
mound tombs, 10 of which have been investigated. The Okjeon Tumuli displays a diverse range of 
tomb construction techniques spanning the entire Gaya period that were imported from the 
neighboring ancient Korean kingdoms of Silla and Baekje. This speaks volumes about Darakguk’s
position as a regional trade hub. Some wooden coffin tombs from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have 
been found on the slopes of the hill, and wooden chamber tombs from the fourth century onwards 
are widely distributed across the eastern side of the graveyard. Wooden coffin tombs were 
constructed for longer in the Okjeon Tumuli compared with other areas. Darakguk’s active trade 
with neighboring states is not on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techniques embodied in the Okjeon
graveyard, but also in the grave artifacts excavated from it. 
☞합천(Darakguk)은 Korean kingdoms이 아니라, 이웃 나라인 임나의 나라로 기술.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을 일본서기의 기문국으로 등재> 
The Namwon Yugok-ri and Durak-ri Tumuli is located in the Ayeong basin, which was part of the 
land route connecting Gaya with Baekje. This tumuli is presumably the central cemetery of a Gaya 
polity called Gimunguk, whose name can be found in the Japanese history Nihon Shoki (Chronicles of 
Japan). Out of the approximately 40 high-mound tombs in this tumuli, six have been subjected to 
research. The Yugok-ri and Durak-ri Tumuli shows the westward reach of the influence of Gaya. 
Tomb No. 32 of this cluster is a stone-lined tomb from the mid-fifth century that produced an 
animal-decorated mirror of Chinese origin and a pair of gilt-bronze shoes from Baekje. Tomb No. 34 
was constructed in the mid-sixth century as a type of stone chamber tomb associated with the Baekje
style. 
☞‘Gimunguk’ 이『일본서기(Nihon Shoki)』에 근거한다고 기술.

Darakguk 검색

Republic of Korea 검색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합천을 일본서기 다라국으로, 남원을
일본서기의 기문국으로 등재한 사실 확인.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

- 가야사바로잡기전국연대 학술위원 강감찬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


지자체 대상유산 비고
경북(1개소)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경남(5개소)

김해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함안 말이산 고분군 아라가야
고성 송학동 고분군(추가) 소가야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추가) 비화가야
합천 옥전 고분군(추가) 다라국

전북(1개소)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추가) 기문국

[대한민국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ㅇ 대상유산 : 가야고분군 7개소 (‘22년 등재 목표)

※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라국‘, ’기문국‘에 대한 원문·번역본 검색
⓵ 한국사데이터베이스-고대-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⓶ 동북아역사넷-도서-일본서기

『일본서기』 249년 ’다라국‘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 比自㶱·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물리쳤는데
그로 인하여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이 평정되었다.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의 오랑캐 침미다례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일본서기』 512년 ‘임나국’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의 상다리·하다리·사타·모루의 4현을
청했다. 

『일본서기』 513년 ‘기문국’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 己汶 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백제가 ... ‘반파국(伴破國)’이
신의 나라 ‘기문(己汶)’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 “奉宣恩勅 以己汶·滯沙 賜百濟國“ 은칙을 베풀어
선포하고 기문·대사를 백제에게 주었다.

☞ 일본서기의 조작여부를 떠나 유네스코 실사단에 의하여 남원이 ‘기문국’, 합천이
’다라국’으로 2022년 2~3월 확정된다면 자연스럽게 창녕->‘비자발국’, 김해-
>‘남가라국’, 대구->‘탁순국‘, 함안->’안라국’, 강진->‘침미다례’로 바뀌어 임나의 땅이
됩니다. 또한 일본열도에 있는 ”반파·기문·대사·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가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강단사학자의 뜻대로 가야의 땅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임나’는
부활하고 가야는 숨통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문헌에 나오는 지명을 한국에 있다고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양직공도, 한원, 삼국지위서동이전, 남제서, ...
한국의 삼국사기 강수열전, 진경대사탑비, 광개토태왕릉비, 본조사략,



’기문국·다라국‘에 대한 강단사학자의 주장

임나의 소국 ’기문·다라‘를 한국 땅에 비정하여야만 하는 까닭은 ① 『일본서기』
249년 신공왕후가 한반도 가야를 침공하여 임나일본부를 세워 532년 금관가야,
562년 대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기문국·다라국‘을 300년 동안 다스렸다는 일본서
기를 신봉한다. ② 악질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을 지낸 쓰에마쓰 야
쓰카즈가 쓴 ’임나흥망사‘의 남선경영론을 믿는다. ③ 임진왜란과 일제강점 36년
은 침략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적 식민지인 임나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일본의 정
당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⓸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야 42년 건국과 초
기기록은 『일본서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서는 부정한다.

☞ 마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독도를 죽도(다케시마)
라는 이름으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2년 강단사학자가 장악한 ’동북아역사재단‘은 미 상원 외
교위원회 CRS에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 마지막 조선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다고 했
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식민사관으로 쓰인 역사의 레일 위를 다시 달리고 싶은 아
베 노부유키의 탑승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강단사학자는 플랫폼에 레드카펫을 깔
고 꽃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강단사학자에 의하여 2010년 제2기 「한일역사공동
연구위원회」에서는 임나일본부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단사
학자, 문화재청, 남원시, 합천군 및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가야고분군
을 일본서기 임나의 ’다라국‘과 ’기문국‘으로 2019년 유네스코에 자료를 등재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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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가야고분군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

안타깝게도 우리는 광복 76년이 지났어도 역사광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역사, 오욕의 역사가 우리의 땅을 갈가리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일본총독부의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강단사학자, 문화재청, 합천·남원의 자치단체, 언론인, 정치
인들은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적 사고에 사로잡혀, 1조 2천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가야사복원 대신 임나사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1,000여 기의 가야
고분군을 임나의 일본인 수장층 무덤으로 2022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 지으
려고 합니다. 토착 왜구는 환영할 일이지만, 동북공정으로 한강 이북은 중국의 땅이
되고, 임나일본부에 의한 정한론으로 한강 이남은 일본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UN이 인정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를 떠도는 뿌리 없는 역사의 난민이 될 것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자조와 탄식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100년이 지나도 자신의 비참함을 노래해야 합니까? 우리가 극복하고
선도해야 할 것은 경제력과 국방력 뿐만 아닙니다. 식민사관을 뿌리 뽑고 역사·문화
를 바르게 세워야 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땅
에 사는 우리가 가야역사의 주인이고 가야역사의 주권자이며 가야역사의 권력자입
니다. 나 한 사람 쯤이라는 무관심과 조작된 역사를 무비판 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자랑할 우리의 가야역사를 우리땅 우리 안에서 찾고 보듬고 만들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합니다. 배고프고 힘겨울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사대
와 친일로 얼룩진 5,000년의 역사·문화를 우리 시민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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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가야사, 기문 다라를 삭제하라

박찬화(대한사랑 교육위원)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건국 시조 김수로왕을 빼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가야실이 2021년 12월 초 다시 오픈했다.

무엇을 바꾼 것일까? 우선 바뀐 가야 연표를 보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가야실 가야 연표 (전)과 3일 개편된 상설전시관 가야실 가야 연표>

가야 건국시조, 건국의 주체 김수로왕이 빠졌다. 주류역사학계의 가야 역사관

을 살펴 본다면 김수로왕을 상상과 허구의 인물로 보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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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야 건국은 삼국유사라고 출처를 표기하고 있다. 삼국사기 등 여러 출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연대에만 출처를 표기한 것은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학계는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가야건국은 삼국유사뿐 아니라 그보다 이전 시기의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김수로왕이 서기 42년 가야를 건국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 』 「가락국기」

(1281년)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1145년)에 동시에 나온다. 삼국사기로

본다면 130년 이상 더 빠른 기록에도 똑같은 건국 연대가 나오는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

김유신(金庾信)은 (신라의) 서울 사람[王京人]이었다. 그 12대 조상인 수로(首

露)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후한(後漢) 건무(建武) 18년 임인(서기 42)에

구봉(龜峰)에 올라가 가락(駕洛)의 9촌(村)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加耶)라 하였다. 후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그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9세손인 구해(仇亥; 또는 구차휴(仇次休))에

이르렀으니,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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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42년 가야 건국을 불인정하고 있고 김수로왕 건국을 신화화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히려 수로왕의 건국을 표기했다가 이번에 리모델

링하면서 그 부분을 빼 버렸다. 이는 역사왜곡과 다름없다. 어떻게 건국

을 하는데 건국의 주체 인물이 없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야 건국 연대, 가야 왕 계보 사라진 국사 교과서

2021년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7종 가운데 천재교육과 해냄에듀만이 가

야 건국을 42년이라고 적어 놓았다. 다른 교과서들은 모두 가야 건국 연대를

아예 적시하지 않았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야 건국 연대를 적지 않은 것은 왜 일까? 이는 가야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우

리 역사학계에 기인한다. 가야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김수로

왕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수로왕의 건국은 허구라고 보는 것

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어지는 김수로왕의 허황옥과의 결혼도 역시 허구와

상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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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모든 종류의 한국사 교

과서에는 가야 왕조 계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고구려,백

제,신라 왕 계보도는 분명히 있

음에도 말이다. 분명히 금관과

야 10명의 왕이 있었기에 계보

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계는 역시나 모든
교과서에서 가야왕 계보도를 넣지 않았다. 

가야 건국 1세기를 부정하는 학계와 언론 카르텔

이덕일 역사 TV_이덕일의 한국통사 https://youtu.be/uy2JupoIBVw 

가야라고 하면 보통 사료가 많지 않죠. 그래서 흔히 수수께끼 왕국 또는 철의 왕국 그런 별명으

로 부릅니다. 왜 사료가 많지 않냐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세 나

라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료가 없는 거죠.

12쪽까지 이덕일 역사TV 
유튜브 채널 영상 전문



그렇다고 해서 『삼국사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와

가야가 싸웠다 라는 형태, 전쟁을 했다 라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단편적인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으로는 이제 『삼국유사』 의 「가락국기」가

있습니다. 가야의 건국에 관한 문헌기록으로는 2개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고려의

일연이 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가 있고 또 하나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김유신의 계통, 가게에 대해서 써 놨는데 그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김수로 왕이 서기 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

데 우리는 흔히 이것이 가야 건국을 알려주는 가장 이른 기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

실은 김부식이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정확하게 가야는 수로왕이 서기 42년

에 건국했다 라고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보다 약

130~40년 뒤에 나온 역사서죠. 『삼국유사』보다 130~40년 전에 나온 『삼국사기』도

똑같이 가야를 수로왕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 라고 이제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

로 봐서 가야의 건국을 서기 42년으로 말하는 문헌 기록들이 김부식 때나 일연 때나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문헌 기록으로 서

기 42년에 정확하게 건국했다고 연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습니다. 먼저 건국 시기의 문제인데요. 일반 국

민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는 김수로 왕이 서기 42년을

건국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국사 교과서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는 가야는 3세기에 건국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써 놓고 있습니다.

사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로 할 때 그 배경을 찾아보면 거의 100% 십중팔

구 조선총독부의 역사 왜곡에 가 닿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가야

건국이 서기 42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

면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김수로 왕이 신라 김유신의 12세 선조라고 몇

세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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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서기 48년에 서역의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허황후, 허황옥이라고 이름까

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허황옥이 파사석탑을 가지고 왔는데, 그 파사 석탑이 김해

의 수로왕릉 앞에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일연이 『삼국유사』 「탑상조」에서 파사석

탑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아유타국의 허황옥이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연도를 정확하

게 48년이라 쓰고 아름답고도 무른 재질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

고 일연이 이미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파사석탑의 재질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산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남한의 강단사학하고 일본 극우파들은 3세기에 가야가 건국되었다라고 엉뚱한 주

장을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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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시중 파사석탑 전시공간을 신화라고 하고

그 다음 공간부터 역사라고 바닥에 써 놓았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 바로 임나일본부 때문에 그런 주

장을 하는 겁니다. 임나일본부란 서기 369년부터 562년까지의 일본에 있던 야마토왜

가 가야를 점령하고, 그곳에 임나일본부라는 이제 식민통치기관을 설치했다라고 주

장하는 그런 학설인데요. 바로 이 학설이 정한론의 실체죠. 그래서 메이지 시대 때 한

국을 점령하는 논리라는 정한론을 펼칠 때 바로 이 주장을 가지고 『일본서기』에만 나

오는 369년 조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다른 말로 가야 임나설이라고도

합니다. 가야가 곧 임나라는 주장이죠.

가야 땅을 고대 야마토왜가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삼국사기』 불신론이에요. 결국은 『삼국사기』나 『삼국

유사』 둘 다 불신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냐면 서기 369년에

야마도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될 수

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가짜로 몰

기 시작하는데, 특히 조선총독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쓰다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 쓰에마스야스카즈[末

松保和, 1904~1992] 등 총독부에서 소속되어 있었거나 식민사학에 경도됐던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

보면 서기 369년에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론 자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가짜로 몬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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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

시에서도 3세기에 가야가 시작되었다고

설명문에 적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역사학이 계속 주류, 정설의 지위를 차지한 결과 국사 교과서 라든지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가야는 마치 3세기에 건국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이라는 가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야 전

시를 할 때 가야 유적·유물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박물관들에

있던 걸 갖다가 다 한군데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하면 대부분의 언론 문화부 쪽에서는 호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 전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엄청 공격을 했어요. 공격한 핵심들

을 보면 조선일보 논조와 한겨레 논조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동시에 비판하는 공통 논지가 뭐냐면 파사 석탑을 마치 역사

인 것처럼 전시했다는 겁니다. 그 파사 석탑은 역사예요. 그 유물이 그대로 있고 그다

음에 『삼국유사』에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역사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

령 지산동 고분에서 거북 무늬가 새겨진 물방울 형태로 생긴 토기가 나왔는데, 「구지

가」 하고 『삼국유사』에 보면 수로왕이 내려올 때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놓으면 구워 먹으리’ 하는 「구지가」가 있는데 그 「구지가」를 연상 시켰다라고 엄

청 비판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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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시에 전시된 파사석탑

과 토제방울>

방울은 항의를 받은 후 안쪽

구석으로 전시 위치가 바뀌었

고 설명글도 수정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파사석탑을 전시하고 거북무늬의 토기를 전시한 게 왜 비판에

대상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냐면 그것을 인정

하면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했고 그 다음에 허황후가 서기 48년에 왔다는 걸 인정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들은 일본 극우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 이들을 보호하는

언론 카르텔들은 가야가 3세기에 건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기를 하니까 가야가 1세기 중엽에 건국됐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전시회하니까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

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들어가 보면, 가야 전시가 일본 극우파 논리에 따라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유물은 아니죠. 유물은 가야에 찬란했던 그런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데, 그 유물

을 놓고 설명하는 건 일본 극우파의 정치선전政治宣傳. 핵심은 가야를 고대 야마토왜

가 점령하고 식민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임나일본부설”란 말만 안 써놨지 『일본서

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서술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국

민들이 가야사를 인식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야의 핵심은 서기 42년에 건국해서 결국은 서기 562년까지 경상도 지역에 존재했

던 그런 나라로 보면 큰 대강인데, 이 사람들은 건국연대부터 3세기라고 자기네 마음

대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야가 서기 1세기 중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삼국

유사』 「가락국기」에 나오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나오고 또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77년에 신라와 가야가 전쟁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라 토기와는

다른 가야 토기가 서기 1세기 때 이미 낙동강 유역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헌

사료를 보나 고고학 유적·유물로 보나 가야가 1세기 때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데, 유독 이러한 역사학의 상식이 남한에만 오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남한에만 오면 3세기에 건국했다. 이건 논리가 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야가 어떻게 1세기에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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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본 극우파가 이야기하는 정치 선전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걸 갖다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3세기에 건국했다

고 주장하면 그 근거가 뭐고 반대하는 쪽에 논리는 무엇인지 보도해야 할 언론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마치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건국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큰

일 나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야사를 볼 때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남한 학계의 정설이예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려면 사료 근거들을 대야 되는데,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것만 하면 서기

369년에서 562년까지 가야를 일본 고대 야마토왜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그렇게 주장하기 힘드니까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가야에 고대

야마토 왜의 외교 기관이 있었다는 둥 교역 기관이 있었다는 둥. 온갖 말장난을 해 가

면서 가야를 왜인들이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 369년에 고대 야마토왜가 가

야를 점령해서 임나 7국을 설치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야 왕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런데 『삼국유사』를 보면 그 당시 가야의 이시품왕이 369년 이후에도 계속 왕위에 있

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시각으

로 보면 고대 야마토 왜가 가야를 점령한 사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대로 200여 년 동안 일본 고대 야마토 왜가 가야를 점령했으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나 「백제본기」에 그 사실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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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으면 뭔가 충돌이 벌어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실

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삼국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강수强首가 ‘신은 본래 임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임나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안정복安鼎福(1712~1791) 같은 실학자들은

강수가 충주로 비정하는 중원경 쪽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임나는 충주에 있었다라

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안정복의 주장은 또 전혀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핵심은 바로 가야가 임나라는 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들이 평안도에서 내려 오셨는데, 그러면 신은 본

래 평안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자고나란 곳은 다 여기인데 우리 조상이 평안

도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인지, 부모님은 평안도지만 제가 충청도에서 자랐는데 그렇

게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충청도가 평안도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석을 하려면 정확하게 딱 한 구절 200여 년 동안 지배했다 그

러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나 「백제본기」에 여러 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 도외시하고 딱 「강수열전」에 신은 임나 사람이라는 이야기 하나만 끄

집어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장으로 이 사람들이 기를 써서 다 찾아낸

사료들이 두 세가지 있는데, 그 사료의 의미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임나는 가

야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우기고 있는 것인데요.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 한반도 북쪽은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쪽에는 임나일본

부가 있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북쪽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논리를 비판하

는 동안에 임나일본부가 다시 다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을 비판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 임나

일본부설을를 대폭 끌어들여서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들이 지금 한국 학계의 널리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학자들

도 임나를 가야라고 주장한다는 걸로 임나일본부를 되살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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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옥은 실존인물, 허구로 몰아가는 학계는 반성해야

허황옥 (?~188) 금관가야 시조인 수로왕의 비. 허황후(許皇后)라고도 한다. 

김해김씨(金海金氏)ㆍ김해허씨(金海許氏)의 시조모.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본래 인도의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인데 상제(上帝)의 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국

수로왕의 배필이 되게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허황옥 [許黃玉] (차생활문화대전, 2012. 7. 10.

허황옥(許黃玉, 32년 ~ 189년)은 가락국의 초대 왕인 수로왕의 부인으로, 

허황후 또는 보주태후라고도 한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아요디아의 공주로, 48년에 오빠 장유화상 및 수행원들과 배를 타고

가락국에 와서 왕후가 되었다. 거등왕을 비롯해 아들 10명을 낳았다. (위키백과)

허황옥은 위와 같이 사전 설명은 되어있지만 우리 주류역사학계에서

실존인물로 보고 있지 않다. 정말 허구의 인물일까? 허황옥이 실존인물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보주태후 허씨의 보주(普州)는 사천성

안악현가락국수로왕비 보주태후허씨릉 비문(碑文)

허왕후 능침 앞에 서 있는 비석에는

가락국수로왕비(駕洛國首露王妃) 

보주태후허씨릉(普州太后許氏陵) 이라고 쓰여

있다



김해김씨 세보에 나오는 보주태후 허황옥,

보주(普州)는 어디인가? 현재의 사천성

안악현이다.

김병모 교수는 "나도 처음에는 보주가 인도에 있는 지방의 이름일것이라

생각하고 인도에서 구입한 여러 지도에서 보주로 발음될 만한 지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다가 보주는 뜻밖에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처음 보주가 안악현임을 알게 된 과정을 밝혔다. 

지금은 '보주'를 검색하면 '안악현'이라고 금방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제 사천성

안악현으로 가보자. 

사천성 안악현 허씨집성촌에서 발견된

「신정기神井記」

중국 사천성(四川省) 안악현(安岳縣) 

일대에는 인구 15만 명의 허씨집성촌이

있다. 이곳에 있는 보주(普州) 허씨 사당

대문에는 쌍어문(雙魚紋)이 있다. 집성촌

뒷산의 암벽에 음각된 신정(神井)의 유래를

설명하는 글에는 허황옥(許黃玉)이라는

소녀의 이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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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악에서 후한 때 (925년) 금석문인 「神井記」에 '보주허여황옥(普州許女黃玉)'이

새겨진 명문을 발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東漢(서기 25-220년)초에 許黃玉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이로써 허황옥이 사천성 안악현에서 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 같은 시대를 다룬

『후한서(後漢書)』에는 사천성 안악현(당시 보주)의 허씨 세력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47년 허씨 집단 무한(우한)으로의 강제이주

‘후한서(後漢書)에 의하면 서기 47년 양자강변의 남군(南郡)에서

토착인들(南郡蠻)이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정부는 가까운 형주(刑州)의

유상 장군을 파견하여 반란세력을 제압했다. 그 결과 토착인 7천명이

강하(江夏, 양자강 하류 무한武漢지방)로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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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천성 서운향의 보주 허씨 사당 대문에 새겨진 쌍어문 ,양자강 주변 한나라때 제사용 그릇의 쌍어문

(운남대학 소장)

허황옥(許黃玉) 가문은 이 반란에 가담했다가 강제이주를 당했고, 그 뒤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지나 바다를 거쳐 가야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는 아시리아에서 시작된 쌍어문(雙魚紋)이 한반도까지

전래되는 경로와 일치한다. 첫 봉기를 일으킨 때가 기원후 47년이고 허왕후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때가 기원후 48년 이었다. 정확하게 역사의 톱니가

들어 맞는 것이다." "보주(普州)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를 해 봤더니, 보주는

옛날 중국의 한 지명이었다. 중국 후한 때의 역사서인 후한서를 찾아

보았더니 당시 그 땅 이름은 '촉'이었는데 그 촉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즉

남만(南蠻)들이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두 번의 봉기를 일으킨다. 그런데 그

주동자의 이름이 허성(許聖) 이었다. 그러니까 후한 때 보주땅에 허씨 성을

가진 집단이 있었는데, 『후한서(後漢書)』에 따르면, 허황옥(許黃玉)이

가야(伽倻)에 출현하기 1년 전인 서기 47년에 보주(普州)를 비롯한

사천성(四川省)에서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이 진압된 후

연루자들은 양자강 연변(沿邊)의 무한(武漢)으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AD 48년

허황옥 세력이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오다(삼국유사)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5월 배를 타고 약 3개월간의 항해 끝에

가락국으로 온 것은 서기 48년 7월 27일이었다. 결정적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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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황옥은 보주(普州)태후 (허왕후 비문, 김해김씨 족보)

② 보주(普州) = 사천성 안악현

③ 사천성 안악현 허씨 집성촌 「신정기神井記」 = 동한(東漢)초, 보주, 

허여황옥(許女黃玉)

④ 『후한서』 서기 47년 사천성(四川省) 소수민족 반란 →양자강

연변(沿邊)의 무한(武漢)으로 강제이주

⑤ 『삼국유사』 서기 48년 허황옥 세력이 가락국에 도달하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단 "허황옥은 실존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와 『후한서』 그리고 『신정기』 등을 통해서 보면 실존인물임이

명확하다. 지금 우리 학계가 허황옥을 허구와 상상의 인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왜곡이다. 김병모 교수 등의 이런 주장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합천은 임나 10국 다라국이 아니다

합천은 다라국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선 절대 안된다. 

합천이 다라국이 되면 이번 등재되는 모든 가야 유산들이 고대 일본식민지

임나일본부가 된다. 합천은 가야였지 고대에 임나일본부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 다라국은 現 일본 열도의 수십 개 다라 지명에서 보듯이 왜 열도에

있던 국명, 지명이었다. 당장 다라국이라는 임나일본부식 명칭을 삭제하고

훌륭한 가야 유산을 올바른 이름으로 등재해야 한다

다라국으로 등재 되면 임나 7국이 배치된다

임나일본부설이란 4세기 중엽∼6세기

중엽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한반

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 백제·신라·가야

를 지배했다는 주장이다. 임나일본부

설은 신공황후 삼한 정벌설 , 신공황후

가 가야 7국 정벌설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라국은 일본서기에 주로 나오는 국명이다. 소위 임나 7국과 임나 10국에

‘다라’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등재되는 순간 이 7국과 10국에 해당되는 국

명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첫 단추가 되며 등재가 확정되는 순간 전

세계를 향해 임나 14국이 모두 한반도에 있었다고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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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조를 보자.

“[신공황후] 49년(249→369년) 봄 3월에 황전별과 녹아별을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比自㶱)⋅남가라(南加羅)⋅녹국(㖨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

라(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일본서기』권9, 「신공황후」 49년

임나일본부설의 가장 중요한 연대가 「신공황후」 49년 (369년)이다. 바로 이

해에 신공왕후가 장군들을 보내 가야7국(임나7국이라 부름)을 정벌했다는 것

이다. 이 7국을 쓰에마쓰는 합천에 다라,함안에 안라,김해에 남가라,고령에 가

라,창녕에 비자발,경산에 탁국 등으로 모두 한반도 남부에 여기저기 비정했다.

스에마쓰를 포함한 일본인 학자들이 비정한 것을 우리 역사학계는 그대로 계

승하고 있다. 김용섭 교수의 자서전에 의하면 왕년에 경성제국대학 교수요 조

선학회의 대표격인 다카하시 토오루는 동방학지(연세대) 제 1집을 읽고 한국

사학계를 평하되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이 깔아 놓은 레일 위를 달

리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 시기의 조선연구와 금후의 한국에서 조선 연구사이

에 단층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학계는 같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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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국으로 등재되면 임나 10국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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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 10국은 일본서기에 나온다. 여기에 다라국도 포함되어 있다.

가라국, 안라국, 사이기국(斯二岐國), 다라국, 졸마국(卒麻國), 고차국(古嵯國), 자타국

(子他國), 산반하국(散半下國), 걸손국(乞湌國), 염례국(稔禮國) 『일본서기』 562년조

다라국은 369년 야마토왜가 점령하는 7국의 명칭에 들어 있으며 임나 10국 명칭에도

들어가 있다. 합천이 다라국이라면 우리는 야마토왜의 신공여왕에게 정벌 당하는 치

욕과 수모를 당하게 되고 한반도 남부는 그들의 고대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임나7국

과 임나10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역사라면 어쩔 수 없겠거니와 이는 명치유신 이후 정한론의 침략

이론 임나일본부설에 의해서 왜곡된 지명 비정이다.

임나10국에 등장하는 다라국이 합천으로 유네스코 등재되어 세계에 알려진다면 이

후 이처럼 나머지 임나9국도 차례대로 우리나라에 비정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우리는 야마토 왜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못된 역사, 왜곡

된 역사의 결과물을 남겨주게 된다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낭인깡패 아유카이 후사노신, 식민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합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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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카이 카이엔(鮎貝槐園)으로도 불리는 아유카이 후

사노신은 러일 전쟁에도 적극 가담해 훈6등을 받은 극

우 파시스트이며 고종 32년(1895)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낭인 깡패다. 이 낭인 깡패가 쓴 역사서가 ‘일

본서기 조선지명고’인데, 이 책에서 아유카이는 신공

49년(369년)에 야마토 왜가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를 백제에게 주었다고 우겼다. 한 마디로 백제라는

나라는 야마토 왜가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낭인 깡패의 황당한

논리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의 눈에는 “방대한 문헌고증”과 “문헌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해서 얻은 빛나는 연구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김태식 교수는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문헌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해

서’ 큰 연구성과를 얻은 대학자로 이렇게 극찬했다.

“점패방지진(鮎貝房之進,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비정 범위를 경남·경북 및 충남·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

주지방 부근과 부여·공주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서기’에 왜의 한반도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

를 넓혀 잡기 위해 그가 문헌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결과였다고 여겨진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권, 1991, 277쪽)

그 연구성과를 김태식 교수는 임나가 ‘경남·경북·충남·전남’을 모두 차지했다

고 주장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즉 임나일본부가 신라 수도였던 경주 일대와

백제 수도였던 부여·공주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지배했다는 것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의 연구성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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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는 일본의 자랑이라는 스에마쓰의 합천 비정

일본의 한반도 영유(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

다”라고 말한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 출신 스에마쓰 야스카즈

(末松保和)는 <임나흥망사>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의 위

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후사노신을 참고하고

그 역시 뜻 가는 대로 비슷한 지명이거나 한글자가 같거나 초

성만 같아도 여기저기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반도

남부를 일본의 고대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1949년 임

나흥망사를 쓴 스에마쓰는 다라를 합천에 비정했다.

다라(多羅)는 삼국사기의 대량주(大良州) 또 대야주(大耶州)로서
다벌(多伐)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 47쪽)

무슨 이유로 그는 다라를 합천이라고 단정한 것일까? 대양주, 대야주이니까
합천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과연 대량주군(大良州群)이 다라국인가?

아유카이와 스에마쓰가 다라국을
합천이라고 주장한 이래 합천설은
김정학 교수 등이 삼국사기의 합천의
이전 이름은 대량주군(大良州群) 
이라는 기록에 근거, 『이
대량주군이라는 지명은 가야시대
합천지역의 소국(小國)이름인 다라국
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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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나를 대마도라고 보는 부산대 이병선 교수는 『합천의 옛 이름인

삼국사기 대량(大良) 은 고대 발음에서는 「다라」 로 읽힌 것이 아니라 「가라」

로 읽혔다』며 다라국 합천설 을 반박했다. 『특히 삼국시대에 합천을 대량주군

으로 부르기 이전 강양군 으로 불렀는데 이 강양

이란 지명은 가야 (또는 가라)의 음이 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고대

발음의 추적을 통해 『합천에는 다라국이 아니라

우리가 고령중심의 대가야로 알고 있는 가라국

(加羅國)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령군과 합천군

은 실제로 23킬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같은 대가야 권역이다. 그리고 대야

주(大耶州)는 565년 완산주(完山州)를 폐지하며 설치되었다.

九月, 廢完山州, 置大耶州. 9월에 완산주(完山州)를 폐지하고 대야주(大耶州)를 설

치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4 진흥왕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565년 이후에 대야라는 지명을 썼다는 것이다. 그 이전

에는 대야라는 지명을 쓴 바가 없다.

일본서기,562년 다라국 멸망 → 삼국사기,565년 대야주 설치(그 이전은 완산주)

다라국 시절에 이 지역에 나라가 있었다면 대야국이 아닌 완산국이라고 해야

한다. 결국 대야는 다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연대가 맞더라도 대야와 다라가 도대체 뭐가 같은가? 디귿(ㄷ)이 같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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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다라리가 있으니 다라국인가?

한자문화권에서 지명이 우연히 하나가 같다고 갖다 붙이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병선 교수는 다라국을 합천에 비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다라(多羅)가 『일본서기』 임나

10국의 다라와 표기상으로 같다고 하여,

『일본서기』의 다라국을 이곳에 비정함

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동계 지명이 널

리 분포하여, 두 곳의 표기가 우연히 같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옥전리 고분의 다라 지명은 고대 왕성명의 자취로, 『일본서기』 임나10국의

다라와 표기상으로 우연히 일치한 것이다. (이병선 부산대학교 교수, tara(城)語와

多羅地名에 대하여 - KBS 歷史스페셜의 玉田古墳의 多羅里를 중심으로 -

이병선 교수는 만일에 『일본서기』의 다라(多羅)를 (합천) 옥전의 다라로 본다

면, 임나(任那)10국 중 9국도 남한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임나가 김해

등 낙동강 유역에 있었음을 보이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오순제 박사 또한 우리 문헌에 없는 다라국

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나일본부를 부정하면서도 임나의 지명들을 가야지방에 비

정하는 오류를 범할 뿐만아니라 합천군 쌍책면에서 나타나는

옥전고분(玉田古墳)이 대가야에 속했던 수장들의 무덤이였음

에도 불구하고 합천의 쌍책면 다라리를 다라국(多羅國)으로 비

정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고대의 어느 사적에 6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써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곳이다. (오순제 박사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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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리의 다라는 국명이 될 수 없다

다라가 달처럼 생긴 지형에서 유래한 것이면 다라는 국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근거가 된다. 경주 반월성이 반월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반월국이라고
안하듯이 말이다. 전덕재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多羅里의 ‘羅’ 역시 동일한(주:가라, 안라와 마찬가지로) 

지명어미였을까를 살필 차례인데, 먼저 1789년(정조 13)의 인구상황을 기록한
『戶口總數』에 草溪郡 德眞面에 ‘多羅谷村’이 존재하였다고 전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서 多羅라는 지명이 골짜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학회에서 출간한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다라리의 마을
형상이 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다라실 또는 다라동, 月谷으로 불렀다고 한다.
多羅는 골짜기에서 유래, 谷의 우리말이다. 『삼국유사』 권 제2기이 제2 효소왕대
죽지랑조에 得烏谷을 得烏失이라고도 전하는 것에서 삼국시대에도 谷을
실이라고 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월곡리의 지명유래를
조사한 결과, 다라실 또는 다리실이라고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와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를
다라실이라고 불렀고, 경북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 전북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를 다리실이라고 불렀다. 이밖에 다라골, 다리골, 
다래골을 月谷이라고도 부른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月谷을 다라실, 다리실, 
다래실(다래골)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月, 즉 달을 ‘다라’ 또는 ‘다리(다래)’라고도
말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 따른다면 쌍책면 다라리에서 라는 地
또는 내(川)나 어떤 천변(川邊)의 평야를 뜻하는 지명어미가 아니었던 셈이 된다. 
만약에 일본서기 등에서 가야 소국으로 전하는 다라국을 '다리' 또는 '다래' 
'달라'등의 음을 차용하여 한문으로 표기한 또 다른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라국의 다라 역시 '달'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볼 수 있고 옥전 고분군의 축조
세력을 다라국의 지배자와 연결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서기 등에서 다라국의 이(異)표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전덕재, 國(㖨己呑)의 위치와 역사에 대한 고찰 ,2011)

즉 달을 다라라고 불렀다면 ‘라’ 라는 어미도 지명 어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달이 다라가 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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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은 말 문화의 선진국 (fact 말(馬)이 없던 열도)

합천은 말(馬)문화의 선진국이었
다. 합천의 말(馬) 유물은 임나 다
라국의 것이 아니다. 합천박물관에
는 말 투구, 말 갑옷, 로마제국의
유리잔, 용봉문환두대도 등 귀중한
유물이 발굴되어 전시하고 있다. 
김해 대성동고분에서 2~3세기에
말뼈와 함께 말 모양 토우, 말 탄
사람, 말 무늬 토기, 마갑총

<와카야마현 오타니 고분군 위치>

김운회 교수는 일본에는 4C까지도 말[馬]이 없었으며 열도에서 그 많은 병력

을 단기간에 동원하여 이동시킬 만한 항해술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2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하려면 동원되는 배만 해도 대형 선박으로 4백～5백여척

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동원했는가 하는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위세가 대단한 가야가 야마토 왜에게 허무하게 369년에 멸망 당했다는 것이

다. 밑도 끝도 없이, 앞 뒤 설명도 맞지 않는데 가야가 멸망했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말 갑옷, 수레바퀴 장식이 발굴되었다. 일본에는 397년 전 까지는 말(馬)이
없었다. 일본 오사카의 지카쓰아스카 박물관은 5세기 후반부터 기병을 위한
비늘 갑옷인 찰갑과 말을 함께 묻는 순장이 되고 발굴되고 있다.



다라국은 일본 열도에 있다. 다라 지명은 차고 넘친다

일본열도에 다라 지명은 수십개가 있다. 북한학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

보기 바란다. 최재석 교수, 이병선 교수, 오순제 교수, 남창희 교수 등

다라국이 일본에 있는 국명,지명임을 주장하는 교수들도 논문도 많다.

일본열도에 전해오는 다라지명을 대충 들면 찌꾸젠(후꾸오까현 일대)의

다다라(多多良) 마을과 해변가 이름, 히젠(사가현)의 다라산(多良岳,託羅之峰), 

후지쯔군 다라촌(多良村), 히고(구마모토현) 구마군의 다라기(多良木), 

오오구마(나가사끼현) 이시군 다라(太良), 나가또(야마구찌 현) 다라마을과

다라강(多羅川), 빙고(히로시마현) 아시시나군 다라(柞麻), 비젠(오까야마현) 

다다라(多多羅), 야마시로(교또부) 쯔쯔끼군 다다라(多多羅), 와까사(후꾸이현) 오뉴군

다라(太良庄), 오오미(시가현) 고오가군 다라오(多羅尾), 이가(미에현) 아야마군

다라노(刺萩野), 미노 (기후현) 요로군 다라의 이름을 가진 강과 고을 등이다. 

이밖에도 《화명초》에는 가이(야마나시현) 쯔루군과 수와(야마구찌 현) 사하군에

다라향(多良鄕)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라 지명은 이 밖에도 많다. 이러한

다라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조희승 저, 도서출판 말, 276쪽-277쪽)

다라산,다라촌,다라기,다라,다다라,다라오,다라노,다라향 등 위에 언급된 지명

들은 모두 지금은 구글 지도로 검색해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누구든 궁금하

면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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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열도에는 이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나

라 사람들의 진출과 정착에 관계있다. 일본열도에는 다라 지명은 문헌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북한학

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276쪽-277쪽)



300편 넘는 논문을 써서 임나일본부가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논증한 최재석

교수는 다라국의 위치를 규슈의 아리아케우미 연안의 多良村(다라 마을),多良

山(다라산) 일대에 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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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국명을 본 딴 지명이 일본열도를 뒤덮고 있

다는 사실을 표에서 알 수 있지만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가라라는 국명이외에도 아라,다라 그 밖의 한반도

의 지명이 일본열도에도 존재할 것이다. 한 예로 다라라

는 지명은 일본열도의 여러 곳에 존재해 있으며 대마도

가까이로는 파전국 지금의 축자해(북구주)에 면해 있는

녹도에는 지금도 다라(다라촌)라는 마을과 다라산이라는 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인사학자와 한인사학자가 행한 아라,가야,탁순,남가라,반파

등의 지명 비정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명은 한반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가야사 연구에서의 가야와 임나의 혼동,최재석,1993년)

現 일본 사가현만 보더라도 다

라 지명의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일본 큐슈의 아리아케해(有明

海) 우측에는 ‘다라’라는 지명

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같은

지명을 太良, 多良 등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규슈의 아리아케해 우측에는 다라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같은

지명을 太良, 多良 등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슈 대학 이토캠퍼스 인근 산 이름 자체가 가야산이다. 

가야와 연관된 지명은 규슈 지역에 흘러 넘친다. 규슈에서 찾아야 할 임나 관

련 지명을 왜 한반도에서 찾으려 고집하는지 그 집요함에 혀를 차게 된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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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심 있는 역사학자는 가야가 큐슈를 지배했다고 말하고 영향력을 뻗

쳤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는 해상으로 나갔을 것이고 대마

도를 지나 그 아래쪽인 큐슈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기록도 있고 유물

유적도 있다. '다라'라는 지명이 나오는 그곳들에서 가야 유물들이 쏟아져 나

오고 있다. 오히려 이를 연구해봐야 하지 않는가?

안춘배 교수는 당시 문화의 흐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

었다고 단언했다.

“일본 측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왜계 유적 유물을 보면 모두

56개의 유적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 내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

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이 누락되었음에

도 455개나 된다. 이는 일본의 29개 현만을 대상으로 한 131인의 일본인 고고

학자와 2개 기관의 조사였는데 이는 당시 문화의 흐름이 더이상 언급할 필요

조차 없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안춘배 전 신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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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국만 잘 연구해도 일본서기의 가야7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가야를 한반도 남부에만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역사왜곡이

다. '임나'는 일본열도에 있었거나 대마도라는 민족사학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이러한 합리적 이성과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이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역사를 찾지는 못할 망정 그 나라

를 팔아먹는 행태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금까지 몰랐기

에 국민들이 가만히 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이상에는 절대 가만히 보

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합천의 가야 유물은 합천가야 유물이라고 하고 대가야 유물이라고 있

는 그대로 얘기하고 좀 더 연구하면 될 일이다. 그걸 다라국 이라고 한

다고 빛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일본에 부역하는 일이 되고 조상을 욕보이는 일이 되며 자손에게 부

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합천군청은 이런 사실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책임을

가지고 다라국 명칭을 당장 중지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라국 명칭을 당장 중지하라!



남원시민을 위한 기문국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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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임나일본부설은 메이지 때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학설로서 그 핵심은 고대

야마토왜(大和倭)가 369년 한반도의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 핵심 논리는 야마토 왜가 한반도 남쪽을 침

공했고 그 정벌한 7국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이고 임나10국,임나4현,기문,

대사 등 임나가 들어가거나 그와 관련있는 모든 국명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한론(征韓論)의 배경이자 침략이론이다.



임나일본부설의 중심에 가야=임나설이 있다. 현재 주류 강단역사학계는 남원

이 기문이라며 ‘기문가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일

본서기』는 임나에 ‘기문(己汶)’과 ‘다라(多羅)’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원과

합천을 ‘기문’과 ‘다라’로 등재한다면 전 세계인에게 남원과 합천은 『일본서기

』 임나국으로 공인받는 것이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며 국민들이 분노할 매

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임나일본부설 강화하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

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일제 침략이론 임나일본부설은 전 세계에 인정

받게 생겼다. 왜 고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라는 거짓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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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일본부설 지도의 중심에 <기문>이 들어 있다

<임나의 변천 지도>
일본 소학관에서 발행하는 ‘일본대백과

전서’에 실린 임나지도

임나일본부설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의 지도들이다. 

이 지도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문이 임나일본부와 관련이 없다고 말로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런 기문국의 한반도 남부 배치 주장과 이를 남원이라고 대못박는 행위는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다. “너희 한국

이 그렇게 주장하여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니 우리는 임나일본부를 언제든지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크게 기뻐할 일을 우리 스스로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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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을 기문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든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

‘기문=남원’설의 시작은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던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이

마니시 류(今西龍)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기문을 남원으로 비정하면서 고룡과

남원 모두 기문으로 불렸으며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기문은 남원이라고 주

장했다. 해방 후에도 이마니시 류의 주장은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마니시 류는 ‘기문·반파고’(己汶伴跛考, 1922)에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

(己汶)을 전라도 남원이라고 희한한 언어 유희로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 우겼

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이 지난 지금 통하고 있다.

일제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는 기문이 왜 남원이라고 했을까 ?

그의 기문반파고｢己汶伴跛考｣ 라는 논문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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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니시가 주장한 것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을 것이다. 언어 짜맞추기의

대가들이다. 남원이 옛 지명이 '고룡'이니 이를 '기문＇과 어떻게든 맞추려고

억지논리를 만드는 모습이다. 국내 문헌에는 어디에도 남원이 기문이라는

기록이 없다. 사실 일본서기에도 기문(혹은 사문)이라고만 나올 뿐 그곳이

남원이라는 얘기는 일체 없다. 

“이 강 (주:기문하) 이름에 의거하여 일본서기의 기문은 이 강의 유역에 있는 것이

명료하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汶을 빌려서 표시하는 말은 ‘水’의 방언과 말하는

소리가 같고 그 변이가 동일하므로 汶은 mil로도 될 수 있다. 조선에서 용을

mil(u)라고 부르는데 일본어의 ‘미츠치[ミツチ]’와 같은 말이다. 섬진강의 상류인

남원은 백제 시대에 고룡(古龍)으로 쓰였던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인다. 고룡은

ko-mil(u)로 큰 물이라는 뜻과 말하는 소리를 같이 하고 기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기문은 고룡으로 쓰여졌고 다음에는 古를 대신해서 蛟(kyo)자를 썼다. 지금

남원의 산성을 교룡산성(蛟龍山城)이라고 써서 그 옛 이름의 자취를 남겼다. 기문己汶

즉 基汶이 남원인 것은 의심할 것 없다. 기문(基汶)의 기(基)는 크다는 뜻이고

문(汶)은 물로도 마을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강의 이름으로부터 지명이 생겨났는지

지명으로부터 강의 이름이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강의 이름으로부터

지명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마니시 류(今西龍), ｢己汶伴跛考｣ 中>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명료하다" " 의심할 것 없다. "라고 분명하다는 듯한

표현을 남발하면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불명료하며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니시 류 역시 이런 표현을 논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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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고대 지명은 고룡(古龍)

남원의 고대 지명은 삼국사기, 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을

보건데 고룡(古龍)이다. 기문이 아니다. 기문이라는 명칭을 남원에 비정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를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언어 유희로 기문국이니 기문가야가

남원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렸다. 해방 이후 일제가 왜곡한 부분을 다시

돌려놨어야 하는 우리 학계는 100년 전의 이 엉터리 논문에 모든 것을

맞추기로 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원에 대한 역사와 지명이 문헌

기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로 백제 때 ‘고룡군(古龍郡)’이

최초의 이름이다. 신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신문왕 5년(685)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눌 때 현재의 남원 땅에 소경(小京)을 설치했다. 그리고

경덕왕 16년(757)에 ‘남원(南原)’이라 고쳤는데, 이 때부터 남원이란 지명을

처음 썼다. 경덕왕 때이니 남원도 1,2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지명이다. 

삼국사기 三國史記 권 제36 잡지 제5

남원소경(南原小京)은 본래 백제(百濟)의 고룡군(古龍

郡)이었다. 신라(新羅)는 이를 병합하여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처음으로 소경(小京)을 설치했다. 경덕왕(景

德王) 16년(757)에 남원소경(南原小京)을 설치했다. 지

금은 남원부(南原府)이다.

남원은 문헌상으로 보면 어디에도 기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남원의 옛 지명이 고룡이

었는데 고룡이 기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억지다. 남원이 기문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

려놓고 고룡을 껴 맞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까지 해서 억지로 맞춘 것을 우리 학계는

기문이 당연히 맞다고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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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편수회 수사관 출신 스에마쓰 야스카즈
(末松保和) 섬진강 유역에 기문을 비정

“일본의 한반도 영유(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다”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임나흥망사>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치밀한 연구가 아니라 뜻

가는대로 이름을 갖다 붙인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반도 남부를

일본의 고대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1949년 임나흥망사를 쓴

스에마쓰는 다라를 합천에 비정했고 기문을 남원에 비정했다.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쇠체 :

스에마쓰는 한국 고대사의 정체성을

군더더기로 날조 왜곡하여 난삽한 걸

레로 만들었다. 그가 도식한 임사쇠

체에서 충남 예산과 전남 곡성에 임

으로 비정한 기문을 두 곳에나 상정

하였다. 얼마나 허구성인지 단적으로

증명된다.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임나

흥망사에서 또 이렇게 썼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

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준다”

이런 자가 얼마나 한반도 남부에 집착했을 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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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을 극복했다는 말인가? 

이것이 왜의 한반도 번국관에 입각한 스에마쓰(末松保和)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인가? 이것이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한 것인가? 스에마쓰는 합천 OO면이라

고 했는데 우리는 △△면이라고 본다는 것이 과연 극복한 것인가? 이는 말장

난에 불과하다. 그저 스에마쓰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가 비정한 7국의 위치가

하나라도 우리 학계가 바꾼 것이 있는가? 근본 틀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엇을

극복했다는 말인가? 학계가 얘기하는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는 언어유희와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 학계는 합천를 ‘다라’라 하고 함안을 ‘안라’라고 하고 고령을 ‘가라’

라고 하고 대구를 ‘탁순’이라 하고 경산을 ‘탁국’이라고 하고 창녕을 ‘비자발’

이라고 하고 김해를 ‘남가라’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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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翰苑) 백제전‘기문하(基汶河)

660년에 편찬된 '한원'의 '백제전'에는 기문하(基汶河)에 대한 기술이 있다. ‘기

문하가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백제)의 남쪽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른다’고 하였다. 지금 학계는 이 강은 '섬진강'으로 보며 기문하에서

의 기문(基汶)을 기문(己汶)과 동일시하여, 기문을 섬진강 주변에서 찾고 있다.

“괄지지에 기문하로 표기된 섬진강

유역으로 비정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나카 도시아키)

일본인 학자가 의문의 여지가 없

다고 단언하는 것을 보면 의문을

꼭 가져보아야 한다.

『한원』 백제전 ‘기문하(基汶河)’를 보면,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

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지리적 특징이 섬진강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문하를 기

존 설대로 ‘낙동강’으로 보거나, 최근에는 진주 ‘남강’으로 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들 사이에도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당신들은 임나는 가야라고 인정

하냐고 물을 수 있다. 그거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도 논

쟁이 끝이 나지 않았고 사실상 끝이 날 수 없다. 문헌에 동시에 일치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원을 기문국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 억지일 뿐이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 이런 비정들이 원천적으로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는 민족사학계 진

영과의 논쟁도 여전히 남아 있다. 己汶과 基汶河가 같은 지역이라는 확증도 없지

만 설사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섬진강을 양분해서 상류를 基汝河, 하류를 帶沙江

이라고 한다면 기문하가 동남으로 흐른다는 『한원』의 내용과 배치되게 된다.

임나의 동북쪽에 남원이 있나? 신라와 다투는 위치에 남원이 있나? 

그렇지 않다면 남원은 기문이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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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의 기문 위치와 맞지 않는 남원

일본의 성씨 유래를 기록한 『신찬성씨록』에서 ‘임나국의 동북에 있던 상파문’

을 ‘상기문’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마니시 류도 파문과 기문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신찬성씨록에서 ‘임나의 동북에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기문은 임나(가야)의 동북쪽에 있는 김천 개령이 맞다

고 주장하였다. 기문의 위치는 신찬성씨록에는 '임나 동북방'으로, 한원에는 '

기문하가 동남으로 흐른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정합하는 기문은 없다.

신찬성씨록에서는 기문이 임나의 동북이고, 신라와 서로 다투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의 기문의 위치를 명시하는 거의 유일한 사료다.

임나를 어디로 비정하든 기문은 임나와 신라 사이에 있으므로 낙동강

유역이지 섬진강 유역이 될 수는 없다.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일지사 출판)

임나의 동북쪽에 남원이 있나? 신라와 다투는 위치에 남원이 있나?

그렇지 않다면 남원은 기문이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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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속의 임나관련 성씨 위치는 모두 일본열도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録)은 헤이안 시대 초기인 815년(고닌 6년)에 사가 천황

의 명으로 편찬된 일본 고대 씨족의 일람서이다. 여기에 임나 관련 성씨들이

있는데 모두 일본열도에 있다. 그렇다면 임나의 동북쪽에 있다는 기문도 여기

서 일본열도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신찬성씨록』 제3 대화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大和國 諸蕃 任那 大伴造
出自任那国主龍主王孫佐利王也. 오오토모노미야츠코(大伴造)는 임나국(任那国) 
임금(主) 용주왕(龍主王)의 손자 좌리왕(佐利王)의 후손이다.
▷신찬성씨록』 제3 섭진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豊津造 出自任那国人左李金<亦名佐羅利支己牟>也. 토요츠노미야츠코(豊津造)는
임나국(任那国) 사람 사리키무[좌리금(左李金)]<또는 이름이
사리키무(佐利己牟)이다>의 후손이다.
▷신찬성씨록』 제3 섭진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韓人 豊津造同祖. 左李金<亦名佐羅利己牟>之後也. 카라히토(韓人)는
토요츠미야히코(豊津造)와 조상이 같다. 사리키무[좌리금(左李金)]<또는 이름이
사리키무[좌리기모(佐利己牟)]이다>의 후손이다. 
▷『신찬성씨록』 제3 섭진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荒荒公
任那国豊貴王之後也. 아라라노키미(荒荒公)는 임나국(任那国)
호우키왕[풍귀왕(豊貴王)]의 후손이다
▷신찬성씨록』 제3 좌경 제번 하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左京 諸蕃 下 任那 大市首
出自任那國人都怒賀阿羅斯止也. 오호치노오비토(大市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

▷신찬성씨록』 제3 좌경 제번 하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左京 諸蕃 下 任那 淸水首
出自任那國人都怒何阿羅志止也. 시미즈즈노오비토(淸水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
▷신찬성씨록』 제3 우경 제번 상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右京 諸蕃 上 任那 辟田首
出自任那國都奴加阿羅志等也. 히라타노오비토(辟田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

신찬성씨록 임나 성씨들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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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기문 서술에 대한 해석의 치명적인 모순점

“백제가.. “반파국(伴跛國)이 신의 나라의 기문(己汶)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 주십시오” (『일본서기』 계체 7년 6월)

학계는 반파국을 대가야의 비칭(卑稱)으로 추정하고, 계체7년 기사는 대가야에 속했

던 기문국을 백제가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만 봐도 『일본서기』에

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다.

①백제가 왜의 속국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②반파가 대가야의 비칭이라는 근거도 없다

③대가야(반파)가 자신의 소국(기문)을 약탈했을 리도 없다

④백제가 왜에게 반파의 기문을 돌려 달라고 할 이유도 없다.

일본서기 계체 9년조에 보면 왜는 반파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참패했다. 이에 대해서

이병선 교수는 당시 대마도에 있던 백제의 분국과 고구려의 분국이었던 반파간의 패

권 다툼을 일왕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저미문귀 장군, 사라(斯羅)의 문득지, 안라(安羅)의 신이해 및 분파위자, 반파의 기전해

와 죽문지 등을 불러 칙명을 알리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일본서기』 계체 7년 11월 )

야마토 왜가 백제, 사라(신라), 안라(아라가야)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공식적으로 기문

(남원)과 대사(하동)를 백제에 주겠다고 천명했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에서 야마토

왜는 임나(가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에게 임나의 기문, 대사를 넘겼다는 것

인데 역시나 모순이 많다. 학계에서는 백제가 왜와 교통하는 교역로인 섬진강 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백제가 신라, 아라가야, 대가야를 불러 모아

놓고 ‘남원과 하동을 백제가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서기』에서 기문에 대한 서술은 계체 7년에 보이는 기록이 전부다.

그 어디에도 기문이 남원이라거나, 백제 기록을 인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학

계는 ‘기문이 남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기문 대사가 나오는 유일한 전거인 『일본서

기』의 야마토 왜의 한반도 남부 지역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허구의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역사왜곡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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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9국은 한반도
남부가 될 수 없다

현전하는 「양직공도」는 양나라 시대의 진본이 아니라, 11세기 초에 제작된 모

본이다. “양직공도에 백제의 방소국으로 상기문(上己文)이 있는데 기문을 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직공도에는 ‘상기문’이 아니라 ‘상사문(上巳文)’

으로 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상사문’을 조작하여 ‘상기문’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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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직공도(梁職貢圖 530년대 제작)는 다라국,기문국 명칭이 담겨 있는 가장 오래

된 기록이라며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다. 양직공도에 의거한 백제에 부속한 방

소국으로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全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련

(麻連), 상사문(上巳汶), 하침라(下枕羅) 등 9국이 있는데 이를 한반도에 배치하여

임나일본부설에 악용하고 있다. 양직공도를 앞세우면 다라,기문 이외에도 앞으로

7국을 더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반파도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이 9국은 한반도에 배치할 수 없다. 양직공도의

내용도 앞부분은 요서,진평으로 시작하는 대륙백제를 중간 부분은 담로 제도를

설명하며 일본열도의 담로를 포함한 담로 제도를 보여주면서 방소국 설명으로 들

어가고 있다.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문맥상 백제 담로 주변 소국(방소국)이다. 구

당서를 보자 “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월주(양쯔강 연안)에 이르고 북으로는 바다(발해)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왜에 이른다(『구당서』 「백제전」)

『구당서』의 기록을 보면 백제는 서로는 월주가 있는 중국 대륙과 남으로는 바다

건너 왜가 있는 일본열도에 이른다.

일본열도에 22담로 중 일부가 있다. 이제

음상사니 뭐니 유사한 언어 갖다 붙이기는

그만하자. 만약 언어맞춤을 한다면 정확하

게 일치하는 담로라는 명칭이 있는지 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지명을 채택하고 담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에 유일하게 담로 명칭이 명확히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담로도(淡路島)이다. 그렇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

곳이다. 담로도가 일본열도의 중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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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담로(淡路)에 관해서는 일본서기 신대기에 그 표현이 있다.

威於是陰陽始遘合爲夫婦及至産時 先以淡路洲爲胞意所不快故名之曰淡路洲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가 이르니 맨 처음 담로를 모태(胞)로하여 여러 땅(열도)을 낳았다. 그런데 기분

이 나빠 담로의 이름을 바꿔 아와지시마로 했다.“ <일본서기> 신대기

일본서기를 만들 당시에는 실제 저 섬은 담로淡路라고 쓰고 담로라고 읽었다. 백

제의 담로를 모태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내용으로 누구나 상식적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진실은 일본에게는 필히 숨겨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담로를 담로로 읽는 것은 불쾌하니 담로섬을 “아와지”라는 발음으로 읽으라고 했

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즉 담로는 일본열도에도 있었던 것이다.

22담로가 있어 (왕의) 자제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 (양직공도)

所治城曰固麻, 謂邑檐魯 於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이노우에 미쓰사다(井上光貞) 도쿄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국가의 기원』에서 규슈

(九州)에는 7개의 담로(대마對馬, 일기壹岐, 이도노伊都奴, 투마投馬, 사마대邪馬

臺)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큐슈에 7개의 담로가 있다면 일본열도에는 담로

도를 포함하여 최소 8개 이상의 담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시 양직공도의 문구

로 들어가보자. 22담로가 있어 자제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 주변 소국으로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 하침라 등이 있어 부용한다 (旁小國有 ①

叛波, ②卓, ③多羅, ④前羅, ⑤斯羅, ⑥止迷, ⑦麻連, ⑧上巳文, ⑨下枕羅 等附之.)

양직공도의 백제 설명글은 이렇듯이 “우리 백제는 중국 대륙에 백제가 있어왓고

일본열도에 담로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방소국(주변 백제 부역 소국)은 9국이 있

다는 것이다. 서술 방식으로 볼때에도 방소국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직공도에도 다라,기문,반파가 있다는 식으

로 임나일본부설에 부역하는 논리나 학설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51 -

양직공도 백제 방소국 안라(전라) 지명은
일본열도에 많다.

<교토시 부근의 안라 신사>

아시량국 (아나가야) 멸망 안라(安羅)는 여전히 등장

《삼국사기》 법흥왕 재위 기간(514 ~ 540)
일본서기 흠명천황 2년 (541년)

《대동지지》, 법흥왕 24년 (537년)

《삼국사기》 함안군조를 보자.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 一云阿郡加耶., 以其地爲郡.
함안군(咸安郡)은 법흥왕(法興王)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량국(阿尸良國) 

(한편 아나가야(阿那加耶)라고도 이른다)를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다. 

《삼국사기》로 보면 아시량국(阿良國) [아나가야(阿 那加耶)]은 멸망한 연도는
법흥왕(法興王)이 재위한 514~540년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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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서기》 흠명천황(欽明天皇) 2년(541) 4월에, "안라(安羅),

가라(加羅), 졸(卒), 산반(半), 다라 (多羅), 사이기(斯二岐), 자타(子)의 한기 등과

임나(任那) 일본(日本府)의 길비신(吉備臣)이 백제(百濟)에 가서 조칙(詔勅)을

들었다는 기록은 541년으로 이때는 신라로 보면 법흥왕 이후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안라(安羅)는 함안의 아라가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안라(安羅)의 지리적인 위치는 한반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고대 아나가야국(아시량국)이 신라 법흥왕

24년(537년)에 멸망한 사실에 입각하면, 쓰에마쓰가 함안으로 비정했던

안라는 야마토왜국에 소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안라 기사는 537년

이후에 일본서기에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내 가야계통 지명 분포도 (큐슈 지역) 중에서 노란색, 빨간 점은 아라(아야,아나) 지명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안라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명확한 사료적 근거는
없다. ...큐슈에도 신라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면 안라의 위치 비정의 새로
운 탐구도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학계의 연구와 윤내현 교수의 재확인에 의하면 안라,아라,아나 지
명이 일본열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라가 열도에
있다면 나열된 9국의 맥락상 상사문도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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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명 지명 소재지 비고

규슈지구

1 아라기 후꾸오까현 무라가따군 향이름

2 아라지 향이름

3 오오아라 향이름

4 아라쯔사끼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시 나루 이름

5 아라또야마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시 산이름

6 아라히라 후꾸오까현 소오라군 마을이름

7 아라히또 후꾸오까현 이또군 향이름

8 아라히또 후꾸오까현 나까군 향이름

9 아라끼 후꾸오까현 미쯔마군 마을이름

10 아야히따 후꾸오까현 찌꾸쬬군 마을이름

11 아야베 사가현 미야끼군 마을이름

12 아나시 오오이ᄄᆞ현 시모게군 향이름

13 아라따 오오이따현 오오노군 마을이름

14 아라수끼 사가현 기시마군 향이름

세또내해지구

15 아야기 야마구찌현 미네군

16 아야라기 야마구찌현 도요우라군

17 아나도 야마구찌현 남부지역

18 아나 히로시마현 후까야수군 고을과 바다

19 아나다 오까야마현 가와가미군 향 이름

20 아라도 오까야마현 아떼쯔군 마을 이름

21 아야베 오까야마현 도마다군 향 이름

22 아야 까가와현 아야우따군 고을 이름

23 아나시 효고현 시까마군 향 이름

24 아야베 효고현 시까마군 마을 이름

25 아라이 효고현 가고군 마을이름

26 이라ᄄᆞ 효고현 다까군 형과 신사 이름

27 아나가 효고현 아와지섬 마을이름

28 아나노우라 효고현 아와지섬 나루이름

29 아나시 효고현 시소군 마을이름

깅끼

지구

30 아나시 오사까부 센보꾸군 마을과 신사

31 아라 오사ᄁᆞ부 니시나라군 향 이름

32 아라하까 오사까부 니시나라군 마을 이름

33 아라라 마쯔바라 교토부 교또시 우지군 마을 이름

34 아라 시가현 구리따군 향 이름

35 아라 시가현 구리따군 향 이름

36 아나 시가현 사가따군 신사 이름

37 아야도 시가현 히가시아사히군 마을 이름

38 아나 오오쯔시 가모군

39 아라가와 와까야마현 나가군 향 이름

40 아라다 와까야마현 아리다군 향 이름

조선 동해 연안

지구

41 아라가야 시마네현 야쯔까군 향 이름

42 아다가야 시마네현 야쯔까군 신사 이름

43 아요(아야) 시마네현 오오하라군 마을 이름

44 아라와이 시마네현 야쯔까군 마을 이름

45 아라가야 시마네현 히까와군 마을 이름

46 아라끼 시마네현 히까와군 마을 이름

47 아라시마 시마네현 노기군 마을 이름

48 아야베 교또부 아야베시 향 이름

49 아라베 교또부 구와따군 향 이름

50 아라끼 이시까와군 가호꾸군 마을과 고개

51 아라끼 기후현 기죠군의 옛 이름 고을 이름

출처 : 조희승,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도서출판 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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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임나일본부설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 지도들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문

이 임나일본부와 관련이 없다고 말로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기

문국의 한반도 남부 배치 주장과 이를 남원이라고 대못 박는 행위는 임나일본

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다.

일제 관변학자 이마니시류(今西龍)는 남원=기문설을 주장했으나 그 근거는

미약하며 억지도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남원의 고대지명인 고룡(古龍)을

기문에 맞추어보려고 하였으나 설득력이 전혀 없다. 남원의 옛 지명은 고룡

(古龍)이다. 기문이 아니다. 

한원(翰苑) 백제전 기문하(基汶河)가 있다고 기문이 맞다고 할 수 없다. 같은

강이라고 해도 “동남으로 흐른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신찬성씨록』 에는 임

나의 동북쪽에 상파문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문으로 한다고 해도 위치가 남원

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신찬성씨록의 '임나 동북방'과 한원 '동남으로 흐른

다'는 문구에 정합하는 기문은 한반도에 없다. 신찬성씨록 속의 임나 관련 성

씨 위치는 모두 일본열도에 있다. 임나는 일본열도에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서기 기문국에 대한 해석의 모순점이 많다. 일본서기 기문에 대한 서술은

계체 7년에 보이는 기록이 전부다. 그 어디에도 기문이 남원이라거나, 백제 기

록을 인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학계는 ‘기문이 남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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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9국은 한반도 남부가 될 수 없다. 이는 180여자의 양

직공도 원문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 방소국의 사라를 신라라 하는데 신라

는 소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소국 사라는 일본열도에 있는 사라로 볼 수 있

다. 열도에 신라계 지명과 유물을 찾아보면 된다. 거기에 양직공도 백제 방소

국 안라의 지명은 오히려 일본열도에 많다. 정확히 한자가 같은 안라(安羅) 지

명은 일본밖에 없다. 安羅를 아라라고 읽지만 아라,아나 등의 지명도 일본열도

에 50 군데이상이 나온다.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다라’ 지명도 일본열도에 많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다라 지명 옆에 가라, 안라 지명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열도의 지

명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학자의 책무라 생각한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초략한 임나 4촌은 그가 3개월 대기한 다다라촌의 다다라

(多多良,多多羅) 지명을 볼 때 일본열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대포에서 찾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은가. 그런 면에 임나 4촌과 더불어 임나 4현

도 열도에서 찾아봐야 한다. 임나4현중 모루(牟婁)는 구글로 검색하면 정확하

게 일본열도에 한자도 같은 지명이 있다. 여기서부터 임나 4현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기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무엇인가. 남원은 기문이 아니다. 기문은 일본열도에서나 찾아야 한다. 

기문,대사,임나4현 6세기의 이 기록이 한반도 남부로 고착화되는 순간 임나일

본부설은 더욱 확고하게 되고 만다. 거짓된 설로 가야 고분군을 더럽히지 말

기 바란다. 

가야는 못된 후손들을 만나서 불행하다. 슬프다. 이제는 가야를 이 땅에서 일

구었고 일본열도까지 넘어갔던 가야의 조상들도 제 자리를 잡게 해드려야 한

다. 남원은 남원이다. 가야는 가야다.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전

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남원시민들의 기문국 유네스코 등재 반대집회



세상 모든 유,무형의 것들은 시간의 흔적 즉,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형의 사람

이든 동, 식물이든 또 무형의 정치, 종교, 사상들도 마찬가지이다. 

또 모든 가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유구한 역사성과 둘째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에도 쓸 만 한가,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 이다. 한국 불교의

힘과 자부심은 단군을 숭상하는 민족

종교와 함께 국내의 고등 종교 중

비교적 오래 되었다는 역사성과

우수한 수행전통이 잘 계승되어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유용함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불교는 내, 외적인 요인들과

시대적인 흐름속에 어려움에 봉착

하고 있다. 부처님과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내부에

있고 그것을 해결할 답안도 내부에

있다 하셨다. 한국 불교에는 아직 봉인

해제되지 않은 보물 상자가 있다. 

그것이 「가야불교」이다. 

가야불교의 역사

<김해시 허왕후릉 앞의 파사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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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명스님(가야불교연구소 소장)



가야불교는 한국 불교속에 엄연히 존재했었지만 그것이 지상이 아닌 땅속에서

2,000여 년간 묻혀 있었던 것이다. 한국 역사속에서 520년이나 엄연히 존재했

던 가야가 신화와 전설로 치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가

야불교도 운명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던 것이었다. 승자의 기록인 역사학에서 패

자인 가야가 설 자리가 없었는데 가야불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러

나 이제 역사속으로 들어가서 가야불교의 시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가야불교의 첫 언급은 일연스님의 <삼국유사>이다.

한국 고대사를 기술한 가장 중요한 서적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스님의 삼

국유사이다. 이전의 통설로는 삼국사기는 국가에서 주도한 정사(正史)이고 삼

국유사는 개인이 서술한 야사(野史)라서 저평가됐는데, 지금은 삼국유사의 내

용들이 속속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

의 유교적 사대주의에 영향 받아 서술한 직선적 역사관의 삼국사기보다 일반

민초들의 삶까지도 표현된 평면적 역사관의 삼국유사가 더 사실적이다 라는 학

계의 주장도 많이 있다.

만약 삼국유사에 일연스님께서 언급한 단군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민족의 역

사는 5000년이 아닌 2000년 역사로 축소되었을 것이다. 

익산 미륵사지 복원에도 삼원식 가람형태라는 삼국유사 기록 그대로 발굴된 것

이 그 근거가 되었으며 울진 성유굴에서 발굴된 명문도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

대로 발굴 되었다. 2019년에는 공주에서 대통사(大通寺)라는 절터가 발견되었

는데 오직 삼국유사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어쨌든 당대 최고의 선사이자 문사철(文史哲)을 갖춘 인문학자이시며 고려의

국사이시고 대효자이신 일연스님께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며 역사를 기술하

셨겠는가. 옛날에는 역사학자가 따로 있기도 하였지만 뛰어난 인문학자들은 기

본적으로 역사적 식견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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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탑상편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금관에 있는 호계사의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으로 있을 때 세조 수로왕의 왕비 허왕후 황옥이 동한 건

무 24년(48) 갑신에 서역의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고 바다에 배를 띄워 동쪽으로 향하려 하다가 수

신의 노여움을 사 건너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에게 아뢰자 부왕이 이 탑을 배에

싣고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 남쪽 언덕에 정박하였다 .... 돌

에는 약간 붉은 반점 무늬를 띠고 있고 질은 매우 연하여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본초〉에서 말한 닭 벼슬의 피를 떨어뜨려 시험하였다는 돌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건무 24년은 기원후 48년에 해당된다. 여기에 언급된 파사석탑

은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후 황옥이 기원후 48년 음력 7월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파사석탑은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27호로 지정되어

있다. 파사석탑에서 파(婆)는 바(bha)의 음사로 “드러내다”는 뜻이고 사(裟)는

사(sa)로 “진실한 도리”를 의미하는 범어이다. 즉 파사는 “진리가 모습을 드러냄

“을 뜻한다. 또 언어학자 강상원 박사는 파사는 북극성, 즉 밝게 빛남을 의미한

다고 한다. 흔히 경상도 사투리에 환하게 드러난다 라는 말을 ”파사하다, 빠사

하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수로왕과 허왕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삼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조에 있다)

여기에서 보면 배에 싣고 온 것은 파사석으로 만들어진 탑이라고 분명히 명기

했다. 불교에서 탑은 불상이 신앙화 되기 전 신앙의 주요한 상징으로서의 역할

을 했기에 탑이 들어왔다는 것은 불교가 전래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록으

로 남아 있는 한국 불교 최초 전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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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 전래는 북방 대륙으로 전래 된 고구려 소수림왕 2

년(372)을 최초로 본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최초의 불교 전래를 이렇게 명확

히 기록하고 있다. 통상 종교는 전래, 수용, 공인의 과정을 거친다. 

한국 불교의 전래, 수용, 공인은 모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야불교의 전래, 수용, 공인은 삼국유사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가야불교의 전래를 파사석탑이 이 땅에 온 기원후 48년이라고 보면 수용은 언

제로 볼 것인가. 수용도 〈탑상편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나와있다. 

然于時海東末 有創寺奉法之事 蓋像敎未至 而土人不信伏 故本紀無創寺之文

“그러할 때 해동의 끄트머리에서는 절을 짓고 불법을 받들었으나, 아마도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기에도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없다”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然于時海東 未有創寺奉法之事 ~]로 해석한다. 즉

‘해동말(海東末)’에서 ‘말(末)’을 ‘미(未)’로 바꾸어 ‘해동(海東)’ 뒤에 붙이지 않고

떼어다 ‘유창사(有創寺)’ 앞에 붙여서 ‘미유창사(未有創寺)’로 한다. 이는 “그러할

때 해동에서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지 않았다.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 학계는 가야불교 도래시기를 허왕후가 도래한 48년이 아

니라 왕후사가 창건된 452년으로 보아 400년 이상 늦춰 본다. 

그러나 삼국유사 규장각 본 국보 306-2호와 고려대 본 보물 419-4호의 판본에

는 명확히 ‘해동말(海東末)’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처럼 기사 원문이 ‘해동말(海

東末)’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기사 제목이 ‘금관성 파사석탑’

이므로 그 주체가 ‘해동의 끝’에 해당되는 김해 지역이지, ‘해동’이라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토인(土人)도 김해 지역민을 가리키는 말이지, 해동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금관성 파사석탑은 해동말 즉, 

해동의 끝 지역인 ‘김해의 파사석탑’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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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삼국유사 판본을 세밀하게 비교·검토하여 교정한 하정룡, 이근직의 <삼

국유사 교감연구>(1997)에도 미(未)가 아니라 말(末)로 되어 있다.

설령 말(末)을 미(未)로 해석해도 전체의 뜻은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금관

성 파사석탑’조의 기사에서 핵심 내용은 “불교의 상징물인 파사석탑을 허왕후

가 금관국에 가져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를 한국불교 최초 도

래로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장의 주어인 ‘이 지방 사람들(土人)’은 생소한 외

래 종교인 불교를 믿지 않았기에 스스로가 절을 짓지 않았다는 내용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연스님이 독백처럼 말한 ‘아마도(蓋)’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여기서 뜻은 파사석탑으로 인해 불교가 소개됐지만 이때가 상법시대 이전

이라 ‘아마도’ 그들이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드는 등의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고 일연스님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첫째, 서기 48년 허왕후가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 둘째, 해동의 끝인

김해에 도래인들이 절을 짓고 불법을 받들었다. 셋째, 그러나 상법 시대가 도래

하지 않아 토박이들은 토착신앙을 믿고 있어서 불교를 믿지 않았다. 넷째, 그러

므로 이 지방 사람들이 지은 절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상교란 상법(像法)시대의 불교를 말하기도 하고 불상과 교법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연스님께서 허왕후가 올 당시는 아직 절을 짓고 탑을 세우

며 형상을 중시하던 상법시대가 아니라 가르침을 중시하던 무불상 시대의 정법

(正法)시대라 절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 지방의 원주민

인 토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하시면서 “아마도”蓋라고 추측하셨다.

그런데 상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부학자들은 상교를 불교로 해석하여 불교

자체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연스님은 가락국기 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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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시면서 허왕후가 석탑을 싣고 오셨으니 불교는 전해졌으나 일반 민중까

지는 확산되지 못했고 도래인인 수로왕과 허왕후 일행의 이주집단 내지 상층부

만 전파 되었으리라 짐작하신 듯하다. 그러므로 수용은 이주집단 내지 상층부

만 신앙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공인은 다소 시간이 걸렸으리라

본다. 아무리 늦게 본다해도 기록상으로 8대 질지왕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합혼

한 곳에 왕후사를 세운 452년 정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듯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전래, 수용, 공인처럼 가야도 동일하게 삼국유

사에 전래, 수용, 공인이 기록되어 있다.

학문의 본질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학계의 다수 학자가 <삼국

유사>의 가야불교 관련기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학계는 최근 야마토

‘왜’가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가야 땅인 남원에 ‘기문’국, 합천엔 ‘다라’국이라는

<일본서기>의 지명을 차용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왜가 가야를 점령

한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 지명이 가야 땅에 왔는지 이상한 일이다. 

국가의 강역 설정은 역사의 골간이 되는 민감한 주제인만큼 학자들의 보다 신

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가야권역의 스님들은 김해 은하사, 장유사, 성조암, 해은사, 모은암, 밀양 부은사, 

하동 칠불암, 등 20여 개가 넘는 연기 사찰을 통하여 가야불교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외의 스님과 불자들은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야불교

는 가야권역의 지방 변방사가 아닌 한국 불교 전체에서 잊혀진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이다. 현대는 역사 문화 콘텐츠 싸움이다. 전 세계의 “카더라” 통신 중 가야

불교만큼 많은 증거를 가졌는데 뜨지 못한 콘텐츠도 없다고 본다. 스페인의 산

티아고 순례길은 9세기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에 성 야곱의 무덤이 있다라는

증명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순례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가야불교의 실제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 그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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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야불교의 문헌적 근거가 없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며, 멸망한 나라의 역사는 대개 말살된다. 정복자의 입장

에서는 부흥운동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자는 힘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유리한 입장에서 왜곡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역사 및 민족말살

정책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일본의 독도 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저자는 신라인 김부식이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가야사가

없다. 망한 나라의 역사가 문헌이든 구전이든 전해온다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전승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야불교의 이야기들은 사실로

사료된다. 문헌적 근거는 일연스님의 삼국유사가 있고 유물적 근거는 파사석탑

이다. 가야불교가 기록된 요약본 가락국기는 이전의 전문(全文) 가락국기를 모

본으로 하였으므로 삼국유사 이전에 이미 가야불교라는 실체가 있었다.

둘째 가야불교 유물이 없다.

허황후가 인도로부터 온 서기48년은 가야에 아직 불교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인도에서 조차 불상표현의 시대 이전의 무불상 시대였다. 이 시기에 지

금의 불상이나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 이 시대의 불교 상징은 탑, 법륜, 연화상, 

불족(佛足) 등이다. 가야불교 전설이 있는 김해 초선대에는 초기의 형태의 불족

(佛足)이 남아 있고 불상이 동토로 전파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허왕후릉에 있는 파사석탑은 이 시대에 전해진 사리탑일 수 있다. 파사석탑 속

에는 사리공이 뚜렷이 존재한다. 혹자는 가야불교의 증거가 없다하나 가야불교

의 증거는 오히려 많다. 삼국유사라는 서지적 증거와 파사석탑이라는 물적 근

거 장유, 선암, 별포, 능현, 기출변, 범왕리, 대비촌, 불모산, 칠왕소 등의 지명과

민담 설화가 있는데 여기에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그 시대의 가야인이 와서

일일이 설명해야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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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야불교가 허구라는 일부학자들에 대한 반론

20여개가 넘는 가야불교 연기사찰과 장유라는 지명의 유래 및 허왕후가 왔던

신행길의 여러 지명들, 장유화상 사리탑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며, 실체가 있

다. 한 두 개의 사찰과 지명이 아닌 다수의 사찰 연기설과 지명은 국가와 씨족

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1708년의 〈김해명월사사적비〉에 의하면 명월사는 임란때 불타버렸는데 숙종

대에 다시 중수할 때 건강원년 갑신 삼월람색 建康元年 甲申 三月藍色이라고

새겨진 기와장이 무너진 담장아래서 발견 되었는데 건강원년은 수로왕 103년

으로 서기 144년이 된다.

허구의 인물이 장유라는 지명으로 변할 수는 없다. 장유사에 있는 장유화상 사

리탑도 이미 있었던 것인데 세월에 마멸되어 다시 조성하였던 것이다. 왜 흥한

나라의 자부심이 아닌, 역사에서 끼워주지도 않는 망한 나라의 역사가 신화, 민

담, 설화로 전해오는가. 그것은 그 역사가 “사실” 이라는 참 말의 힘이라고 본다.

넷째 역사를 보는 관점

유물 발굴 위주의 고증사학도 중요하나 구전되어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도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구전의 역사는 환타지와 과장된 부

분도 없지 않으나 대개는 어떤 사실을 매개로 하여 성립된다.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에는 문자만큼이나 구전도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불경의 구

전 전승이 그러하다. 독일의 하인리히 슈리만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도시 트로

이를 3,000년이 넘어 발굴하여 전설이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기원전 9세기 성경

에서 한 줄로만 기록되어 전설로 존재했던 시바의 여왕 도시도 2,000년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발굴팀의 의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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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가 고려 때 문자로 정리되었다고 족보 이전의 조상은 없다고 할 수 없고
조부 위의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를 모른다고 해서 조상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 할 수 없듯이 전승되어 오는 가야불교도 허구라고 할 수 없다. 가야불교를
허구 또는 유사역사로 치부하고 부정하며 주장한 이들 역시 뚜렷한 물적 증거
없는 추측과 가설 뿐이다.

현재 김해시의 가야유적 발굴 진행은 10프로 정도에 불과하다 한다. 그러므로
땅속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김해 왕궁터 부근에서 가로 세로 10m, 높이 20m의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굴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야불교는 통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의 블루칩중의 하나이다. 
다양성과 상호교류 융 복합은 늘 새로움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반면 순혈주
의 단일주의는 반드시 역사의 흐름에서 도태되어 왔다.

극성이 다른 이질성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은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사돈집은 멀수록 좋다” 라는 것은 불필요한 구설에서 멀
어지는 것 외에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이 또다른 성장으로 이어진다 라는 관
점도 있다. 김수로왕의 북방 대륙문화와 허왕후의 해양문화가 이 땅의 끝에서
만나 가야라는 다원주의 국가를 이룩하여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피웠다. 

허왕후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올 때에 결혼의 가치를 넘어서 전법이라는 숭고
한 목적이 아니고는 그 위험한 바닷길을 어찌 올 수 있었겠는가. 허왕후가 이
땅에 오기 300여년 전 아쇼카 대왕은 전 세계로 전법단을 보냈으며 왕자 마힌
다와 딸 상가미타는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법을 전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한
국 불교의 정체성은 선불교에 있고 법통은 매우 지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법통과 법맥만은 중시한 나머지 엄연히 기록되고 전해져 오는 역
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통은 법통이고 역사는 역사이다.

이 둘은 엄연히 분리하여 보아야 하고 통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의 역사에
가야불교가 인정된다면 한국불교는 잃어버린 324년의 역사를 되찾게 된다. 그
영광된 결과는 한국불교 역사는 2,000년이고 가야불교는 제 자리에 설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말하길 “사실이 햇빛을 받으면 역사가 되고 달빛을
받으면 신화가 된다” 라고 했는데 바야흐로 가야불교도 햇빛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승가 재가를 막론한 불교계 전체의 관심과 응원을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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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바로잡기 경남연대 창립과 집회



가야사와 가야분국 임나사, 
강단사학과 동조 언론 비판

쟁점 1. 가야는 언제 건국되었나?

가야사의 쟁점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토제유물
2019. 3
→ 가야

건국사화 담겨

가야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반도의 중남부에 산재했던
국가무리들(일본 [위키백과] 가야)
-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100년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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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가야 건국시기에 대한 남북한 및 일본의 인식

시 기 남한 강단사학계 북한 역사학계 및 남한 민족사학계

가야소국형성시기 서기 2세기경 서기전 1세기경

가야 건국시기 3세기 이후 서기 1세기(AD42년)

가야연맹체 형성시기 3세기 이후 서기 1세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연합전선

조선일보,〈문 코드 맞추려, 검증 안 된 지역 유물도
‘가야’(2019. 12. 6. 허윤희 기자)〉

한겨레, 〈검증 안 된 유물까지 ‘묻지마 전시’...관객
우롱한 가야전(12. 8. 노형석 기자)〉

두 신문이 동시 비판 한 내용
1. 왜 흙방울 토기 전시했나? 2. 왜 파사석탑 전시했나?

흙방울토기와 파사석탑은 가야 1세기 건국을 말해주는 핵심 유물

쟁점 2. 가야는 임나인가? (임나일본부설은 극복되었나)

남원이 임나 기문?

임나일본부설이란 무엇인가?

1. 야마토 왜의 신공왕후가 서기 369년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562년까지 지배했다고 주장
→백제, 가야(임나)는 야마토 왜의
식민지라고 주장
2.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
3. 정한론의 뿌리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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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의 남북한 학계 임나일본부설

• 남한 강단사학계

총론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

각론 “가야는 임나다”

“가야에 왜인들의 기관(외교, 교역)이 있었다” 

→ 임나=가야설

• 북한 역사학계

총론 “임나일본부는 반도에 없었다.”

각론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 세운 분국

(식민지)이다”

→분국설

임나일본부설은 임나=가야설(남한 강단 및 일본 극우파)과
가야가 일본열도에 세운 분국설(북한 학계) 사이의 논쟁

왜에서 가야를 임나로 불렀다는 남한의 김태식

• 남한 학계는 임나=가야설 주창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르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6세기의 가야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김태식,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 1』)
→‘가야=임나’(임나는 한반도 남부)
→메이지 시대 일본군 참모본부와 동일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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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는 일본열도내 가야계 소국이라는 북한의 김석형

김석형
<북한 사회과학원 원장>

“그러나 (『량서』, 『남제서』등) 이 칭호에 들어있는
나라 이름이 과연 당시에 조선본토에 있었던
나라들이겠는가 하는 것부터 문제다. 우리는 서부
일본, 북규슈, 기비, 기내야마또 등지에 백제, 
가라(임나), 신라 계통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북한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 하』) 
→『일본서기』의 임나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분국설)

중국 사료는 임나와 가라를 다른 나라라고 서술

5~6세기(413~502) 남조 송(宋), 제(齊), 양(梁) 등에 사신을 보낸
왜 5왕→ 찬(讚), 진(珍), 제(濟), 흥(興), 무(武)
→ [일본서기]에는 이 왕들이 안 나옴, 일부러 누락

1. 원가 28년... 사지절 도독 ①왜 ②신라 ③임나 ④가라 ⑤진한 ⑥모한
6국 제군사를 봉했다 (二十八年 加使持節 都督 倭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六國諸軍事{송서(宋書) 원가(元嘉) 28년(451)}

2. 왜왕 흥이 죽고 제가 섰다. 자칭 사지절 도독
①왜 ②백제 ③신라 ④임나 ⑤가라 ⑥진한 ⑦모한 7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 칭했다

興死 弟武立，自稱使持節 都督 倭 百濟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宋書 승명(昇明) 1년(478)}

→ 왜국왕이 스스로 임나와 가라가 다르다고 말함
→ 이 나라들은 모두 일본 열도 내에 있던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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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야 임나 비고

개국연대
서기 42년(『삼국유사』 「가락국기」, 

(『삼국사기』「김유신 열전」 )

모름(서기전 33년에 이미 존

속:『일본서기』 숭신(崇神) 

65년조)

개국연대

다름

망국연대 532년(금관가야), 562년(대가야)

모름(『일본서기』 대화(大化) 

2년(646)조에도 임나

존속으로 나옴)

망국연대

다름

개국시조 김수로왕(금관가야), 이진아시왕(대가야) 모름 시조다름

망국시조 구형왕(금관가야), 도설지왕(대가야) 모름 말왕다름

위치 김해(금관가야), 고령(대가야)

임나는 축자국에서 2천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 서남쪽에 있

다(『일본서기』 숭신 65년조)

가야는 북

쪽이 육지

결론 모든 것이 다르므로 가야는 임나가 아니다.

임나=가야설 주창한 것은 메이지 때 일본군 참모본부

1882년 일본군 참모본부,
‘임나고고’(任那稿考) ‘임나명고’(任那名稿)간행
가야=임나라고 주장

- 한국침략은 과거사의 복원이라는 논리
- 1883년 일제 참모본부 간첩 사쿠오(酒句景信)가
광개토태왕릉비 밀반출(쌍구가묵본)
1888년 『회여록(會餘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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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와 임나의 비교표



북한학계의 임나 경상, 충청,전라설 비판

“지난날 일제 어용사가들은 고대시기
남부조선 일대가 일본(야마또)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조작하고 가야의 영역을
혹심하게 외곡 날조하였다. 그들은 가야의
영역을 ‘일본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전라도나 심지어 충청도까지 포괄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가야의 영역이 넓어야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지배영역이
넓어진다는 지배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궤변이었다.” (조희승,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

멋대로 늘어나는 임나 강역-충청, 전라도까지

1. 일제강점기

①쓰다 소키치 →임나는 경남 김해다
②이마니시 류 →김해는 남가라, 임나일본부는 경북 고령
③아유카이 후사노신 →임나는 경상, 충청, 전라도까지 차지

2. 일제 패전 후
④스에마쓰 야스카즈
→임나는 경상, 충청, 전라도까지 차지
→남한학계는 현재 이마니시, 아유카이, 스에마쓰 추종

쓰다 소키치 만주철도
와세다대 교수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이마니시 류

아유카이 후사노신
명성황후 시해한 야쿠자

스에마쓰 야스카즈

→조선사편수회간사
→경성제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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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日本書紀(720)』는 어떤 책인가?

일본서기 편찬원칙

1. 일본사의 시작을 1천년 정도 끌어올린다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작
→일부는 주갑제 적용
2. 상국 백제를 제후국으로 격하시킨다
3. 고구려·백제·신라·가라가 야마토왜에
조공을 바쳤다고 서술
→ 군국주의자들이 황국사관 경전으로 격상

《일본서기》와《고사기》역대 일왕 수명 1대~7대

왕명 《일본서기》 《고사기》

1대 신무 127세 137세

2대 수정 84세 45세

3대 안녕 57세 49세

4대 의덕 77세 45세

5대 효소 113세 93세

6대 효안 137세 123세

7대 효영 128세 106세

《일본서기》 신무 즉위년
서기 전 660년 2월 11일
→ 메이지 5년(1852)

역학자 쓰가모토 아키가타(塚本
明毅:1833~1885)계산

→같은 시대 편찬한 역사서의 내용이
다르다

《일본사대사전》도 연대조작 인정!

“신무(1대) 즉위를 서기 전 660년으로 설정해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수하고, 신공황후기는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의
비미호(卑彌呼)로 생각되지만 120년 정도 연대를 끌어올렸다.”

《일본사대사전(평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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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를 성서처럼 떠받드는 남한 강단사학자들

“『일본서기』 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서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연민수 등, 『일본서기』 해제, 
동북아역사재단)”

→ 국민세금으로 일본극우파 성서 『일본서기』 칭송하는 동북아역사재단
→ 최재석 교수 참고문헌 빼 버려

남한 강단사학이 없는 사람 취급한 고 최재석 교수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서기]에서 가야와 임나
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려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
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학자들
의 역사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왜곡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전설이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학계의 통
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김정학·
이기동·김현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
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
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兩者)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최재석, ｢임나왜곡
사 비판｣, [통일신라·발해와 일본의 관계],

故 최재석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고대 한일관계사 300편 논문,
30권의 학술저서 보유

일본인보다 분국설에 더 분노하는 남한 강단사학자들

김태식(홍익대)
“(김석형은) 《일본서기》를 비롯한 문헌사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사료를 무리하게 일본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쟁점(역사비평편집위원회, 2008)》)
→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가 가야사 포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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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인제대) 
“분국론은『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한국고대사학회 편,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2, 2017)
→ 일제 식민사학 논리 추종
→ 가야가 일본 열도 진출해 임나 세웠다는 것이 그렇게 뼈아픈가?

분국설이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거짓말

“김석형의 분국설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설이며, 한국에서도 모자란
복제품 수준의 주장이 이따금씩 제기된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제
학설로서 생명력을 거의 상실했다 . 그의 학설이 성립하는 결정적
근거였던 일본열도 내 ‘조선식 산성’이 6~7세기 대 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위가야(역사비평 필자), 욕망 너머의 한국고대사(서해문집, 2018)》”
→ 조선일보에서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띄운 인물
→ 일인 극우파 학자 주장을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추종
→ 북한에서는 야요이시대(서기전 3세기~서기 3세기)때부터

조선식 산성 존재 한다고 주장
→ ”남조선 학자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북한 학자 조희승의 비판

북한과 일본의 국제학술대회

1. 김석형(1963년)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분국설’ 발표
→ 일본학계에 큰 충격을 중 분국설
2. 조희승이 가야 분국 임나는 현 오카야마 키비(吉備)라고 비정
3. 1986년 평양과 교토에서 국제학술대회
→ 일본측 단장: 에가미 나미오(기마민족설)
→ 김석형, 조희승이 임나를 오카야마의

옛 키비(吉備)라고 특정
→ 일본 아사히 신문 대서특필

- 75 -



쟁점 3. 가야강역은 전라도까지?

“호남지역이 가야였다는 논거는 《일본서기》를 위주로 하여 임나의 영역
을 찾는 일본학자들에 의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임나에 속해
있었다는 임나 4현(縣)과 삼기문(三己汶)을 호남전역으로 비정하면서 드
러났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의식은 고대 일본 지배 하의 ‘임나’를 찾기 위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하자가 있으며, 그 고증도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점이 있다.”
김태식,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사〉 제36회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기조강연
→비판하는 척하면서 추종하는 강단사학의 전형적 행태

임나를 남한에서 찾는 한일학계와 북한 김석형의 비판

임나

지명

이마니시

류

스에마쓰

야스카즈
김현구 스에마쓰 위치비정과 김석형의 비판

비자벌 창녕 창녕 창녕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위치비정

“탁순은...달구화(達句火:대구)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탁국은 달구화지만 달구화는 탁순
이기 때문에 압독군(押督郡:경산)이
다. 압은 앞[前]을 뜻하는 조선어니
경산이 그럴 듯 하다.” 

스에마쓰 야스카즈 『임나흥망사』

북한학자 김석형의 비판

“이런 일본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의 야마또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
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
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맞춘 것에
불과하다(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 』)

남가라 김해 김해 김해

녹(탁)국 대구 경산 경산

안라 함안 함안 함안

다라 진주 합천 합천

탁순 창원 대구 대구

가라 고령 고령 고령

침미다례 강진 강진

비리 전주 전주

반고 나주 나주

고사산 고부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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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513) 여름 6월에 백제(무령왕 13년)에서 조미문귀 장군, 주리즉이
장군을 혜적신압산에게 딸려보내서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쳤다. 백제
임금이 따로 황제께 주문을 올려서, “반파국이 신의 나라 기문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기는 하늘의 은혜로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주청했다([일본서기]계체 (繼體) 7년)

七年夏六月百濟遣姐彌文貴將軍洲利卽爾將軍副穗積臣押山貢五經博士
段楊爾別奏云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伏願天恩判還本屬

→ 백제 무령왕이 야마토 왜왕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달라고 빌었다는 내용

→ 백제 사마왕께서 62세 되는 계묘년(523년) 5월 7일에 붕(崩:황제의 죽음)하셨다
[무령왕릉 지석]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

야마토 왜왕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 하사했다는 [일본서기]

겨울 11월 초하루에 조정(야마토왜)에서 백제의 조미문귀장군과 사라(斯
羅)의 문득지, 안라(安羅)의 신이해와 분파위좌 반파(伴跛)의 기전해와
죽문지 등을 불러놓고 은혜로운 조칙을 받들어 선포해서 기문(己汶)과
대사(滯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달에 반파국에서 집지를 보내 진귀한
보물을 바치면서 기문의 땅을 구걸했지만 끝내 내려주지 않으셨다.
([일본서기] 계체 7년)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 辛
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既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 帶沙賜百濟國
是月伴跛國遣戢支獻珍寶乞己汶之地而終不賜

→ 일본 열도 내 분국의 일이 아니고 본국 백제의 일이라면 허황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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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계의 가야강역과
일본 극우파, 남한 학계의 임나강역

일본 극우파들의
임나 강역

북한 학계
가야의 최대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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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형의 학문을 계승한 북한 조희승의 가야사연구

일본에서 가라히또(韓人, 辛人, 唐人)와 아야히또(漢人)란
가야사람 을 가리킨 말이였으며 6세기 이후 가야가
멸망하여 가야사람들이 백제 에 흡수되면서
백제사람까지도 가라히또(漢人)라고 부르게 되였다. 
부분적으로 신라사람도 가라히또(辛人)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은 규슈동부의 부젠 신라사람들을 부른
것과 같이 아주 드문 실례에 속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가라히또로 불리우지 않고 고마히또(高麗人, 
狛人)로 불리웠으며 고구려와 관련된 물건들 례하면
고리자 루칼, 비단 같은 것은 고마쯔루기, 고마니시끼
등으로 불렀다. 가야사람들은 조선과 가장 가까운 북규슈
일대에 많이 진출하였으며…일본렬도에 남아 전해오는
가야계통 지명은 보통 6가야의 명칭들인 가야, 가라, 아라, 
아야, 아나 등이다. 이 기본 국호(지명)가 세월의 흐름 속에
약간씩 전화되였다. (조희승, 『가야사연구 』)

조희승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남원은 기문이고 반파는 고령이라는 이마니시 류의 논리

己汶が今の南原の地なゐこと明白たるに於ては....
以上書記の己汶が蟾津江流域にありて南原を
以て之に當つべき事

기문(己汶)은 지금의 남원 땅에 있었던 것이 명
백하고 이상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己汶)
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남원에 해당해야 할 일
이다. 이마니시 류 〈기문반파고(己汶伴跛考)〉 《사림(史
林)》, 대정(大正) 11년(1922) 10월 1일
→ 1996년 경희대 인문학연구원의 《인문학연구》
에서 번역 게재

백제에서 己汶이라는 지명을 썼다는 이마니시 거짓말

“백제에서 기문(己汶)으로 불린 지방이 지금의 충청남도의 북부에 있어
서 금물(今勿)이라고 쓰였는데 당이 백제를 평정하고 1도독부 7주의 제
도를 실시하자 이곳을 기문현이라고 고치고 지심주(支潯州)에 속하는 9
현의 하나로 삼았다. 금물을 기문으로 고친 것은 문자를 고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신라인은 당인(唐人)이 기문으로 고친 것을 복구해서 금물이
라고 한 것 같은데 경덕왕 때에 금무(金武)로 고쳤다. 무(武)는 모(慕), 모
(牟), 무(茂)와 음이 통한다. 기문이라는 문자가 당인이 고친 것에서 시작
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인이 일찍부터 이 문자를 사용했던 것은 일본서
기에 이 문자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마니시 류, [기문반파고, 1922]
→ 백제 금물 (今勿)현은 경덕왕 때 金武가 아니라 今武로 고쳤음
→ 백제에서 기문으로 불린 지방이 있었다는 거짓말
→ 당에서 금물을 기문으로 고쳤다는 거짓말

이마니시 류(1875~1932)
추도 경성제대 [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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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옛 이름 고룡(古龍)이 기문 (己汶)과 같다는 거짓말

“섬진강의 상류인 남원은 백제시대에 고룡(古龍)으로 쓰였던 것이 [삼국
사기] 지리지에 보인다. 고령은 ko-uil(u)로 큰 강(大水)이라는 뜻과 발음
[義と語音]이 같고, 기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기문 (己汶) 은 고룡
(古龍) 으로 썼는데, 다음에는 고(古)를 대신해서 교룡(蛟:kyo)자를 썼다.
지금 남원의 산성을 교룡(蛟龍)산성이라고 써서 그 옛 이름의 자취를 남
겼다. 기문(己汶) 즉 기문(基汶)이 남원인 것은 의심할 것 없다. 기문(基
汶)의 기(基)는 크다는 뜻이고 문(汶)은 물로도 마을로도 해석할 수 있으
므로 강의 이름으로부터 지명이 생겼는지 지명으로부터 강의 이름이 생
겨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강의 이름으로부터 지명이 생겨났
을 것이다. 이마니시 류, [기문반파고, 1922]
→ ”의심할 것이 없다”운운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식민사학자들이

관용문처럼 사용하는 구절이다.

반파는 경북 고령이라는 이마니시 류(今西龍)

“반파(伴跛)는 경상북도 서남에서부터 경상남도 서북 사이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반파는 성주(星州)를 제2중심지로, 고령(高靈)의 땅을 제1중
심지로 하는 대가야국의 이름으로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기문반파고(己汶伴跛考)〉 《사림(史林)》, 대정(大正) 11년(1922) 10월 1일
→ 현재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반파를 전북 장수로 주장함
→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울고 갈 일

반파가 전북 장수라는 새로운 주장

곽장근(군산대),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조명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등이 전북 장수가
반파국이라고 주장
→ 유일한 근거는 장수에 봉화가 많다는 것
→ 우리나라에 봉화 없는 지역도 있나?
→ 군산대에 왜 백제문화연구소가 아닌 가야(임나)문화연구소
가 있나?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전북학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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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가 출토되었다는
거짓말까지 버젓이 등장

[직격 인터뷰] 
곽장근 교수 “전북
가야설에 대한
반박 논문 통해 해야
한다”
전북일보, 2021. 9. 7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 에서 110여 개소의 봉화가
역사학계에 보고됐다. 모두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임실 봉화산과 장수 봉화봉
학술발굴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 토기도 출토됐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추정 왕궁 터와 장수군 일원에
240여기 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반파국 봉후(화)제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대부분 충족시켰다.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전북학연구 2020)

[일본서기] 계체 7~9년(513~525)에 나오는 반파국

1) 7년 여름 6월에 백제 임금이 따로
황제께 주문을 올려서, “반파국이 신의
나라 기문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기는 하늘의 은혜로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주청했다([일본서기]계체(繼體) 7년 6월)
2)겨울 11월 조정에서 백제의 조미문귀
장군, 사라의 문득지, 안라의 신이해 및
분파위자, 반파의 기전해 및 죽문지 등을
늘어서 세워놓고 은혜로운 조칙을
내려서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하사했다. 같은 달 반파국에서 진귀한
보물들을 바치면서 기문의 땅을
하사해달라고 빌었으나 끝내 내려주지
않았다.([일본서기]계체 7년 11월)
→ 야마토왕 계체가 백제에게 기문, 대사
땅을 하사했다는 내용
→ 백제왕은 야마토왕의 신하, 
야마토왕은 백제 땅 멋대로 처분?

8년 3월 반파(伴跛)가 자탄(子呑)과 대
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에 이
어지게 하고, 봉후(烽候)와 저각(邸閣)
을 설치해 일본(日本)에 대비했다. 다
시 이열비(爾列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 해(麻且奚)ㆍ추봉(推
封)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新羅)를 핍박했다. 자녀를 몰아서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약탈하니 흉악
한 세력이 더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베어 죽임이 너
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었다
([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

→ 이 기사의 봉후가 전북 장수의
봉화대라는 주장

→ 670년에 생긴 일본이라는 국호가
514년에 이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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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봄 2월에 백제사자 문귀(文貴) 장군이 돌아가기를 청했다. 이에 조칙
을 내려 물부련을 딸려서 돌아가게 했다. 이달에 사도도(沙都嶋)가 와서
말을 전했는데, 반파인이 한과 독을 품고는 강한 것을 믿고 멋대로 포악
했다. 그래서 물부련이 수군 5백을 이끌고 곧바로 대사강(帶沙江)에 이
르렀다. 문귀 장군은 신라에서부터 갔다[自新羅去]. 여름 4월에 물부련이
대사강에 6일 동안 정박했는데, 반파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나아가 정벌
했는데, 옷을 협박해서 빼앗고 가져간 것을 빼앗고 막사를 다 불태웠다.
물부련 등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근근이 신명을 보존하면서 문막라(汶慕
羅:섬)에 머물렀다.

→ 이 반파가 전북 장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
→ 백제로 간 물부련은 왜 신라에 있나?

한겨레 문화부의 임나4현=한반도 남부설

‘가야 영역=임나일본부?’ 
…한일 학자들의 ‘고대사 배틀’
- 노형석 기자의 시사문화재
등록 2019. 07. 21. 수정 2020. 2. 16

이동희 인제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 4현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순천·광양·여수
일대를 실제의 임나 4현이자 가야의 서쪽 끝 가야 4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 4현을 여전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이런 설을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한겨레신문》2019. 07. 21. 수정 2020. 2. 16

→임나 4현은 일본 열도에 있었다(북한 학계의 분국설)는 언급도 없고
→임나 4현은 남한에 있었다(일본과 남한 학계 임나=가야설)만 보도

“한일 학자들의 고대사 감격스런 포옹”이라고 쓰면 맞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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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끌어들인 것이 성과라는 한겨레 문화부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제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서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 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한겨레신문》2019. 07. 21. 수정 2020. 2. 16
→ 일본서기를 근거로 가야를 야마토왜의 식민지로 만든 것이 가야사의

알찬 내실이라는 이영식
→ <한겨레 21(편집장 길윤형)>  진짜 고대사, “임나일본부설 추종 학자

일본에도 없다”고 거짓말, 2017. 9. 25.
→ 한겨레 초대 발행인 송건호 선생과 국민주주들은 어디가고 일본 군국주의

역사관이 판치나?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나는 때때로 독자들로부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만 계속되었던 것인가 하는
질 문 을 받 는 다 . 그 렇 다 . 그 흐 름 은 사 실 상
99퍼센트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으로 지속되었으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화가 및 건축가 그리고 도공들을 통해 그 영향이
나타났다.”
존 카터 코벨 지음/ 김유정 번역,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글을 읽다』

존 카터 코벨과
아들 앨런 코벨

일본문화는 한국에서 건너갔다는 미국의 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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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와 임나, 그리고 결론

1. 가야는 1세기에 건국했다
2.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 세운 분국이다.
3. 고대 일본은 고대 한국(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의 분국이다.
4. 남원이 기문이라는 주장은 조선총독부 이마니시 류의 조작이다. 
5. 현재 강단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가야지명에 대한 전면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문, 대사, 반파, 다라, 안라, 남가라 등)
6. 국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1981년 현재)는
그 렇 게 소 극 적 인 가 ? 지 금 의 나 이 든
학 자 들 은 과 거 일 본 사 람 밑 에 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 그러는 것인가? 아직 서른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케케묵은 주장들을 일소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존 카터 코벨,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미래의 젊은 학도들을 기대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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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강단사학계 가야사 연구 비판
- 김태식·이영식을 중심으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주한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기록한 가야사

3. 가야사를 임나흥망사로 보는 남한 강단사학계

3-1. 남한 강단사학계는 왜 가야사를 임나흥망사로 보는가?

3-2. 김태식의 임나흥망사 비판

3-3. 이영식의 임나흥망사 비판

4.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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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세기 일본에서 정한론이 발흥하면서 이른바 근대역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침략이론이 임나일본부설이다. 서기 4세기~6세기에 야마토왜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를 근거로 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 또는 경영했다는 주장인데, ‘남선경영

론’이라고도 한다. 8세기에 편찬된 『일본서기』의 과장·윤색·조작·왜곡 기사에 의거

해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이 주창한 반인류적인 침략이론이다. 천황을 정점으로 해

지배체제를 구현하고자 했던 야마토왜의 이념이 임나일본부설에 담겨있고, 현재까

지도 일본고대사학계 대다수는 이를 고수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가 폐망하면서 청

산됐어야 할 주장이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에서 활약한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의해 1949년에 『임나흥망사』로 집대성되었다.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할 1차 문헌사료나 고고학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 설은 일본과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정설 또는 통설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의 역사와 그 열국들을 낳은 고조선과 고조선

이전의 실재한 역사가 훼손되고 한국사는 정체성과 타율성의 역사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가야사의 실체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논리를 1차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

등을 통해 살피는 것은 한국사의 원형을 복원하는 중차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삼국사기』에 의거해 가야사의 실상에 접근하고 가야사 연

구의 권위자로 회자되는 김태식과 이영식의 핵심논리들을 분석함으로써 임나일본

부설의 근간을 해체해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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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우리 역사를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1

차 문헌 사료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당대 석학碩學인 김부식金

富軾(1075~1151)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정사正史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

국존國尊인 일연선사一然禪師(1206~1289)가 평생 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해 1281~1283년경에 편찬한 사서다.『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다루지 않

은 고조선 등의 역사를 기록했다. 『삼국유사』는「5가야」와 「가락국기」를 넣어 가야

역사를 편찬했다. 『삼국유사』에 가야사의 전말이 있다.『삼국사기』에도 가야 역사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적지 않게 있다.

『삼국사기』는 신라·고구려·백제를 본기本紀에 기록했으나, 가야는 본기本紀에 넣지

않았다. 가야를 병합한 신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편찬하면서 가야사를 넣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신라는 가야의 건국시조建國始祖인 수로왕首露王의 제사를 지내면서

가야를 한 계통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삼국유사』는 제1편 왕력편王歷篇에 중국·신

라·고구려·백제와 함께 가락국을 넣었다. 『삼국유사』는 왕력편에 이어지는 기이편

紀異篇에 고조선 역사와 함께 「5가야」와 「가락국기」를 넣어 가야사를 다뤘다. 강

단사학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야의 역사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

는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이 주창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초기기록 불신론

에 따른 것이다. 불신하는 관점이 유일한 불신 근거일 뿐 다른 학문적인 근거는 일

체 제시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53년 간 총 324편의 논문을 써 한·일을 통틀어 가

장 많은 역사관련 논문을 발표한 고故 최재석(1926~2016, 전 고려대 사회학과 명

예교수, 제1회 한국사회학회 학술상 수상)교수는 “이병도에서 이기백을 거쳐 이기

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 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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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 고대사 학자들이 『삼국사기』기사에 과오

나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조작·변경·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삼국사기』초기 기록을 조작이나 왜곡이라고 보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강단사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은 우리나라 1차 문헌사료의 양대 축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거나 검증하지 않는다. 역사학은 1차 문헌사료에

대한 정교한 연구·분석과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1차 문헌사료에 기록된 사실들이

오류이거나 조작·왜곡되었다는 정밀한 사료비판 없이 자의적인 주장을 고수하면 역

사학은 설 땅이 없다. 일제가 패퇴하고 70여년이 흐른 지금도 가야사는 실체 없는

역사, ‘신비의 왕국’이 되었다.

이는 우리역사의 원형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된 이래 남한 강단사학계가 『삼

국사기』, 『삼국유사』불신론을 이른바 ‘정설’과 ‘통설’로 만든 결과다. 실재한 ‘가야사’

는 사라지고, 19세기에 일제가 정한론에 입각해 창안한 ‘임나사’가 그 자리에 들어

섰다. 일제가 주창한 ‘임나사’ 이전에는 “가야사‘가 있었지 ‘임나사’는 없었다. 일제

의 임나사로 인해 『삼국유사』가 기록한 단군조선의 역사는 허구적인 신화가 되었

고,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역사는 허구적인 신화가 되었고,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역사는 초기 역사부터 부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사의 주체가 중국과 일본으로 바뀌

었다. 중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 설치한 한사군이 한국사의 본격적인 발전을 추동하

는 주체로 설정되었고, 한사군 이후에는 그 역할을 야마토왜의 임나일본부가 이어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사는 주체성이 무너지고 정체성과 타율성의 역사로 정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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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단사학계는 “한·일 고대사 부분에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고 한다. 겉으로 임나일본부설을 지지

하는 학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에서 활약하는 역사학자와 고고

학자들은 물론 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국책기관에

서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골간을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임나가 가

야라는 전제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다. 임나가 가야면 야마토왜의 왜곡된 시각으

로 편찬된『일본서기』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최재석은 역사학계에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지금까지 거의 전부 임나사 내지 가야사 왜곡의 첫발은 임나와 가야가 동일 국이

라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음에도 그 양자가 동일국가라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시킨

데 있는 것이다.”

최재석은 1985년에 논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과연 조작되었는가」를 발표한 후

2016년 타계할 때까지 강단사학계에 “그 근거를 제시하라. 한 마디라도 논평해 달

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강단사학계는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2021년 현재

까지도 강단사학계에서는 그의 연구를 유령 취급하고 있다. 필자는 가야사를 1차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 등에 따라 과학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한국사 전체 체계와

맥락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본다.

본고는『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거해 강단사학계에서 가야사 연구의 대표자

로 거론되는 김태식(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과 이영식(인제대 역사고고학과 교수)

의 핵심 주장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야사를 누가, 왜, 어떻게 훼손하고 왜곡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사의 진면목을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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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기록한 가야사

2-1

『삼국유사』는 주관적인 논단을 배제하고 당시까지 전해지는 사료를 그대로 인용했

다. 인용의 출처도 뚜렷하게 밝혔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은 반드시 사실과 의

견을 구분해 주석을 달면서 객관적인 편찬에 주력했다. 『삼국유사』의 편제에서 인

용한 서목은 우리 측 문헌 102종, 중국문헌33종, 일본문헌 1종 등 총 136종에 이르

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 일연은 이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평생 동안 수집했다. 중국

측 자료 보다는 우리 측 문헌사료가 훨씬 많다.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편찬할 당

시까지 전하던 『구삼국사舊三國史』는 물론 우리 측 문헌과 중국 측 사서들을 폭넓

게 활용했으나, 유학자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은 우리 측 사료들이 있었다.

『삼국유사』의 전체구성은 5권 9편이다. 제1권에서 왕력王曆과 기이紀異, 그리고 제

2권에서 기이를 별도 제목 없이 편성했다. 제2권의 기이도 제1권과 같은 내용이 이

어지기 때문에 제1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를 5권으로 보기보다는 9

개 편목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으로 나눠서 편찬했다. 제1편 왕력편은 신라·고구

려·백제·가락국 등 역대 왕들의 세계世系와 연대年代를 기록했다. 제2편 기이편은

고조선과 여러 국가, 그리고 신라·고구려·백제·가락국 등에 대한 기록을 넣었다. 제3

편 흥법편에서 제9편 효선편까지는 불교와 승려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다.『삼국유

사』의 제1편이 왕력편이고, 제2편이 기이편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연이 우

리 민족사의 계통과 흐름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아 앞쪽에 편찬

해 넣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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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헌이든 편찬 목적이 중요한데, 『삼국유사』는 기이편 앞에 편찬 의도를 밝혀

두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제왕帝王이 날 때는 반드시 남다른 점이 있다. 그래야 변

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가 그랬다.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

다.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神異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기이편을 첫머리에 싣는 까닭과 의도가 여기에 있다.”

신비로운 사실로부터 존귀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새로

운 역사의 시작임을 밝혀 두었다. 기이편은 다른 편보다 분량도 많다. 단군조선을

맨 앞에 실어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대방, 진한, 변한, 말갈, 발해, 5가야,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변한, 진한, 신라, 백제, 가락국 등을 모두 단군의 후예로 계통을 세

워 서술했다. 『삼국유사』가 있어 단군조선과 가야의 역사를 복원해 우리 민족사의

맥락을 원형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삼국유사』가 담고 있는 사료적 가치는 실로 막대하다. 그 중에서도 단군조

선의 역사와 「가락국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삼국유사』는 제1편 왕력편에 신

라·고구려·백제·가락국 왕들의 세계世系와 연대年代를 중국과 비교해 나란히 기록

했다. 왕력편은 가락국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가야伽倻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금주金州다. 수로왕首露王, 임인년(42) 3월, 알에서

태어나 그 달에 즉위했다. 치세 1백58년이다. 금알에서 나와 성이 김씨다.

『개황력開皇曆』에 있는 기록이다.”

“제2대 거등왕居登王, 수로왕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허황후許皇后다. 기묘년(199)에

즉위했고 치세는 55년이다. 성은 김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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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락국 제10대 구형왕仇衡王까지 기록했다. 제10대 구형왕仇衡王에 대해서

는 “겸지왕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녀이다. 신축년(521)에 즉위했고, 치세는 43년이

다. 중대통 4년 임자(532)에 신라에 영토를 바치고 귀순했다. 수로왕 임인년(42)에

서 임자년(532)까지 합해 4백90년이다.”라고 서술했다.『삼국유사』는 이렇게 제1편

에서 가락국사의 원형과 위상을 정립해 놓았다. 가락국은 제2대 거등왕居登王에서

제9대 겸지왕鉗知王까지 왕의 죽음을 천자天子의 죽음을 이르는 ‘붕崩’자로 썼다. 

보통 제후의 죽음에는 ‘훙薨’, 귀인의 죽음에는 ‘졸卒’을 쓴다. 기이편에서 신라의 4

대 탈해왕을 위시해 제56대 경순왕까지 열 명 왕들의 죽음에 모두 ‘붕’자를 썼고, 백

제 구수왕의 죽음에도 ‘붕’자를 썼다. 가락국 건국시조인 수로왕의 죽음은 ‘조락殂落’

이라고 썼는데, 고조선의 단군이 ‘산신山神’이 되고, 신라의 혁거세왕이 하늘로 올라

가고, 중국에서 요임금의 죽음에 ‘조락殂落’을 쓴 것처럼 이는 ‘붕崩’자와 같은 의미

이다. 또한『삼국유사』는 허황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붕’자를 썼다. 이 점을 놓치

지 말아야 한다. 이 기록들을 통해 가락국의 역사적 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5가야」조는 제목에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5가야, 「가락국기」찬贊에 따르면 하늘에서 한 가닥 자줏빛 갓끈이 드리워 여섯 개 둥근 알

이 내려왔다. 다섯은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가 이 성에 있었다. 이 하나가 수로왕이었고, 

나머지 다섯은 각각 가야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금관을 다섯 숫자에 넣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본조(本朝, 고려)의『사략(史略)』에서 금관을 나란히 그 수에 넣고 창녕

을 함부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5가야」는 본문에서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령古寧伽倻, 대가야大伽倻, 성산가야星

山伽倻, 소가야小伽倻설에 지명을 비정한 주석을 달아 서술했다. 일연은 이 설을 신

뢰했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사략(史略)』의 기록도 나란히 실었다.

“또 고려의『사략史略』에는 태조 천복 5년 경자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는데, 첫째는

금관金官, 둘째는 고령古寧, 셋째는 비화非火, 나머지 둘은 아라阿羅, 성산星山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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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은 여기에도 당시의 지명을 비정해 달았다. 일연이 「가락국기」찬贊에 따라 금

관을 다섯 가야에 헤아린『사략(史略)』기사에 대해 비판적인 주석을 단 것은 수로왕

이 건국한 가락국에서 수로왕 이외 나머지 다섯의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즉

일연은 5가야를 수로왕이 세운 가락국에 속했다고 봤다. 이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근

거가 「가락국기」 곳곳에 기록돼 있다. 「가락국기」는 고려 문종 때 금관金官 지주사

知州事로 있던 문인文人이 기록한 것을 일연이 간추려 실은 사료다. 「가락국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천지가 개벽한 후 아직 이 땅에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을 때 아도간

(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

(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 등 아홉 간(干) 등 구간이 있었다. 이 추장이 백성들

을 이끌고 있었다.”

가락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구간이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후한後漢 세조 광무

제世祖 건무建武 18년 임인(42) 3월 상사일에 그들이 사는 곳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명령하는 상황부터 보자.

“나는 이곳에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는 소리를 구간과 사람

들 2, 3백 명이 모여서 들었다. 그 소리는 모인 이들에게 명령했다. “신이여, 신이여, 수로를

내 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소.”라고 노래하며 춤 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해 너희들이 기뻐서 춤을 출 것.”이라고 말했다. 구간들은 이 명령에 따라 사람들과 함께

모두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춘다. 얼마 후 하늘을 우러러 보니 자주색 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

와 땅에 닿았다. 줄 끝을 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그 안에 해처럼

둥근 황금색 알 여섯 개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서 수없이 절을 올렸다. 황금색 알

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 책상 위에 두고 모두 흩어진다. 12일이 지난 다음 날 아

침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금합을 열었더니, 알 여섯 개가 아이로 변해 있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컸다. 그가 바로 평상에 앉았다. 그에게 사람들은 모두 절을 올리며 극진한 공경을

바쳤다. 그는 나날이 자라서 십여 일이 지나 키가 9척이나 되어 은나라 천을天乙과 같았다. 

용안龍顔은 한나라 고조, 눈썹은 당나라 요임금, 겹눈동자는 우 나라 순임금과 같았다. 그 달

보름날에 그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수로首露로 이르거나

수릉首陵(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의 시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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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구간들이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에 수로왕이 하늘의 명으로 서기 42년에 새

로이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다. 수로는 구간과 백성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리

고 구간과 백성들은 기뻐하며 지극한 공경을 그에게 바친다. 이렇게 수로는 가락국

의 왕이 되었다. 이름이 수로首露,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힘과 권위가 이전의 상황과 명백하게 달랐다는 역사적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가락

국기」는 또한 수로왕이 중국에서 추앙받는 왕들과 같은 위상임을 분명하게 기록했

다. 계속 「가락국기」를 보자. 

“나라의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도 했는데 여섯 가야 중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사

람은 각기 돌아가서 다섯 가야의 우두머리(主)가 되었다.”

『삼국유사』가 기록한 원문을 정확히 봐야한다. 수로가 건국한 나라의 이름이 ‘대가

락’ 또는 ‘가야국’이고, 알에서 나온 나머지 다섯 사람은 돌아가서 다섯 가야를 이끈

다. 수로가 건국한 가야국은 나머지 다섯 가야를 통할하는 가야국이다. 수로는 왕이

고, 나머지 다섯이 가야의 우두머리(主)로 된 것이다. 이 일도 수로왕의 명에 의한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 다섯이 돌아갔다(歸)는 것은 수로왕의 명령에 따라 보내졌

다는 뜻이다. 5가야를 새로이 하나로 통솔하는 이는 오직 수로왕 한 명이다. 이 과

정에서 가야국의 영토가 정해졌다. 

“그 영역은 동쪽이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은 창해(滄海), 서북쪽은 지리산(地理山), 동북쪽은

가야산(伽耶山)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왕위에 오른 수로왕이 임시 궁궐을 짓게 해 그곳에 들어가 거처했다. 수로왕은 즉

위 2년 계모(43) 봄 정월에 “내가 도읍을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이 도읍의 위

치를 정하겠다고 명하는데 왕을 ‘짐朕’이라고 표현했다. 황제를 칭하는 말이다. 수로

왕은 1천 5백보 둘레의 외성과 궁궐, 전당,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고, 창고를 지을

장소를 정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국가의 새로운 도읍지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궁

궐과 시설들을 건설한 것이다. 국가를 새로 세웠기에 수로왕이 권력기반을 새로이

닦는다. 수로왕은 널리 나라 안의 장정과 인부, 공장을 동원해 그 달 정월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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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 건축을 시작한다. 3월 10일에 역사를 일단 끝낸다. 궁궐과 옥사는 농한기를 이

용해 건설하느라 그해 10월에 시작해 갑진년(44) 2월에 완성한다. 좋은 날을 정해

새 궁으로 옮기고는 대정大政, 즉 만사를 주재하는 왕의 정치를 펼치며 여러 일들

에 부지런히 임한다. 수로왕은 하늘의 명으로 구간을 비롯해 모든 백성의 공경과

추대로 즉위한 왕이기에 이러한 국가 대사를 일사불란하게 주재해 나갈 수 있었다. 

수로왕이 이 같은 국가 대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간이나 5가야 우두머리들의 역

할이나 갈등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수로왕이 일관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

음을 알 수 있다.

2-2

수로왕과 관련한 다른 기사를 보자. 완하국琓夏國 함달파왕의 부인이 낳은 알이 변

해 사람이 되어 탈해라고 이름 지은 인물이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다. 그의 키는

다섯 자고 머리 둘레가 한 자나 되었다. 탈해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는 왕의 자식

이고, 신이한 존재다. 그가 흔연히 궁궐에 나아가 수로왕에게 왕위를 빼앗겠다고 한

다. 수로왕은 자신이 “하늘의 명으로 왕위에 올랐고, 장차 나라 안(中國, 나라의 중

앙)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고 한다. 감히 천명을 어겨 왕위를 넘길 수 없

다.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을 네게 속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탈해가 공격을 개시

한다. 탈해가 일시에 매로 변하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하고, 탈해가 참새로 변하면

수로왕은 새매가 되었다.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다. 탈해는 엎드려 항복했다. 자신이

기술을 다투는 과정에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

은 수로왕의 인덕이 깊기 때문이라며 진실로 왕과 다퉈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수로

왕이 신이한 힘을 가진 탈해를 순식간에 제압한 것은 그의 권력과 전력이 압도적이

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 

탈해가 왕에게 하직하고 나루터에서 중국 배를 타고 떠나자 수로왕은 그가 다시 돌

아와 가야의 영토에 머물며 반란을 꾸밀까 염려해 급히 군사를 실은 배 5백 척을

동원해 그를 쫓았다. 그가 계림 영토로 도망가자 배에 탄 병사들이 모두 돌아왔다. 

탈해가 가야의 영토를 벗어날 때 수로왕은 탈해가 계속 가야 땅에서 모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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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책할 것에 대비해 급히 5백 척의 배를 동원해 추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

력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기사 말미에 일연은 이 기사가 신라 쪽 기사와 많

이 다르다고 평했다.

『삼국유사』와 달리 『삼국사기』는 수로왕과 탈해의 이 전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삼국사기』에 따르면 유리왕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왕께서 유언으로 뒷

일을 이르시길, “내가 죽은 후 아들이나 사위를 논하지 말고 나이 많고 어진 이가

왕위를 잇게 하라 하셔 내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 이제 마땅히 왕위를 탈해에게 전

하려 한다.”고 했다. 탈해가 비록 수로왕에게는 일방적으로 패했지만 만만치 않은

힘과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유리왕의 유훈遺勳에 따라 신라 제4대 왕에 오른 탈해는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신이한 존재였다. 그는 처음에는 고기잡이였는데, 학문에 힘썼고, 지리에도 밝았다. 

그가 양산 밑에 위치한 호공의 집을 보고는 좋은 땅이라 생각해 속임수를 써서 빼

앗아 살았는데, 이 땅이 나중에 월성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탈해가 “왕

의 아들로서 알에서 나와 처음에 금관국金管國의 바닷가에 닿았지만, 그쪽 사람들

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고만 기록했다. 탈해왕 5년(61)에 마한 장

수 맹소孟召가 부암성覆巖城을 들어 항복한 일이 있었을 정도로 탈해의 권능은 컸

다.

탈해왕 7년(63)에 백제왕이 땅을 개척코자 낭자곡성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만나기

를 청했지만 왕은 그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탈해왕 8년(64) 백제가 군사를 보내 구

양성을 공격하자 왕이 기병 2천을 보내 쳐서 내쫓았다. 탈해왕의 권력과 능력이 대

단했음을 보여준다 . 그는 석씨 시조의 한명이다. 『삼국사기』는 신라사를 중심으로

편찬한 사서다. 『삼국유사』도 『삼국사기』가 다루지 못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라사

를 비중 있게 다뤘다. 신라의 4대왕 탈해왕이 뛰어난 권능을 가졌지만 수로왕의 상

대가 되지는 못했음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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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무建武 24년 무신(48) 7월 27일 구간 등이 왕을 조알할 때 왕에게 배필을 구하라

는 청을 올린다. 이때 구간 등은 수로왕을 ‘대왕大王’이라고 칭했다. 자신들에게 속

한 처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를 궁중에 뽑아 들여 황후를 삼으면 좋겠다고 청한

다. 대왕의 배필선정은 중대한 국가 대사大事다. 이에 대해 대왕은 자신이 하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고, 황후도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시

간이 지나 마침내 대왕이 유천간에게 명해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줘 망산도에 가

서서 기다리게 하고, 또 신귀간에게 명해 승점으로 가게 한다. 대왕은 배필인 황후

를 정할 때, 스스로 정한다. 대왕은 구간 등의 간곡한 청에도 단호히 천명을 기다리

라고 명한다. 5가야의 수장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도 않는다. 국왕 권력의 핵심세력

인 구간 등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할 정도로 대왕의 힘은 막강했다. 구간 등은

대왕의 신성한 권력을 존중하고 따랐다.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며 나타난 황후를 구간 등

이 대궐로 모시려 하자 황후는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르는데 어찌 경솔하게 움직

이겠는가?”라며 대왕이 나와 모시라고 명한다. 왕이 행차해 장막 궁전을 설치하고

황후를 기다린다. 그때서야 황후는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와 자신이 입었던 비단

바지를 벗어 폐백 삼아 산신께 바친다. 역시 구간과 5가야의 수장 등은 대왕과 왕후

의 명령에 흔쾌히 따를 뿐 어떤 항변이나 갈등이 없었다. 

황후는 대왕에게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이고, 성은 허,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

여섯이다. 본국에 있을 때 부왕과 모후께서 함께 꿈에 하늘의 상제를 뵈니 상제께

서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보내 제왕(大寶)이 되었으니 신성한 분이다. 나라를 다

스리는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 배필로 삼게 하라. 가락국으로

가라는 부모의 명으로 바다를 건너 왕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 .”는 말을 대왕에게 전

한다. 이에 대왕은 “나(朕)는 나면서부터 신성해 공주가 올 것을 알았다. 아래의 신

하들이 황후를 맞으라는 청을 올렸으나 굳이 따르지 않았다. 지금 현숙한 그대가

와서 자신으로서는 다행” 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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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은 자신의 뜻과 힘으로 강력한 원군 세력을 얻었다. 그리고 허황후와의 결합으

로 나라의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되면서 여러 제도들을 새롭게 제정해 나갔다. 대왕

은 “구간들이 모두 여러 벼슬의 으뜸이나 그 직위와 이름이 모두 소인과 농부의 칭

호이고 고관의 명칭이 아니다. 외국에 알려지면 반드시 우습게 볼 것.”이라며 직위

를 국가의 위상에 맞춰 제정한다. 당시 가락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활발한

교류와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왕은 신라의 직제를 채용해 품계를 각간, 아질간, 급간의 품계를 두고, 그 이하 관

료는 주나라의 제도와 한나라의 법도로 나눠 제정했다. 옛것을 고치고 새것을 취해

관직을 설치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제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인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교화는 엄금하지 않아도 위엄이 섰고, 정치는 엄혹하지 않아도 다스려졌

다. 대왕이 황후와 함께하는 삶은 마치 하늘에 땅이 있고, 해에 달이 있고, 양에 음

이 있음과 같았다. 황후의 공은 도산씨가 하나라 우왕을 돕고, 당원이 순임금들 도

와 요씨를 일으킨 바와 같았다. 중국의 저명한 인물들과 비교해 수로대왕과 허황후

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

허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나라사람들은 마치 땅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백성을 사랑하던 황후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황후가

처음 배에서 내려 닻을 내린 나루터 마을을 주포촌 이라 하였다. 황후가 세상을 떠

난(崩) 후 늘 외로워 하며 크게 슬퍼하던 수로대왕이 10년을 보내고 헌제獻帝 건안

建安 4년 기묘(199) 3월 23일에 세상을 뜨자(殂落) 나라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듯 황

후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욱 슬퍼했다. 수로왕묘에 그의 아들 거등왕부터 9대손

구형왕까지 이 묘에 배향했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신라의 제30대 법민왕(시호

문무왕)이 용삭 원년 신유(661) 3월 어느 날에 조서를 내려 “가야국 수로대왕이 나

의 15대 시조가 된다. 가야국은 멸망했으나 그 묘는 남아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제

사를 계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왕이 곧 사자를 옛 궁전 터에 보내 묘에서 가까운

가장 좋은 밭 30경을 바쳐 제사를 지낼 토지를 삼고 왕위전이라 칭하고 본 위토位

土에 부속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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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국기」는 이에 대해 “훌륭하다! 문무왕(법민왕의 시호)은 먼저 조상을 섬기니

효성스럽다. 끊어졌던 제사를 이어 다시 행했다.”며 그를 칭송했다. 이처럼 수로대

왕은 가야 뿐 아니라 신라에서도 시조로 모실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대왕이

었다. 신라는 수로대왕의 권위와 가야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수로대왕과 가야

역사를 존중함으로써 신라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락국기」에 서술된 수로왕묘의 영검한 힘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록들이다. 

“건안 4년에 처음 사당을 세운 후 고려 문종 즉위 31년인 대강 2년 병진(1076)까지

대략 8백78년이 흘렀지만, 제단을 쌓은 깨끗한 흙이 헐지 않았고, 심어 놓은 나무도

시들어 죽지 않았다. 그곳에 놓은 많은 옥조각도 부서지지 않았다. 신체부가 “예로

부터 지금까지 어찌 멸망하지 않은 나라와 파괴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고 했지

만, 가락국은 망했어도 수로대왕의 사당은 허물어지지 않았다. 신체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가락국기」는 기록했다. 또한 수로대왕을 추모하는 놀이도 있었다. 991

년에 김해부 양전사 조문선이 수로대왕 능묘에 딸린 땅 면적이 넓으니 15결로써 그

대로 두되 나머지는 부의 역정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

를 소관 관서에서 전했다 이에 조정은 “하늘이 내린 알이 변해 성군이 되었고, 왕위

를 백쉰 여덟을 누렸으니 삼황 이래 이에 견줄 수 있는 이가 적다. 수로대왕이 세상

을 뜨신 후 선대로부터 묘에 딸린 전답을 지금 줄이는 것은 참으로 의구한 일이니

허락치 않는다.”라고 답한다. 「가락국기」에 가락국 사적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섯 개의 둥근 알이 한 가닥 자주색 끈에 매여 내려왔다. 다섯 분은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한

분만이 성에 남았다. 낯선 곳에 집들이 연이었다. 구경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바라보는 이

들이 우글거렸다. 같은 때 같이한 자취는 아우와 같고 형과 같았다. 진실로 하늘이 덕 있는

자를 낳아 세상을 위해 질서를 지으셨다. 왕위에 처음 오르자 세상은 이내 맑고 밝아지고 있

었다. 궁전은 옛 제도를 따랐고 흙 계단은 오히려 평평했다. 큰 정사에 힘쓰고 서정을 보살폈

다. 편파와 편의함이 없어 순일하고 정수할 뿐이었다. 길손은 길을 서로 양보하고, 농부는 농

토를 서로 사양했다. 사방은 모두 안정되고, 만민이 태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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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개의 알이 여섯 개의 줄이 아니라 한 가닥 줄에 매여 있었다. 수로대왕만 성에

남고 다섯은 각 읍으로 돌아갔다. 다섯은 각 ‘국國’이 아닌 각 ‘읍邑’으로 돌아갔다. 

또 다섯이 각 읍으로 돌아갔다(歸)는 말은 수로대왕이 그들을 각 읍에 돌려보냈거

나 그들에게 각 읍을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로대왕과 나머지 다섯이 형과

아우와 같은 관계였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보인다. 하늘의 명으로 새로운 국가의

질서를 수로대왕이 세웠다. 수로대왕의 새로운 건국과 통솔로 온 나라 사방이 모두

안정되고 만민이 태평성대를 맞았다. 그래서 대왕이 세상을 뜨자 모두가 슬퍼했고, 

그의 명성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가락국기」 끝에 논평이 있다. “『삼국사기』를 상고하면 구형왕은 양나라 무제 중대

통 4년 임자에 국토를 바쳐 신라에 항복했다고 한다. 그러면 수로왕이 처음 왕위에

오른 동한東漢 건무 18년 임인(42)으로부터 구형왕 말년 임자까지 합해 492년이 된

다. 만약 이 가락국기의 기록으로 보면 국토를 바침이 북주北周 보정 2년 임오에 해

당되니 30년을 더해 도합 520년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설을 다 기록해 둔다.” 이렇

게 가락국은 멸망했지만 수로대왕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졌다. 『삼국유사』는 편견

없이 두 가지 기록을 다 남겨두었다. 한편 수로대왕이 종묘에 함께 모셔짐으로써

가야사는 신라사에 편입되는 측면도 있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삼국유사』는 중국

측 기록보다는 우리 측 고문서와 민간기록을 많이 수집하고 인용해 민족사의 원형

을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국사편찬위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5가야」에서 “한 개는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각각 가야의 임

금이 되었다.”고 쓴 것은 가야사를 곡해한 것이다. 수로왕과 나머지 다섯의 위상은

완전히 달랐다 .

2-4

『삼국사기』에 기록된 가야의 역사도 몇 가지 살펴보겠다. 『삼국사기』「김유신 열전」

의 기록이다. 

김유신金庾信은 왕경王京사람이다. 그 12대 선조 수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후한後漢 건무建武 18년 임인(42)에 구봉龜峰에 올라 가락駕洛 9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국호를 가야加耶라 했는데, 후에 금관국金管國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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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가 기록한 가야 건국사와 일치한다. 『삼국사기』의 또 다른 가야 관련 기

사를 보자.

“탈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유리왕의 태자 일성逸聖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파사가 왕위에 오

른다. 그가 더 위엄과 현명함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파사왕 15년(94) 봄 2월에 가야군이 마두성을 포위하자 아찬 길원을 보내 기병 1천

을 거느리고 가서 쫓았다. 하지만 2년 뒤 가야가 남쪽 변경을 습격해 가성加城主 장

세長世를 보내 막게 했으나 가야군에 살해된다. 왕이 노해 용사 5천을 거느리고 나

가 싸워 가야를 물리쳤는데 많은 포로가 있었다. 다음 해(97) 왕이 군사를 일으켜

가야를 치려다 그만둔다. 파사왕 22년(101) 봄 2월에 성을 쌓고, 월성이라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가을 7월에 왕이 월성으로 거처를 옮긴다. 파사왕 23년(102), 음집

벌국音什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 이 땅 경계를 다투다 왕에게 판결을 요구한다.

왕은 이를 금관국 수로왕에게 의뢰한다. 수로왕이 땅을 음집벌국에 속하게 했다. 이

에 왕이 6부에 명해 수로왕을 위한 연회를 개최한다. 5부는 이찬이 주관하게 했는

데, 오직 한기부漢祇部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주관하게 했다. 수로왕은 노해 종 탐

하리耽下里에게 명해 한비부주 보제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지마왕 4년(115) 가야가 남쪽 변경을 침략하자 왕이 친히 가야정벌에 나서는데, 오

히려 포위당해 퇴각한다. 지마왕 5년 장수를 보내 가야를 침략하고 왕이 강한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따라갔는데, 가야가 성을 굳게 지켜 다시 퇴각한다. 이렇듯 가

야의 국력과 전력은 강고했다. 

『삼국사기』는 「신라본기」12권, 「고구려본기」10권, 「백제본기」6권, 「연표」3권, 

「지」9권, 「열전」10권 등 모두 50권으로 구성되었다. ‘본기’는 사마천의 『사기』체재

에 의하면 천자天子의 사적을 기술할 때 쓰는 편명篇名이다. 제후의 경우 ‘세가世家’

라고 썼다. 유교의식이 강한 김부식도 자주적인 의식으로 중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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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것이다. 또한『삼국사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의 역사를

서술했다. 그럼에도 가야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역사를 남겼다.『삼국유사』도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편찬했지만 가야의 역사도 앞서 본대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삼국

사기』『삼국유사』라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대한 1차 문헌사료에 기록된 가야의

역사를 남한의 강단사학계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다.

3. 가야사를 임나흥망사로 보는 남한 강단사학계

3-1. 남한 강단사학계는 왜 가야사를 임나흥망사로 보는가?

강단사학계 원로 중 한 명인 주보돈(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은 2018년 한국고

대사학회에서 발간한『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가야사 연구가 매우 부진

하고 새로운 연구자의 동참도 거의 멈춰진 상태”라며 연구자들 내부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새로이 제기된 문제를 다루려면 당연하게도 활발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행되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가야사 분야에서는 유독 제기된 주제나 과제를 중심

에 두고서 연구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場)이 별로 마련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대체적으로 가야사를 구명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비판 없이

은근히 받아들이고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하를 함

께 면밀히 검토해볼 여지를 가지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외면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

는 경향성을 짙게 보여 왔다.”

강단사학계는 이른바 정설과 통설을 만들어 놓고 열린 태도로 치열한 학문적 토론

을 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위의 발언처럼 가야사 분야가 유독 심한데 왜 그럴까? 

강단사학계가 가야사를 임나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단사학계의 독특한 관행에

대해 말은 비판적으로 하지만 주보돈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강단사학계가 가야사

를 임나사로 보는 이유는 임나사를 만든 일제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일제 학자들이 주창한『삼국사기』, 『삼국유사』초기 기록 불

신론은 앞서 말한 대로 구체적인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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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초기 기록 불신론은 19세기 말 일본의 동양사학자인 나카 미치요를 필

두로 만주 철도와 와세다 대학에서 근무한 쓰다 소키치가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조

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 수사관 출신으로 한국 역사학계의 태두로 불리는 이

병도가 그의 제자다. 쓰다 소키치의 연구방법은 먼저『삼국사기』초기 기록을 무조건

적으로 비판한 후 일본 사료인『일본서기』·『고사기』에 의거해 일본 고대사를 연구

하는 방식이었다. 쓰다 소키치 등 대표적인 일제 학자들은『일본서기』와『삼국사기』

를 비교해『삼국사기』를 위서로 몰았다. 최재석은 “쓰다 소키치의 논리 전개의 특색

은 억측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 견해를 펼친다는 점이다. “후세의 사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벌써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쓰다 소키치는

미리 내려놓은 결론에 꿰 맞추기 위해 수많은 억측과 추측을 동원하여 자신의 견해

를 사실인 양 호도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 고 평가했다. 이 방식은 뒤에 살피지

만 남한 강단사학계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쓰다 소키치 등은 미리 정해 놓은 결론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

았다. 억측과 추단만 남발했다. 또 다른 일제의 대표적 식민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

쓰는 1949년에 『일본서기』의 과장·윤색·왜곡된 기사들을 조작해 임나일본부설任那

日本府說을 집대성해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를 펴냈다. 그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

선사편수회 수사관과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한국인 제자들을 키운 인물이

다. 임나일본부설은 야마토왜倭가 한반도의 가야(임나로 설정)를 정벌하고 임나일

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해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369~562)까지 가야(임나)

를 비롯해 백제와 신라 등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일제의 조선 침략이론이다.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임나’이다. 

일제 학자들은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라고 주창했다.

쓰다 소키치는 임나가 경상남도 남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스에마쓰는 임나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 걸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복 후 대부분의 한국

강단사학자들로부터 가장 치밀한 문헌고증학자라는 찬사를 받고 한국고대사 연구

의 발판과 토대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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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최재석은 한국고대사학계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스에마쓰는『삼

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조작되었다는 구체적

인 내용과 시기, 무슨 근거로 조작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논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스에마쓰는 아무런 사료 제시 없이 자신의 자의적 생각만을 펼치

며 역사학에서 벗어났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신편 한국사』에서 김태식은 가야사를 책임 집필

했다. 그가 「가야사 인식의 제 문제」, 「가야의 성립」, 「가야의 발전과 쇠망」를 썼고, 

김현구(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가야사의 대외관계」를 맡았다. 김태

식은 국정과 검정을 막론하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사를 집필하는 가야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태식은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한국사를 조작하고 왜곡

한 대표적인 일제 학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津田左右吉은 ≪일본서기≫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일 정도의 비판을 가하면

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가야 전역에 대한 지명 비정을 했다.” 

“今西龍은 가야지방 전역에 대한 답사 및 고분·산성 등의 분포 조사에다가 문헌 고

증적 연구를 더하여 지표 조사보고서를 내놓고, 거기서 행한 지명비정에 점차 수정

을 가하였다. 그 결과 가야 지명은 대개 낙동강의 서쪽, 섬진강의 동쪽으로 한정되

어, 대체적인 역사 연구의 기초 작업은 이루어졌다. 그의 일련의 연구는 지표답사와

문헌고증을 겸비하였다는 면에서 그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높이 평가할 점이 있지

만, 그것이 당시 史觀의 한계성을 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 후 末松保和는 기존의 지명 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일본 등의 관계 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간 대외관계사

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南韓經營論」을

완성시켰으니, 그 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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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은 쓰다 소키치와 이마니시 류, 스에마쓰를 합리적 설명을 추구하고, 지표답

사와 문헌고증을 겸비하고,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춰 남한경영론을 완성한 인물

들로 기록했다. 이병도의 제자로 2017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이기

동(동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상고사가 대단히

신화적, 설화적 내용으로 윤색되어 있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사료 비판이 어려

워 불확실한 문헌보다는 오히려 동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물질자료를 가지고 연구

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1차 문헌자료에 대한 사료비판은 역사학의 근간이다. 이를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은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다. 게다가『삼국사기』와『삼국유사』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편찬한 가장 기본적인 문헌사료인데, 이를 부정하고 문헌사료를 보완하는 고고학을

문헌사료 비판과 무관하게 앞세우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삼

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면 강단사학계는 어떻

게든 이를 자신들의 잣대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했다. “한국고고학계는 고고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 한국 고고학의 연구목적, 정체성, 방법과 이

론 등에 대한 논의가 극히 드물어 방법론의 부재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최성

락(목포대 고고학과 교수)은 말했다. 그는 고고학계가 어디에서 어떠한 유물이 나왔

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고 말했다. 남한 고고학계의 원로인 김원룡이 스에마쓰의 제자다. 그런데 고고학으

로 도피해 문헌사학을 부정하는 강단사학계도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고고학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다. 강단사학계에서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고고학 자

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단사학계는 정설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부분적인 대응논리를 슬쩍 내세우면서 위기를 넘겨 왔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과 2017년에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김정배(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

수)의 글이다.

“특히 한국고대사 분야에서 국가 기원 및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미국인류학계의 성

과가 소개 수용되고, 또한 국내에서 새롭게 축적된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 종래 불신되었던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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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초기기록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기원 및 형성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강단사학계는 ‘부체제론’, ‘『삼국사

기』불신론 수정설’ 등을 내며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불신

론을 고수했다. 그리고 이에 의거해 국정과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왔다. 고조

선 연구도 1차 문헌사료나 고고학 자료에 의한 귀납적·실증적 연구가 아니라 임나

일본부설에 입각한 『삼국사기』, 『삼국유사』불신론에 입각할 뿐 실증적으로 접근하

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제 학자들의 주장을 실증사학이라 명명하고 조선총독부에서

그들의 논리를 전수한 이병도와 신석호 등을 실증적인 역사학자로 존숭했다. 우리

나라에서 고조선 연구로 1호 박사학위를 받은 송호정(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다음

과 같은 발언에 그 실상이 드러나 있다.

“고조선사가 하나의 일괄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의 발전 단

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대개 삼국 초기부터 고대 국가

성립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고조선도 일찍부터 발전된 국가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국 초기는 아직 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보

는 논자들은 고조선을 삼국 초기 단계와 비슷한 초기 국가 단계로 이해한다. 이러

한 인식 차이가 고조선사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사에 대

한 해명은 이러한 한국 고대사에 대한 기본 인식을 포함하여 그 발전 논리가 명확

히 정리되면 좀 더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단사학계는 삼국이 서기3~4세기경까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전제를 설정

해 놓고 고조선 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강단사학계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계승한 학자들 간에 단군을 비롯해 고조선의 역사와 고조선 이전의 역사

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삼국과 가야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즉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에서 나온 열국

의 역사를 고조선과 끊어내 고조선 수천 년 역사를 허구로 만들고, 열국의 역사도

초기부터 조작된 역사라고 본 일제 학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강단사학계에서 면면

히 이어져왔다. 송호정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노태돈(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

수, 전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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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은 고조선 사회의 외곽에서 시간적 선후를 지나며 각각 성립했고, 4세기 중반 이후 서

로 국경을 접하게 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상호 깊은 교섭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에 따라 삼국 간에는 각각의 개성적인 면모가 많이 존재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삼국 초기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에서는 일정한 공통성을 보여준다. 부

(部)체제는 그러한 면이다.”

임나일본부설에 따라 삼국과 가야의 국가형성을 수백 년 씩 늦추기 위해 나온 것이

부체제설이다. 물론 가야는 별도여서 망하기까지 통일된 고대 국가로 형성하지 못

했다는 것이 강단사학계의 주장이다.『삼국사기』와『삼국유사』의 기록이 고고학적으

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1차 문헌사료와 달리 수 백 년 간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느슨한 부족연맹체였다

는 주장이다. 삼국의 왕은 한 부의 족장에 불과했다는 설이다. 부체제 설은 삼국이

“고조선 사회의 외곽에서 시간적 선후를 지나며 각각 성립했다”고 전제한다. 『삼국

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삼국과 가야는 고조선에서 나온 국가다. 『삼국사기』

는 제1권 「신라본기」를 첫머리에 두었는데, 첫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시조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년 4월 병진일에 즉위

해 호칭을 거서간이라 했다. 이 때 나이는 13세였다. 나라 이름을 서나벌이라 했다. 이에 앞

서 조선의 유민遺民들이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6촌을 이루고 있었다.”

6부의 사람들이 혁거세의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해 떠받들었고 이때 이르러 임금으

로 세웠다. 이 기사에서 거서간은 진한 말로 왕이라고 명기했다. 조선의 유민流民이

아니라 유민遺民, 즉 원래 남아있던 조선 사람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세웠다고 분

명하게 밝혔다. 신라도 고구려·백제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에서 나왔음을 기록한 것

이다.  그러나 노태돈은 “삼국이 고조선 사회의 외곽에서 나왔다면서 삼국과 고조

선의 역사적 계통과 맥락을 잘라내고 부정했다. 서기전 24세기에 건국돼 2천년 이

상 지속된 고조선에서 나온 삼국과 가야가 다시 족장사회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김태식은 가야연맹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지도교수가 노태돈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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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태식의 임나흥망사 비판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2001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하

기로 결정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구성돼 2002~2005년에 1기, 

2007~2010년에 2기 활동이 있었다. 관련 기사를 보자.

“한·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역사학자들의 공동연구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그동

안 일본 쪽이 주장해온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는 2001년 10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로 출범해 2005년 3년 동안의 제1

기 활동을 마쳤으며, 2007년 6월부터 제2기 활동을 시작했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공

동연구위)의 한 위원은 22일 “한·일 고대사 부분에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공동연구위에서 일본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서 일부 활동했을 수는 있지만, 임나일본부라는 공식 본부를 설치해 지

배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고대사 부분에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임나일본부설이

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야마토왜가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

했다는 점이다. 일본이라는 명칭은 7세기 중엽 이후에 쓰였으니, 애초에 서기 4~6

세기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다. ‘일본부’는 8세기에『일본서기』편찬자가 쓴 표현이다. 

4~6세기에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는 국가가 없었다. 일본은 8세기 이후에 통일국

가를 이루기 시작했다.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에 어떤 기구를

설치해 그 지역을 경영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었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이『삼

국사기』와『삼국유사』기록대로 서기 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에 건국해 주변지역

을 통합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면 8세기 이후에 국가를 형성하는 일본이 4~6세기에

한반도 남부에서 지배·경영 또는 우위에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임나일본

부에서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는 ‘임나’다. 가야가 임나라는 전제가 핵심이다. 이것

만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는 명칭을 뭐라 하든 얼마든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기조

를 유지할 수 있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1차 문헌사료나 고고학적 사료가

전혀 없자 “낙랑군 등의 존재는 한의 직접적 지배라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문화중계

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라며 한사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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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문제를 문화중계지라는 성격문제로 돌린 김정배의 주장과 같은 프레임 전환이

다. 강단사학계의 비학문적인 관행이 계속 유지되는 커다란 축에 위와 같은 언론들

의 카르텔이 있었다. 가야사를 연구한 고고학자 안춘배(전 부산시 문화재위원장)는

임나일본부설이 여러 양태로 끝없이 유지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일본의 고대사연구가 유독 한일고대관계사 부분에만 이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유가 있다. 일본의 역사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오늘의

일본으로 발전하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야마토정권이 4~5세기에 있어서 일본의 남한경영

(南韓經營)을 전제로 하여 성립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일본역사학계의 한일고대관계사에 관한 잘못된 이해는, 새롭게 드러나는 한일

고대관계사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그들이 구축해온 일본고대사의 체계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진퇴유곡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

문의 세계에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계속적인

수정을 시도하여 ‘임나일본부설’의 내용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어떠한 형태로

든지 고대에 한반도 남부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 했었다는 주장만은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다.”

안춘배의 분석대로 어떤 형태로든 야마토왜가 고대에 한반도 남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일본사학계를

내밀하게 추종해온 남한 강단사학계가 지금껏 구축해온 한국사의 체계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고 진퇴유곡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야마토왜가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력

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지는 뒤에서 살피겠다. 김태식과 이영식, 김현구 등은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이영식이 한 말에 답이 있다.

“쓰에마츠는 임나일본부를 실권이 미약한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왜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단

순 사절로 파악했다. 관청을 뜻하는 부府는 문장 상 첨가된 것에 불과하고, ‘안라安羅에 있는

왜신倭臣들’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일 것이라 했다. 임나에 상설된 왜의 기관이나 지배

자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근대 조선총독부와 같은 행정관청의 존재는 상정할 수 없다.”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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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나일본부론은 임나의 직접 지배를 상정했던 전체적 기술과는 자기 모순

적이었다. 그러나 일본부의 실체를 왜왕의 사신으로 파악하고, 부府의 한자漢字를

『일본서기』가 첨가한 말로 파악했던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후

에 쓰에마츠의 연구를 부정하고 임나일본부를 임나에 파견된 외교 사절로 파악하

는 해석의 단서가 되었다.”

김태식과 이영식, 김현구는 모두 스에마쓰가 내세운 안라왜신설을 추종한다. 가야

사를 연구한 권주현의 말이다.

“김현구, 이영식, 연민수 등은 일본학계에서 일어난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 기사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본서기가 가진 사료적 가치를 활용하여 연구

를 진행시켰으며, 임나일본부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했다. 이

들의 연구는 각각의 세부적인 견해차가 있으나, 임나일본부의 성격을 왜의 통치기

관이나 백제의 군정기관과 같은 관청이나 기관이 아닌, 임나에 파견된 왜의 사신들

로 이해하고 있는 점은 공통된다. 이는 일본고대사학자의 연구 성과의 진전과도 궤

를 같이하고 있다. 이들의 학설을 ‘외교사절설’이라고도 하는데 한일고대사학회에

서 가장 주목받는 해석이다.” 

권주현은 다른 의도에서 이들의 주장을 다뤘겠지만 그의 말처럼 김현구, 이영식, 연

민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실장) 등은 스에마쓰를 비롯한 일제 학자들의 주장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며 『일본서기』에 의거해 가야사를 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다. 그들은 일본 고대사학자의 주장을 따르며 대동소이하게 스에마쓰의 ‘외교사절

설’이라는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남한 강단사학계 거의 모든 이

들에게 해당된다. 김태식이 대표적인데 잠시 후 살피겠다. 이들은 이영식 처럼 모두

겉으로는 스에마쓰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다. 앞서 인용한 말에 이어지는

스에마쓰에 대한 이영식의 발언을 계속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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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의 시각과 전체적 서술은 이전까지의 연구를 총망라했던 것으로, 4~6세기의 일

본이 임나를 직접 지배하고 백제와 신라를 간접 지배했다는 결론은 일본의 전통적인 출선기

관설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출선기관이란 출장기관의 일본어적 표현이다. 우리에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고대에서 1960년대까지의 일본학계를 대변했던 용어였다. 고대 일본

이 4~6세기 동안 한남부를 근대의 식민지처럼 경영했는데, 그 출장기관이 임나일본부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성행했던 이른바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의 골자를 이루었던 견해였다.” 

이영식은 앞에서 스에마쓰의 안라왜신설이 임나의 직접 지배를 상정했던 그의 전

체적 기술과 자기 모순적이었다고 슬쩍 언급해놓고는 결국 스에마쓰의 연구 시각

과 전체적 서술은 이전까지의 연구를 총망라해 일본의 전통적인 출선기관설을 대

표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스에마쓰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야마토왜의 식민지배라

는 인식에 입각해있다. 이를 어떻게 구가했는가는 방법론에서 하위개념으로 다양하

게 내세우면 그만이다. 북한학계는 남한의 강단사학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

다.

“한편 일제어용사가들은 조선의 백제, 신라의 건국 연대를 3~4세기로 끌어내리었는데 그것

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 나라들의 건국을 늦추어야 야마또정권의 지배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야의 건국연대는 아예 논의대상에서 뺐다. 그런데 비극은 민족사를 주체

적 입장에서 바로 해명해야 할 남조선 학계가 일제의 임나일본부설의 포로가 되어 백제, 신

라, 가야 건국 4세기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학계가 지적한 바대로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고구려가 3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야 연방제적인 초기 고대국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와 달리『삼국사기』

는 고구려 모본왕이 재위 2년(서기 49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漢의 북평北平, 어양

漁陽, 상곡上谷, 태원太原 등을 공격했는데, 요동태수 제융祭肜이 은혜와 신의로 대

우해 다시 화친했다.”고 서술했다. 지금의 북경 일대와 산서성 성도城都인 태원시가

있는 부근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다. 『삼국사기』는 또한 고구려 태조대왕

3년(서기 55년)에는 “요서에 열 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 군사의 침략에 대비했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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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발전의 속도가 늦어 3세기까지 12국

으로 구성된 진한소국연맹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라의 건국을 아무런

사료 근거 없이 늦추고 고구려의 지원으로 임나가라를 물리쳤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편 신라는 그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그 힘을 빌어 강적인 任

那加羅를 물리치고 낙동강 東岸의 유일한 패자로 대두하기도 하였다. 결국 신라는 4세기 후

반 나물이사금 때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초기 고대국가를 이룩할 단서를 잡았으나 고구려의

간섭 속에 이루지 못하고, 5세기 전반 눌지마립간 때에 와서 단위 정치체인 6부를 왕권에 종

속적으로 연합하여 초기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 

가야를 임나로 전제하고 신라가 강적이었던 임나가라를 물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강단사학계가 당시까지 17대 내물왕 때에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한 주장에서 19대

눌지왕(417~458년) 때로 더 늦췄다. 그것도 초기 고대국가 ‘형성’을 말한 것으로 고

대국가가 성립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임나가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고령으로 보는 견해와 경상남도 김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여러 가지 사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임나가라는 원래 임나(창원)와 가야(김해)의 합칭이되, 

광개토왕릉비의 ‘任那加羅’는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한 가야연맹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광개토왕릉비의 임나가라가 현재의 창원과 김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를

한·일 역사학자들이 합의했다. 2018년에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이었던 하일식(연세대

학교 사학과 교수)의 말이다.

“통틀어 ‘가야’라고 묶어 부르기는 하지만, 여러 지역별로 작은 정치체들이 제각기 존재하였

다. 대가야,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이다. 이들 정치체들이 통합되지 않은 채 오래 이

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견이 없다. 과거에는 이들을 막연히 묶어서 ‘연맹체’로 설

명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심이 옮겨갔다고 보고 전기 연맹, 후기 연맹으로 파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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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최근에는 백제·신라나 왜를 대상으로, 한반도 동남부 지방의 각 정치체가 연맹이라고

할 만한 통일된 움직임을 보였는가에 회의적 견해가 많다. 오래된 가야사 이해가 새롭게 재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일식의 말대로 강단사학계는 가야가 여러 지역별로 작은 정치체들이 제각기 존

재하면서 통합되지 못하고 오래 이어졌다고 보는 데에 이견이 없다.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등에 대한 학문적인 사료비판 없이 일제 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

기 때문이다. 위의 말 중에서 막연히 묶어서 ‘연맹체’를 설명하고, 전기·후기를 나눠

주장한 이가 김태식이고, 연맹이라고 할 만한 통일된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는 이가

이영식, 주보돈 등이다. 물론 이들 모두 일제 학자들의 주장을 따랐을 뿐 사료적 근

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 모두 스에마쓰의 『임나흥망사』에 기반하고 있는

설들이기 때문이다. 김태식의 주장을 보자.

“가야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삼국유사』 왕력이나 가락국기에 의하면 가락국 수로왕이

후한 광무제 건무18년 임인, 즉 서기 42년에 태어나서 대가락, 또는 가야국의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가야사의 시작, 또는 가야에 소국과 같은 정치제가 형성된 시기

에 대해서는 이를 기점으로 하여 ①기원 전 2세기 이전 설, ②기원 전후 설, ③2세기 중엽 설

④3세기 후반 설 등이 있다.” 

위 네 개 설 중에 김태식의 선택은 마지막 네 번째 설이다.

“그러나 가락국기 및 그와 관련된 『삼국사기』초기 기록들에 보이는 기사들은 그대로 인정하

기 어렵다고 하여,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추어 보아야

한다.” 

김태식은 『삼국사기』초기 기록들에 보이는 기사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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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국의 개국 기년은『삼국유사』의 왕력 및 가락국기에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壬寅, 

서기 42)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대는 후대에 신라 또는 고려인들이 중국 연호를 사용하

여 삼국 및 가야의 편년을 재조정할 때 조작된 것으로서, 실제의 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야 지역에서 사회 통합이 한 단계 더 진전되어, ‘가락국(가야국)’이라

고 지칭할 정도의 작은 단위 소국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였을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초

기 기년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중국 진(晉)나라의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삼국지』제30권 위서 동이전에 이른바 ‘변진 12국’ 가운데 하나로 ‘구야국狗倻國)’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후반 무렵에는 구야국, 즉 가야국이라는 정치적 실

체를 중국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대로 가락국의 건국 사실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

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사실은 『삼국사기』등에 명확하

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김태식은 이를 아무런 학문적 근거 없이 조작된 것이라

고 한다. 그리고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건국사를 기록하지 않은 『삼국지』위지 동

이전을 여기에 끌어들인다. 쓰다 소키치는 『삼국사기』기록을 부정하기 위해 『삼국

지』위지 동이전을 끌어들였다. 서진西晉의 진수陳壽(233~297)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풍속·제도·문물·중국과의 관계 등을 전하

는 자료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등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우리 민족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우

리 민족의 특징적인 문화들을 타자의 눈으로, 그것도 중화주의에 따른 춘추필법에

의거해 서술했다. 『삼국지』위지 동이전은 백제와 신라, 가야가 확고하게 고대국가

를 확립한 시기에도 한반도 남부에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변한 12개국이 난립

한 것으로 봤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쓴 기록들이 혼재돼 있다. 쓰

다 소키치는 『삼국사기』등에 대한 사료비판을 하지 않고, 임나일본부설을 정립하기

위해『삼국지』위지 동이전을 활용했다. 이를 김태식이 그대로 추종한 것이다. 그러

면서 김태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나일본부설은 일제시기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한국고대사를 왜곡시키고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조장했다. 사실 그들이 ‘임나’라

고 부르는 곳은 고대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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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김태식의 전형적인 어법이다. 겉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fact이

아닌 것을 사실fact인 것처럼 섞어 넣는다. 계속 그의 글을 보자.

“그러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전자의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당시의 가야 소국들이 신라나 백제와 구분되는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의 반영이며, 그 임나를 왜 측에서 친근하게 여긴 것은

이들과의 빈번한 교역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6세기

의 후기 가야 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결론은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추론과정을 거쳐 나와야 하

는데, 김태식은 무엇 하나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확실하다. 가야가 임나라는 것이다. 김태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등의 기록은

근거 없이 부정하고, 『일본서기』를 사료비판 하지 않고 갖다 붙인 결과다. 

그의 글이다. 

“4세기 초는 동북아시아 역사상 변란의 시기였다. 중국 북방의 새외민족인 오호(五胡)의 침

략으로 진(晉)은 양자강 남쪽으로 옮겨갔으며, 고구려 미천왕은 이 기회를 틈타 313년과 314

년에 한반도 내의 중국 군현인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했다. 그 결과 기존의 낙랑을 중계 기

지로 한 중국의 선진 물물 교역 체계가 붕괴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남부에서 낙랑과의 원거

리 무역을 통해 발전하던 김해 가락국의 영도력에도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가야 연맹 내에 내분이 일어나 상호간의 충돌이 이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반도 내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었다는 1차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는 일체 없다. 

미천왕 때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했다는 1차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 또한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있지도 않은 중국의 낙랑군과 대방군의 병합에서 가

야가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중국이 설치한 식민통치기관인 낙랑군과 대방군(그 실

재여부는 논외로 한다.)의 선진 문물 체계가 붕괴돼 가야연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

게 되었다고 김태식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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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멸망한 313년 이후로, 김해의 가야국은 위기의식을 느껴 신라에게 화친을 청한 것이

아닐까 한다.” 

김태식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다.

“앞에서 4세기 이후로 가야 지역에 내분이 일어났다가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직

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그 기원은 4세기 초에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킨 데

있다. 즉, 한반도 북부의 선진 문물 중개 교역 기지였던 낙랑군·대방군이 멸망하자 그와 관련

되어 있던 한반도 남부의 중개 교역 기지인 경남 해안 지대의 가야 연맹이 혼란에 빠졌던 것

이고, 백제가 4세기 후반에 옛 대방 지역을 점령하고 해상 교통로를 통하여 한반도 남단의

김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자 가야 연맹이 다시 교역 기지의 역할을 회복하면서 수습되었던

것이다.” 

가야가 약화된 원인이 낙랑군과 대방군의 멸망이라며 설명하고, 4세기 후반 백제의

역할로 가야가 다시 회복하고 수습되었다고 한다. 백제를 슬쩍 끼워 넣었다. 그럼

백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 뒤에 살피지만 바로 ‘왜’다. 이것이 일제가 정립

한 타율성론의 핵심 이론이다. 김태식이 내세우는 핵심논리는 다음과 같다.

“가야 서남부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신라의 진출을 견제한 백제는, 530년대 후반의 어느

시기에 안라에 친백제 왜인 관료 이키미(印岐彌)를 파견하여 이른바 ‘임나일본부’, 즉 안라왜

신관(安羅倭臣館)을 설치했다. 백제는 아마도 자기 나라에 온 왜국 사절인 이키미를 포섭하

여 왜에 가까운 안라의 관사에 주재케 한다는 명분으로 일을 추진했으되, 그에게 맡긴 직무

는 백제와 왜 왕조 사이의 통상적인 교역의 대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는 구례모라성의

축조로 탁순에 압력을 넣을 수 있게 되자, 5세기 후반 이래의 대외교섭 부진을 만회하면서도, 

당시 화친관계에 있던 신라나 해당 지역에 있는 가야 제국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백제는 가야 연맹 남부 제국의 새로운 영도 세력인 안라에 친 백제

왜인 관료들이 상주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매개로 하여 대왜교섭에 유리한 탁순로卓淳

路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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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백제가 가야 서남부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신라의 진출을 견제했다

는 사료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530년대 후반의 어느 시기에 안라에 친 백제 왜인 관료 이키미를 파견

하여 이른바 ‘임나일본부’, 즉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

료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백제는 아마도 자기 나라에 온 왜국 사절인 이키미를 포섭하여 왜에 가

까운 안라의 관사에 주재케 한다는 명분으로 일을 추진했으되, 그에게 맡긴 직

무는 백제와 왜 왕조 사이의 통상적인 교역의 대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

는데, 그 사료근거는 무엇인가? 

넷째, 백제는 구례모라성의 축조로 탁순에 압력을 넣을 수 있게 되자, 5세기

후반 이래의 대외교섭 부진을 만회하면서도, 당시 화친관계에 있던 신라나 해

당 지역에 있는 가야 제국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료근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백제는 가야 연맹 남부 제국의 새로운 영도 세력인 안라에 친 백제 왜

인 관료들이 상주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매개로 하여 대 왜교섭에 유리한

탁순로卓淳路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료근거는 무엇인가? 

여섯째, 『삼국사기』, 『삼국유사』등에 위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만약, 김

부식과 일연선사가 이 사실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

인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일곱째, 위의 견해가 스에마쓰 등의 주장과 같은데, 그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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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이 백제를 내세우지만 이미 스에마쓰가 주장한대로 왜가 한반도 남부의 정

세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복하는 견해다. 위의 지명도 스에마

쓰의 주장에 따라 설정했음은 물론이다. 김태식처럼 백제를 겉으로 내세우며 안라

왜신설을 주장하는 김현구의 다음과 같은 논리와 일치한다.

“백제에서 동성왕(재위 479~500)과 무령왕(재위 501~22)이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그들과 같

이 성장했다고 여겨지는 케이따이천황(재위 507~31)이 재위에 오르면서부터 양국관계는 급

속히 가까워진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가 서로 자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

해서 이전투구(泥田鬪狗)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군사원조

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

다.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보트는 일본이 쥐

고 있었다.”

삼국이 모두 일본에 군사원조를 요청하거나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못하

도록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캐스팅 보트를 일본이 쥐고 있었다고 한다. 

모두 스에마쓰의 등의 주장에 입각한 견해다. 왜가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왜가 당시 정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가야는 없다. 왜가 주체인 것이다. 그래서 고대사연구가 황순종은 “일왕이

성왕에게 ‘너’라고 부르며 꾸짖는『일본서기』기사를 김현구는 “야마토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일왕은 황제로서 백

제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백제왕은 제후로서 천황에게 상표를 올렸다는 이런 기사

를 믿는다면 백제는 명백하게 일본의 속국이며 신하의 나라라는 뜻이 된다. 더구나

그 내용이 백제왕을 ‘너’라고 하대하면서 질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된다. 김현구는 왜가 백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고 에둘러 표현하

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제가 왜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541~544년 사이는 물론 성왕 재위 32년(523~554)동안 단 한 건의 일본 관계 기사

가 없는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비판은 김태식에게 그대로 해당된다. 김태

식은 안라왕이 왜신들을 통해 안라왜신관을 운영하여 신라와 교통케 함으로써 안

전을 도모했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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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라왕은 이를 가야 연맹 제국이 신라와 백제로부터의 외부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막이로

활용했고, 그런 과정 중에 가야 연맹 내에서 안라의 지위를 높였다. 그러므로 안라왜신관은

대외적으로는 성립 당시와 같이 왜국 사절 주재관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되, 실제적으로는 안

라왕의 지휘를 받아 안라를 비롯한 가야 연맹 제국의 독립 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교 지원

기관, 즉 ‘안라의 특수 외무 관서’로 변질되었다. 그러한 성격의 기구를 ‘임나일본부’라고 부르

는 것은 적합지 않으며, 안라에 위치하고 안라가 운영하는 왜인 관료 주재관이라는 뜻에서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안라는 그 후 주변의 가야 남부 소국들을

연합함으로써, 북부의 대가야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 

앞서 필자가 김태식에게 물은 바처럼 그는 위 주장의 사료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안라가 왜 한반도에 있는 것인지 사료에 입각해 밝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안라왜

신을 통해 안라가 주변의 가야 남부 소국들을 연합하며 강성해졌다고 한다. 즉 야마

토왜의 안라왜신관이 가야연맹을 주도하면서 낙랑군에 이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논리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의해서만 역사발

전의 추동력이 생긴다는 타율성론에 충실한 주장일 뿐이다. 노태돈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해 보자.

“일본이란 국호는 7세기 후반 사용되었다. ‘임나일본부’란 명칭은 일본서기의 분주(分註)에 나

오는데, ‘안라일본부’라는 명칭도 보이나, 당시의 정식 명칭은 ‘재안라왜신등(在安羅倭臣等)’이

다. 6세기 들어 백제와 신라가 가야지역에 압박을 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되었다. 특정한 기관이나 기구 명칭이 아니라, 아라가야에서 활동하던 인물을 집단적으로 칭

한 것이다. 그들이 활동하며 머문 지역은 안라였다. 그 구체적인 구성원은 왜의 왕실에서 파

견한 이들, 북규슈 지역의 세력가, 가야계 인물 등이다.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주민들 간

에는 상호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졌다.” 

백제와 신라가 가야지역에 압박을 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안라일본

부’(재안라왜신등)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응 주체는 왜다. 백제와 신라에 대

응(이것이 남선경영론이다.)하기 위해 왜의 왕실에서 파견한 이들, 북규슈 지역의 세

력가, 가야계 인물들이 가야에 머물며 활동했다고 한다. 이처럼 야마토왜가 가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부에서 유력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강단사학계에서는 중요하

다. 그들에게 사료적 근거는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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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말 이래로 왜의 세력 또는 왜인들이 가야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왜국의 한반도지역에 대한 영역지배는 없었다. 임나일본부

를 왜의 조정이 가야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관으로 상정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세기 말이래 왜의 세력이 가야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군사 활동도 했다고 한다. 전시

도 아닌데 타국에서 활발하게 정치적·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군사 활동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왜국의 한반도지역에 대한 영역지배는 없었다면서 임나일본

부설을 비판하는 모습을 취한다. 고대에 왜가 한반도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만

넣으면 임나일본부설은 유지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이 한반도

에서 단기적인 군사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위의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임나일본부설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거론되

는 김현구의 주장을 보자.

“따라서 당시 야마또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원조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의 군원 요청에 대해 야마또 정권은 9회에 걸쳐 원군이나 말, 배, 활과 화살, 

식량 등의 군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현구는 “야마또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 원조였

다.”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의 임나일본부설 변천사를 정

리하면서 김태식이 한 말을 보자.

“첫째로, 왜군이 한반도 남부에 군사침략을 하여 임나를 지배했다는 가설을 아직까지 포기하

지 않은 일본 학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한결 같이 그 군사 지배의 시기와 폭을 축소하

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전시키고 있다....둘째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임나 문제를 일본의

야마토 왜와 가야 지역 사이의 직접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그 중간에 백제의 역할을 중시

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즉 5세기 후반에는 왜가 임나를 직접 지배했으나 6세기 전반에는

백제를 사이에 끼고 간접 지배했다든가 {山尾幸久}, 또는 아예 임나일본부를 백제의 가야직할

령 통치기관으로 보면서 다만 백제가 왜로부터 왜인 용병을 받아 그곳을 통치하되 왜계 백제

관료가 이를 지휘했다든가{金鉉球}, 531년 이후 가야는 실질적으로 백제의 조종을 받고 이었

으며, 당시 백제는 왜군 파견을 구하여 받아들였으니 그들은 왜국에게 종속적 동맹관계에 있

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鈴木英夫}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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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사학계는 일본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야마토왜와 가야지역 사이에 백제를 끼웠

고 야마토왜의 군사 활동을 넣은 것이다. 북한학계의 비판이다.

“야마또정권의 이른바 군사력이 조선에서 활동한다는 내용자체가 《임나일본부》설의 기본 골

자인진대 앞에서는 긍정하는척하다가 뒤에 돌아서서는 손바닥뒤집듯 부정하니 그것을 무슨

심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일본서기』임나관계 기사의 고찰은 야마또의 군사들이 개입되여 벌어진 사건들이 일본서부

기비지방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언제 한번 야마또의 큰 무력이 조선에

와 본적이 없었다는 것과 또 그럴 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일

본의 고고학적 자료가 명백하게 증시해 준다.” 

강단사학계에서 ‘임나일본부’, ‘안라일본부’, 재안라왜신등‘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임나일본부설의 기본 골자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낙랑군의 역

할을 임나일본부가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제국의 동방을 향한 전진기지인 낙랑군의 문화는 그 고분 출토 유물이 전하듯 우수하고

화려한 면을 지녔다.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의 여러 소국들은 낙랑군의 교역을 통해 한의

문물을 수입해 갔으며, 아울러 낙랑군은 교역을 통해 여러 소국에 통제력과 영향력을 뻗쳤다.” 

한 제국의 동방을 향한 전진기지인 낙랑군의 문화는 우수하고 화려했고, 한반도 남

부와 일본열도의 소국들에 통제력과 영향력을 뻗쳤다는 위의 견해는 강단사학계의

정설이다. 강단사학계는 낙랑군 등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보면서 한반도

전체가 낙랑군의 통제력 아래 있었고 그 통제력과 영향력으로 한국의 문명이 성장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고구려가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을 병합했다는 4세기 이

후에는 임나일본부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는 논리구조다. 앞서 김태식이 낙랑군이 병

합되자 가야연맹이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대동아공영에 나서야 한다는 일제의 논리와 같은 선상에 있

다. 이렇게 일본의 시각에서 한국사를 보는 것은 일제 학자들이 『일본서기』에 입각

해 천황제를 확립하고자 한 시각을 강단사학계가 내밀하게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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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임나(任那)’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명칭

은 주로『일본서기』에 나온다.『일본서기』의 임나관계기록이 과연 얼마만큼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6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계체기와 흠명기 이후의

기사에 대해서는, 천황 중심적 문장 수식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신빙성을 두는 편이다.” 

김태식은 “일본에서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임나(任那)’라는 것

이 있는데 그 명칭은 주로 『일본서기』에 나온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임나라는 명

칭은 거의 『일본서기』에 나온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도 임나가 한반도 일부지역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일본서기』를 통해서도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일 수가 없다. 

임나의 위치를 『일본서기』스진(崇神) 65년조는 “임나는 북큐슈(北九州)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任那者 去筑紫國

二千餘里 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고 했다. 한반도에 있는 가야의 북쪽은 바다로 막

혀 있을 수가 없다.

『일본서기』는 야마토 정권이 천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8세기에 편찬했다. 위서라

는 평이 있을 정도로『일본서기』에는 과장과 윤색, 조작과 왜곡기사가 많다. 편수책

임자도 밝혀지지 않았고, 편년도 허술하다. 『삼국사기』등 역사서들은 대개 편찬 배

경과 의도를 밝힌다. 『일본서기』는 서문이나 발문, 지志, 열전列傳 등이 없다. 모든

사료가 그렇지만 특히 『일본서기』는 엄밀한 사료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

는 사료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등이다. 김태식처럼 계체기와 흠명기 이후의 기사

에 대해 비교적 신빙성을 두고 보는 식은 곤란하다. 주보돈이 김태식에게 가야의 단

일연맹체론을 고수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질

문했다.

“차라리 日本書紀와 우리 측 기록을 냉정하게 보면 하나의 단일연맹체를 설정하려면 日本書

紀의 任那에서 오히려 여러 정치세력이 모여 하나를 지향하려 한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

라리 임나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이럴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러나 그 밖에는 문헌상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고고학적으로도 저의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의 정치체로 움직였다면 하나의 증거라도 제시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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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연맹체설을 주장하는 김태식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측의 문헌적·고고

학적 증거가 없으니『일본서기』의 임나라는 용어를 이용하라고 한다. 그 외에 근거가

있다면 하나라도 제시하라는 물음이다. 이에 김태식이 답한다.

“연맹체의 구조와 관련된 질문이신데 제일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료 상으로는 임나라는

용어가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日本書紀나 임나일본부설에 너

무 오염되어 있고 일본 측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구조로는 삼국사기 식

의 개념이나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연립체가 끊

임없이 분립하려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저적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서기』의 임나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겉으로 주장하면 실상이 드러나니

“일단”은『삼국사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김태식과 주

본돈의 차이다. 주보돈은 직설적인 편이고 김태식은 교묘한 화법을 즐겨 쓴다. 결국

둘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주장하는데 어법이 다를 뿐이다. 주보돈은 김태식이 주장한

“전·후기 가야연맹체설도 아무런 검증 없이 지금껏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실상”이며, 

김태식의 주장들이 한 차례도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건너 뛴 채 오직

그럴듯하다는 막연한 느낌만을 갖고 다수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기

정사실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가야사 연구의 출발 선상에서부터 가야 정치체의

성격에 대해서 개념은 매우 불분명하게 남겨둔 채 단순히 연맹체라고 규정한 이래

지금껏 이를 무조건 당연하게 여김이 지배적 경향이었다. 가야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과연 그런 용어가 부합하는지 등의 여하 문제를 놓

고 본격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보돈의 일침이다.

“가야사가 부진한 일차적 요인은 바로 그와 같은 자세에서 비롯된 바가 작지 않다. 근거가 박

약하고 모순되며, 논리가 대단히 허술한 주장임에도 기존 연구자들은 논쟁을 거치지 않고 합

세해서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묵시적 동의를 함으로써 고착시켜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와 같은 분위기라면 여느 신진기예(新進氣銳)의 연구자라도 힘에 눌려서 감히 호기롭게 도

전해 볼 엄두를 내기가 힘들 터이다. 기설 연구자들이 모두 자설(自說)을 고수하기에 급급하

고 무조건 합심하여 방어하려 함으로써 문제제기가 스며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만

것이 근본적 문제였다.” 

물론 주보돈의 임나흥망사도 김태식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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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는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 측 사서에 보

이는 가야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그 위치는 현재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서 지역의 경

상남북도 일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무난하다. 뒷날 대체로 경상우도慶尙右道라 일컬어진 지역

에 해당하는 셈이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몇몇 지명에 대한 비정을 통하여 임나의 영역이 현

재 전남 동부지역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주보돈은 임나란 용어가 광개토왕비와 우리 측 문헌에도 나오니 그 자체는 일본의

창작이 아닌 게 명백하다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임나 자체는 당연히 한반도에서 만

들어진 명칭이다.”라고 한다. 주보돈의 책 제목처럼 임나일본부설은 다시 되살아나

는 망령이다. 임나일본설이 되살아나는 망령이 된 이유는 강단사학계와 언론이 굳건

한 카르텔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이영식의 임나흥망사 비판

이영식과 김태식의 논리는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약간의 차이라면 김태식이 가야사

와 관련해 단일연맹체론을 주장하고, 이영식은 가야가 단일연맹체 수준에 미치지 못

했다고 보는 점이다. 둘 다 스에마쓰의 주장에 따라 가야사를 임나흥망사로 보기 때

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김태식이『일본서기』에 의거하는 게 맞

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삼국사기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장막을 친다면 이영식은

『일본서기』에 근거하는 건데, 현대적인 국가 의식을 적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말

한다.

“임나일본부 연구를 한국과 일본이라는 현재적인 국가 의식의 과잉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현대적 국가 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서기』로 다

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일본학계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배의 주체만을 왜에서

백제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서기』의 정밀한 사료비판은 다음 문제

일 수 있다. 임나일본부의 해석은 임나일본부가 기록된 흠명기에 천착해 볼 일이다. 흠명기欽

明紀의 기술에 신공기神功紀와 관계되는 것같이 보이는 부분은 『일본서기』의 역사관이나, 

『일본서기』가 인용한 「백제삼서百濟三書」에 포함되었던 백제의 외교적 주장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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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일본부 연구를 『일본서기』에 의거해 연구하자는 말이다. 『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본서기』에 대한 정밀한 사료비판은 다음 문

제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적인 국가 의식에 근거해 『일본서기』를 보지 말자고 하는

데, 사실상 표현만 달리할 뿐 강단사학계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강

단사학계는 『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거나 『일본서기』에 대한 정밀한 사료비판을

미룰 필요도 없다. 지금껏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보돈의 말대로 한 번도 제대

로 된 검토나 토론 없이 가야사의 정설과 통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영식

은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있

는 그대로의 『일본서기』기록은 과연 어떤 것일까? 

“720년에 편찬된『일본서기』는 고대 국가의 완성을 기념하는 이념적 산물이었다. 율령律令이

라는 중국적 기초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를 구현하고자 했던 율령국가 완성의 기

념비가『일본서기』였다.『일본서기』의 역사관이나 편찬 방침이 율령국가적 이념에 기초를 두

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율령국가적 이념이란 대내적으로 야마토(大和)를 중심으로 하

는 일본열도 내 여려 지역의 계층적 구조를 정착시키고, 대외적으로 당唐의 천자天子와 동등

하면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을 제후諸侯의 나라로 설정하려는 고대 일본적 세계관이었다. 

따라서『일본서기』가 일본을 주主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을 종從으로 하여 주종관계와

같이 기술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임나일본부는 이러한 율령국가적 역사관이 가

장 강하게 반영되었던 기술 중의 하나였다.” 

천황을 정점으로 해 지배체제를 구현하고자 했던 야마토의 이념이 『일본서기』의 편

찬목적이다. “ 『일본서기』가 일본을 주主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을 종從으로 하

여 주종관계와 같이 기술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이영식은 현재적

국가 의식에서 해방돼 『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한

다. 스에마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다. 강단사학계는 『삼국사기』, 『삼국유

사』등의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에 의한 연구를 국수주의로 치부한다. 색채를 달리

한 대동아공영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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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부의 府라는 표기는『일본서기』가 주장하려 했던 율령국가적 역사관의 발로에 불과한 것

으로 부의 원형이 미코도모치(御事持)였음을 확인하였다. 645년 이전의 미코토모치는 기관이

나 관청이 아닌 사신이었다. 따라서 500년대 전반의 임나일본부는 임나에 파견되었던 왜의

사신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70년대 중반부터 스즈키야스타미(鈴木靖民)·우케다마

사유키(請田正幸)·오쿠다쇼우(*田尙)·키토우키요아키(鬼頭淸明) 등에 의해 시작되었고, 근년에

한일 고대사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석의 위치를 차지하게에 이르렀다. 필자 역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임나일본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이영식이 거론했듯이 임나일본부가 임나에 파견되었던 왜의 사신들이라고 본

것은 스에마쓰였다. 스에마쓰의 주장이 한일 고대사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석의

위치를 차지했고, 이영식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영식은 2002년도에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관해서는 외교사절설을 중심으로 한일 고대사학계의 공통된 견해가 탄생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의 예상대로 외교사절설이 한일역사학계의 공통된 견해가 되었다. 그만큼 그는 한

일역사학계의 동향과 생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강단사학계는 스에마쓰와 임나

일본부설을 비판하는 외연을 취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1949년에 발표된 쓰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의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는 고대에서 근대

에 이르는 일본의 연구를 총망라한 것이었고, 이후에 전개되는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

다. 쓰에마츠는 임나의 성립·번영·쇠퇴·멸망의 순서로 목차를 설정하였다. 목차만 보면 가야를

주체로 한 서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임나지배를 전제로 삼고 있는 이상, 일본의 가야

지배흥망사를 밝히려 했던 것에 불과했다. 임나는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의 직접 지배를, 백제

와 신라는 간접 지배를 받았다”는 해석은 임나일본부를 직접지배의 통치기관으로 본 것이었

다.『일본서기』의 기술을 오히려 과장해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쓰에마츠가 확

인했다는 임나의 성립과 멸망이란 일본에 의한 임나지배의 시작과 종말이었다.”

스에마쓰 주장의 핵심은 가야를 임나로 보고, 가야사를 임나의 성립·번영·쇠퇴·멸망

의 임나흥망사로 본 것이다. 그의 안라왜신설도 이 바탕 위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영

식과 주보돈, 남재우(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등이 즐겨 내세우는 논리가 “가야를

주체로 놓고 보자.”는 주장인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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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제국의 자율적 발전론과 이해관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임나일본부 관련의 역사가 전

개된 곳은 가야 지역이었다. 왜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당사자인 가야

-임나 부재의 임나일본부론이었다. 왜나 백제의 세력만이 강조되었고 가야는 배제되었다. 더

구나 가야에 관여해야 했던 왜나 백제의 이해관계도 잘못 이해되었다. 왜는 선진문물의 공급

을, 백제는 대 신라 전선의 완충지대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통치나 군정은 아니었다. 왜나

백제의 이해를 통치나 군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고,『일본서기』에 조차도 씌

어 있지 않은 역사를 창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가야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보

면 임나일본부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종래 연구에서 왜나 백제의 지배나 영향력 하에

있는 임나일본부가 어째서 왜나 백제의 적국이었던 신라와 친선외교를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

해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침입에 대해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던

가야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높고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신라의 침입에는 친

백제외교로, 백제의 침입에는 다시 친 신라외교로 해결하려 했던 가야제국의 이해와 꼭 맞아

떨어지는 외교활동을 임나일본부들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가야제국의 이

해관계를 중심에 높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야제국이 자율적 발전론과 이해관계에 기초하자면서 임나일본부 관련의 역사가

전개된 곳이 가야지역이었다고 한다. 가야제국의 자율적 발전론과 이해관계에 기초

하자면『삼국유사』와『삼국사기』즉, 가야와 관련한 1차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에 근

거해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되는 것이다.『일본서기』로 돌아가 사료비판 없이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은 가야의 자율적 발전론과 이해관계에서 보는 시각과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백제를 끼어 넣은 것은 허울이다. 백제를 사실 상 움직여 낸

주체가 왜라는 주장을 감추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당사자인 가야-임나 부재

의 임나일본부론이었다.”고 하는데, 가야를 임나로 보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의 골간

이다. 가야를 임나로 전제하니 가야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야를 주체로 보

려면『삼국유사』와『삼국사기』에 의거해 가야를 임나로 보지 않으면 된다. 가야의 이

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보면, 즉 우선은『삼국유사』와『삼국사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사들을 정밀하게 사료비판하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임나일본부의 문제는 쉽

게 풀릴 수 있다. 이것이 역사학의 정도正道이자 기본이다. “가야제국의 이해와 꼭

맞아 떨어지는 외교활동을 임나일본부들은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영식의 말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그의 말들은 그저 겉치레 수사修辭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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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야사를 주체적으로 사료에 입각해 연구한 김석형의 분국론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분국론은 별도로 하더라도『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일본부의 문제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지

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 

“분국론은『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로 비정하였

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1960년대에 북한학자 김석형은 가야제국의 자율적 발전론과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사료에 근거해 임나일본부 관련의 역사가 전개된 곳이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 일

본열도였음을 밝혀냈다. 그는 한민족이 지속적으로 일본열도로 이주해 소국들을 세

우고, 자신의 고국故國과 연계를 가졌고, 5세기 말~6세기 초에 이 소국들이 백제·가

야·신라의 지배영역이었음을 논증했다.『일본서기』의 임나는 한반도에 있던 가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삼국유사』와『삼국사기』, 그리고 고고학 자료에 입각

했음은 물론 가야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임나일본부 문제를 과학적으로 쉽

게 풀어낸 연구였다. 이 같은 사실을 사료에 의거해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 학자가

최재석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1차 문헌사료는 물론 고고학적 유

물·유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식은『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

고, 분국론을 논외로 치는 것이다. 김태식도 김석형의 연구에 대해 “『일본서기』를 비

롯한 문헌사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사료를 무리하게 일본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현

구도 “김석형의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론’은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형의 연구가 한일역사학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일본서기』를 비롯한 문헌사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사료를 무리하게 한반도

내의 사실로 억측해서 가야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만든 것은 강단사학

계다. 김석형과 최재석 등의 학자가 가야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강단사학계는 이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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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사학계는 침묵의 카르텔 속에 가야사를 연구하지 않았다. 한국사교과서는 가야

사를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채 쇠망한 역사로 간략하게 서술해 놓았다. 한국의 청

소년들은 일제가 수립한 타율성론을 밤을 새워가며 암기하고 있다. 광복한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도 한국사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이다. 194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

에서 일본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Jon Carter 

Cov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4국, 가야가 한국의 교과서에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한때 가야를 소위 ‘지배’했다

고 하는 황당한 일본역사 기록 때문이다. 이 주장은 물론 진짜 사실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것

이다.” 

“기마족의 예술과 예술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아직도 일본이 한반도

를 정벌해 ‘미마나’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고 믿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최종 결론이

다. 미마나는 바로 가야―왕실 일부가 일본에 건너가 369년부터 646년까지 일본을 통치했던

그 가야―를 말한다.” 

존 카터 코벨은 국수주의는 커녕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야사와 한국사, 중국사, 일본

의 예술과 역사, 고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다. 진짜 사실을 180도 뒤집어 놓는

것은 일제 학자들의 특기인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그것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주보

돈은 김태식이 겉으로 내세우는 4국시대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4국시대론은 거창한 주장이기는 하나 가야가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정치

세력으로 분립해 내부적으로 각축하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

은 근본적 문제이다. 가야의 국가적 성격이 삼국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또한 당연히

대상으로 삼아야 할 문제이다.” 

김태식이 말하는 4국시대론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가야를 임나로 보니

고구려·백제·신라·임나 4국이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단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또한 가야의 역사를 부정하

면서 가야를 4국에 넣어야한다고 하니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의 주장은 상황인식에

따른 수사일 뿐 근거도 없고, 모순투성이라 주보돈과 이영식 등이 위와 같이 주장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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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김태식이『일본서기』에 대한 일제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

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영식은 김태식의 연맹체론에 대해 ”사회과학사전 정도

의 연맹이란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나 적용이 이루어진 예가 없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야사를 가야제국(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소국들-필자 주)의 역사로 파악하고 정의해야 하는

것처럼, 가야제국의 사회발전단계 역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더구나 가야제국의 사회

발전 단계론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삼국사에

서 고안되었던 사회발전 단계론을 특별한 검토도 없이 가야 사회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까지 국사교과서의 통설로 기술되고 있는 가야연맹설이 바로 그것이다. 근년 발전단계론의

대세라고도 할 수 있는 부체제론에서도 같은 문제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부(部)에 대한 기록

이 전무에 가까운 가야사에 고구려사나 신라사의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을 강제로 적용시켜

보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야제국 중 어디나 왕권, 관료제, 율령, 지방제도, 불교 등

과 같은 지표에서 고대 국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차례 말했지만 사실상 김태식이나 이영식의 논리는 오십보소백보五十步笑百步

다. 다만 어법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야사 최고의 전문가로 공생한다. 

숲은 못 보게 하고 나무만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맡기라고

강단사학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단일연맹이냐, 지역연맹이냐 하는 설들은 사료적 근

거가 일체 없다. 일제 학자들의 이론을 추종해 나온 설들일 뿐이다. 강단사학계는 가

야가 임나인데 단일한 국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이합집산하다 멸망에 이르렀다고

줄곧 주장한다. 임나는 낙랑군이 있을 때 성장하다 낙랑군이 고구려에 의해 병합된

후에는 안라왜신관(임나일본부의 다른 명칭)을 통한 야마토왜의 활약으로 임나연맹

이 유지되다 결국 쇠망했다는 것이 남한 강단사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면서 구

밀복검口蜜腹劍, 즉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가야를 주체로 한 가야사를 보자고

달콤한 말을 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역사학의 칼을 감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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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는 글

남한 강단사학계의 가야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봤다. 강단사학계가 『삼국유

사』, 『삼국사기』등의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근거 없이 부정하고, 일제 학자들의

견해를 추종해 가야사를 임나사로 왜곡해왔다는 사실을 문헌사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부터 출발해 논증하면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삼국유사』「5가야」와 「가락

국기」를 필자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일제 학자들이 임나일

본부설을 위해 『삼국유사』, 『삼국사기』등의 문헌사료를 조작으로 단정한 후 가야사

는 임나흥망사가 되었고, 강단사학계에서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도 확

인했다. 가야사가 어떻게 임나흥망사가 되었는지를 가야사 연구의 대표자로 거론되

는 김태식과 이영식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다루면서 분석했다. 또한 가야사를 임나흥

망사로 보는 것이 낙랑군과 임나일본부를 통한 한국사 타율성론의 핵심이라는 사실

도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일제가 가야사를 임나사로 만들면서 부여·고구려·백

제·신라·가야 등 열국들의 역사가 왜곡되고, 이 열국을 배태한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

이전의 역사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맥락도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강단사학계의

학문적 관행과 풍토가 어떠한지도 그들 자신이 한 말들을 검토하면서 새롭게 들여

다 볼 수 있었다. 본고가 가야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논문은 집필자의 허락을 받아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각주를 생략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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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자들은 어떻게 김수로왕을
가짜로 만들었나
- 건국신화 중심으로

김명옥(건국대학교 교수) 

- 목 차 -

1. 인류학자들의 신화 인식

2. 가락국기 내용분석

3. 김수로를 가짜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4. 가야 건국42년을 가짜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5. 가야를 경제세력으로 모는 가장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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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서술 원형은 구술문화에 있다.

• “기억하기 쉽고 바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턴에 입각하여 사고”

(월터 J. 옹,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개정판 2쇄), 2019, 75쪽. ) 

• 다양한 경험은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그 기억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정리

배열“

• “여러 사실을 일정 문맥 속에 재배치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시간계열에 맞춰

재배열함으로써 마침내 ‘세계’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노에 게이치, 김영주 옮김, 『이야기의 철학-이야기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23쪽-24쪽.) 

건국 주체들이 건국의 당위성과 신성성을 확보

건국 당사자보다는 선조의 치적에 더 치중하는 경향

건국주체가 신화를 생산하고 유포 건국 목적, 이념 등이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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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지가 개벽한 후로 나라 이름도 없고 왕과 신화의 칭호도 없을 때였다. 이

지방에는 9간이 백성을 통솔하며 산과 마을에 모여 살았다. 

나)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42) 3월 상사일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 2,3백 명이

모였으나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났다. 이때 ‘하늘이 명령해서 이곳에 왕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수로를 내놓으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할 것 이다’라고 한다. 구간들이 그 말에 따라 노래하며

춤추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줄 끝 을 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기뻐서 절하며 그 알을 아도간의 집의 탑 위에 두고

모두 흩어졌다. 

다) 12일이 지나자 알 여섯 개가 모두 어린이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이 삼가

절을 올리고 극진히 공경했다. 어 린이는 나날이 자라 십 수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 되었다. 그 달 보름날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 하거나 수릉이라고 했다. 

라) 나라 이름은 대가락이라 하거나 또 가야국이라고도 했으니 곧 여섯 가야국

중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사람 도 각각 다섯 가야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이

되었다.

「가락국기」 내용분석



가) 천지가 개벽한 후로 나라 이름도 없고 왕과 신화의 칭호도 없을 때였다. 이

지방에는 9간이 백성을 통솔하며 산과 마을에 모여 살았다. 

• 이주세력인 수로가 북쪽에서 내려오기 이전 토착세력의 정치체제와 생활사

공동생활과 정착생활

나)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42) 3월 상사일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 2,3백 명이 모였으나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났다. 

이때 ‘하 늘이 명령해서 이곳에 왕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수로를 내놓으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 러면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한다. 구간들이 그 말에 따라 노래하며

춤추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줄 끝을 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기뻐서

절하며 그 알을 아도간의 집의 탑 위에 두고 모두 흩어졌다. 

•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이 맞닥뜨린 광경 (북쪽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 

• 세력이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문답 과정은 통합과정을 상징적

• 이주세력과 토착세력 간의 정치협상은 외교적 수사로 이루어졌음

다) 12일이 지나자 알 여섯 개가 모두 어린이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이 삼가 절을

올리고 극진히 공경했다. 어린이는 나날이 자라 십수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 되었다. 

그 달 보름날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 하거나

수릉이라고 했다.

라) 나라 이름은 대가락이라 하거나 또 가야국이라고도 했으니 곧 여섯 가야국 중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이 되었다.

두 세력의 통합된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정치체제와 다스리게 되는 범위 등

건국과정이다. 

관점 : 가야건국신화는 건국주체가 내려오는 광경과 선주민 반응

선주민 관점에서 건국신화가 만들어 졌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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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라는 것이 원래 정확한 역사무대와 시기를 가질 수 없다”
(백승충, 「가야의 개국설화에 대한 검토」, 『역사와현실』 33집, 한국역사연구회, 1999, 121쪽.)

방법1 : 김씨 유래와 ‘김씨 칭성’ 시기를 문제 삼기

김씨의 유래 설 2가지

1) 「개황력」 : 금란설 ‘가야 멸망한 후에 편찬된 사서’라서
2) 김유신비문 : ‘헌원의 후예요 소호 금천씨의 후손’ 김유신 비문은

7세기 후반에 건립되어서

『북제서』 “2월 갑인에 조서를 내려 신라왕 김진흥을 사지절 동위교 위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二月甲寅，詔以新羅國王金真興為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김씨 성은 6세기 중후반에 생겨났다 소호금천씨 설은 “신성성과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것. 수로의 ‘김씨 성’은 “가락국의 역사와 세계 및 ‘김해 김씨’ 의 유래를
정리한 과정에서 후대의 인식이 많이 반영”

김씨 성이 처음 사용되었다면, 김씨라는 성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먼저
있었을 것. 이 기사는 오히려 이미 김씨 칭성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

백승충의 신화 인식

김수로왕을 가짜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믿을 만한 사서에 근거하는 한 김씨 성의 사용은 진흥 왕대에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 가야는 언제부터 ‘김씨 성’을 칭하였을까 (나)에 인용된 「개황력」은
가야 멸망 이후 편찬된 것이고, 김유신 비문이 7세기 후반에 건립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7세기 중 반 이전에는 ‘김해 김씨’의 유래에 관해서는 일차적 인
정리가 일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금란설’과 ‘소호금천씨설’ 가운데 어는 것이
먼저인가하는 점 이 문제인데, 보다 소박한 형태인 ‘금란설’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김유신 비문에서 중국의 ‘소호금천씨설’ 을 채용하여 신성성과 유구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승충, 가야의 개국설화에 대한 검토,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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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 건국신화를 제의신화로 그 성격을 바꿔버린다. 

◆ 주장 : ‘집단강우축술’ 또는 풍요제의 변종이거나 기우제·지신제였던

설화가 탄생설화와 결합해 공동제의로 정착된 것

1) 수로가 9간이 모인 자리에서 구지가를 매개로 강림

2) 알이 내려온 곳이 해변이라는 것 (『삼국유사』 권3, 탑상4, 어산불영조(魚山佛影條))

3) 수로는 어원적으로 ‘높다‘, ‘신성하다’ 뜻으로 영적인 동물인

거북이와 연결시켜왔다.

4)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참고해 볼 때, 바닷가에 위치한 이

김해지역의 생활환경 및 신앙 형태와 직접적 연관

5) 오가야조 형식은 달마의 전법게(傳法偈) ‘일화오엽(一花五葉)을

가져와 일연이 불교적으로 윤색한 것 “수로에 대한 제례를 행할 때

찬가의 형태로 불리워졌던 것으로서 전승 과정에서 많은 윤색과

가필이 행해 졌을 것은 분명“ (121쪽) 

이노우에 히데오 : 영신제의는 가락국기가 편찬된1076년에 김해의 동제로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라토리 구라키치, 「朝鮮の古傳說考」, 『史學雜誌』 제5편 제12호, 1894 “난생의
전설은 인도(印度) 고유의 것으로서, 불서(佛書)가운데 기재되었던 것을 그들
나라의 승려들이 자국(自國)의 조종(祖宗)을 찬미하기 위한 재료로서, 빌려와서, 
그 용기와 무력[勇武]을 장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수로金首露)를 … 
차라리 이를 거짓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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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건국신화 창작 왜곡설과 그 주장 계보>

신 화 일연 창작설과 그 내용 일제식민사학자 강단사학자

단군신화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 나가 미쯔요

묘향산 산신 + 평양연기설화
시라토리 구라키치

오다 쇼고 서영대, 송호정

주몽설화 이본
이마니시 류

미시나 쇼에이
이병도, 김철준, 
이지영

가락국기

인도 고유 전설을 승려들이
건국신화로 날조

시라토리 구라키치

백승충지역토착신앙 이노우에 히데오

지역토착신앙+김수로탄생설화

방법3 : 사료를 조작한다. 

◆ 주장 : 김수로는 정치 이데올로기 창출에 따라 건국시조로 만들어졌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 ‘(변한은) 귀신을 제사 지내는 것이 진한과 다르다’

가야사회가 이미 시조신(始祖神)에 대한 독자적인 관념이 있었다.

시조신이 된 과정

9간 중에 ‘신귀간(神鬼干)’이 ‘신귀간(臣貴干)’으로 바뀌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신귀간(神鬼干)’은 ‘제사(祭祀)’ 주관자인데, ‘신귀간(臣貴干)’으로 바뀐
것은 ‘신권(神權)이 ’정치권력‘으로 전환

“’수로가 등극한 이후 ‘9간＇을 개명(改名)하면서 ‘무자(巫子)’ 혹은
‘제사(祭祀)’ 주관자로 추정되는 ‘신귀간 (神鬼干)이 ’신귀간(臣貴干)으로
바뀌어 주목된다. … ‘신권(神權)’이 ‘정치권력’으로 전환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통해 ‘수로’는 가락국의 시조로 추앙
받게 된 것이다. “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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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鬼干으로 검색 시
사료를 찾을 수 있으나
臣貴干으로 검색하면
사료가 나오지 않는다.

1.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 했으니 남가야 시조 수로왕은 신라와 성이 같다

2. 「대당고김씨부인묘명」 1954년 중국 섬서성 곽가탄 발견

①소호금천씨가 가문의 세조이다. ②이후 종파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번성했다. ③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인데 흉노 조정에서 서한에 귀순해서 무제
때 투정후로 봉해졌다. ④한나라가 덕 을 드러내지 않아 난리가 나자 멀리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 

고유高柔(174~263)는 “금덕으로써 천하의 왕이 되어서 금천 씨라고
불렀으며, 죽어서는 금으로 배향 되어 서방 금덕의 신이
되었다.(여씨춘추 권7)”라고 주석

3. 김일제가 김씨 성을 갖게 된 유래

흉노의 우현왕 휴도왕의 태자, 서기전 121년에 곽거병 포로, 망라하가
무제를 암살하려는 것을 막아서 그 공으로 투후에 봉해짐 휴도왕이
금인(金人)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사기 “위장군표기열전”)

김수로왕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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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건국 42년을 가짜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째. 가야와 신라의 전쟁기사를 해상권 다툼으로 만든다.

①탈해이사금 21년(77) 가을 8월에 아찬 길문이 가야 군사와 황산진 어귀에서 싸워
1천여 급을 베고

②파사이사금 8년(87) 가을 7월에 “…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접경하게 되었다. ~ 

③15년(94) 봄 2월에 가야의 적군이 마두성을 포위하므로 아찬 길원을 보내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가, 쳐서 쫓게 했다. 가을 8월에 알천에서 군사를 사열했다. 

④17년(96) … 9월에 가야 사람들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므로, 가성주 장세를 보내어
막게 했으나 적에게 살해. 

⑤18년(97) 봄 정월에 군사를 일으켜 가야를 치고자 했으나, 그 나라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죄의 처벌을 청하므로 그만두었다. 

⑥27년(106) … 가을 8월에는 마두성주에게 명하여 가야를 쳤다. 

⑦29년(108) 여름 5월 큰물이 져서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사자를 10十道에 보내어서
창고를 열어 구제해주었 다. 군사를 보내어 비지국(比只國)· 다벌국(多伐國)· 
초팔국(草八國)을 쳐서 이를 병합하였다. 

⑧지마이사금 4년(115) 2월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침범했다. 가을 7월에 왕이 친히
가야를 정벌했는데,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를 건너니, 가야 사람들이 군사를
수풀 속에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⑨5년(116)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케 하고, 왕은 강한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따르니, 가야에 서는 성안에서 굳게 지키었다. 마침 오랫동안 비가
내리므로 돌아왔다

두 국명에 대한 기사를 ‘사로세력’과 ‘가야초기세력’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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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29년(108) 여름 5월 큰물이 져서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사자를 10十道에

보내어서 창고를 열어 구제해주었다. 군사를 보내어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국(草八國)을 쳐서 이를 병합하였다. 

“가야계 지명인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국(草八國)의 병합기록도 … 청도

지역의 확보에 따른 일시적인 출정기사일 것으로 믿어진다.”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蒲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1989.)

1) 3국이 청도지역에 있었던 소국이란 근거와 가야계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삼국지』「위지」 ‘동이 변진조’ 어디에도

비지국·다벌국·초팔국이 ‘가야계’였다는 기록이 없음.

백승충의 인용 의도

“A.D. 1~3세기의 초기가야, 특히 김해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弁辰狗耶國”

주도세력이 수로 집단”(「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蒲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1989, 4쪽

변진구야국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조 변진에 속해있는 24개국 중의 하나

「신라본기」 박혁거세 19년(기원전 39) : “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박혁거세 38년(기원전 20) :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인데, 해마다 공물을 보내지 않으니…

『삼국사기』에는 서기전 39년에 변한이 신라에 항복했다고 나온다.

『동번기요』(1882, 설배용) 마한은 혜제 원년(BC195) 나라를 세웠고, 왕망 2년(AD9) 
백제 온조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면서 “진한·변한은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다. 
나중에 혁거세에게 멸망당했으니 … 삼한에 나라가 존재한 것이 한결같이 전한
당시에 해당하며 후한대 초기에 이르면 삼한이 다 멸망되었으니 어디 조씨의
위나라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성재 역주, 『정역 중국정사 조선·동이전1』, 우리역사연구재단, 2021, 335쪽에서 재인용) 

‘변진구야국’이라고 했으면 ‘가야는 1세기에 건국되지 않았다’는 그의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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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건국세력을 대외교역 주체로 규정한다

1) B.C.1 세기 이후 사로세력은 우수한 철기문화를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A.D.1세기 이후 정복 전쟁을 수행해 서 주변의 소국을 A.D.3세기에 다
정복했다. 
2) 그러나 가야‧사로 전쟁기사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로세력의 우수한 철기문화는 위만조선 멸망으로 인한 유이민의 남하로
북방의 선진문물과 접촉한 결과다. 
4) 가야‧사로 세력은 당시의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5) 경남해안지역의 철기유물 출토 상황을 봐도 사로세력의 출토상황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6) 가야지역에서 “선진문물의 출토된 배경에는 낙랑군과의 접촉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3세기 가야세력 의 성격과 그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蒲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14쪽 내용 요약함)

백승충의 주장
가야는 A.D.3세기에 신라에 속국이 된다. (포상팔국이라는 내전으로
세력 약화 됨) 우수한 철기문화는 낙랑군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다
(삼국지 동이 변진조, 후한서 삼한조 무시) 한사군의 설치 목적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라기 보다는 교역권 확대라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가졌다” (20쪽) 

셋째. 염사 착(치)세력=김수로 세력=변진구야국으로 만든다

1) “수로집단은 바로 당시의 해상권을 장악한 대외교역권의 주체로서
등장했다”
2) “수로집단의 등장배경에는 B.C. 108년 한군현의 설치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근거 :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전조‘

염사의 땅 착(치)은 진한의 우거수였는데 낙랑이 살기 좋다는 소리를 듣고
낙랑에 항복하려 가는 길에 한나라 사 람 호래를 만난다. 호래는 한(漢)나라
군인이었는데, 1500명과 함께 붙잡혀와 노예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같이
낙랑에 항복했다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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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사는 낙랑군과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교섭사실을 전하는 구체적이며 유일한
기사이다.” (21쪽) 

염사 착(치)의 출자 “변한지역, 그 중에서도 김해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3쪽) 

“한인(漢人) 희생자 500명의 대가로 진한인 15,000명과 변한포15,000필을 강제로
거두어”갔는데, “일정수의 노동 력과 변한포가 염사 치를 매개로 하여 낙랑과 교역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함

김수로 세력=염사 착 세력=변진구야국 이라는 근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염사인들인데, 이들과 수로집단과의 관계를 굳이

동일집단·동일인물로 가정 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 배경은 같은 것이라 할수 있으며, 

《삼국유사》〈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의 가락국 건국 연대도 같은 맥락에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김해지역은 A.D. 42년에 수로가

9干세력을 통합하여 가락국을 건국한 것으로 전하는데, 이들 세력은 《삼국지》〈위서〉

동이전 韓傳에 나타나는 독립된 정치집단인 변진구야국을 형성하는 하나의 커다란

주체세력임이 틀림없다.” 

백승충의 주장 : 변진구야국은 김해지역이고, 염사착은 김해지역에서
출자했고, 이때가 가락국기에서 가야가 건국했다고 하니 ‘변진구야국=염사
착(치)세력=가야계세력(김수로세력)’임. 이러한 주장을 하려고
가야건국세력을 낙랑과 대외교역을 하는 경제세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 
변진구야국 김해임을 증명한 사료제시 없음. 염사 착이 김해에서 출자했다는
사료제시 없음. ‘틀림없다’로 우김. A.D.42년은 염사 착이 낙랑군과 교역한
시기를 반영한 것이지, 가야의 실제적 건국년대를 말한 것이 아님.

초기가야세력은 “1~3세기에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세력권내에 교역이라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집단” “초기 가야사회의 특징적 요소는 대외교역권에 기반한
것인데, 바로 국가성격 중의 하나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 이다. 이를 근거로 초기
가야사회는 이미 국가로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백승충의 주장 : 국가 성격 중 하나가 대외교역권이지만 그것으로
국가가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경제권을 가진 세력인데 정치
세력은 아니다. 가야라는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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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를 경제세력으로 모는 가장 큰 이유

백승충의 주장 : 가야세력은 1~3세기에 대외교역권을 가진 경제세력이다. 
내전인 포상팔국전쟁으로 세력 약화되었다. 사로세력은 2세기 말에 등장한
석씨계 임금이 본격적으로 정복전쟁 펼쳤다. 낙동강 하구는 사로세력이, 한강
중심은 백제세력이 남부 대외교역권을 양분했다.

“가야사료의 공백기에 신라와 백제‧왜 관계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왜의 관계기사가 다름아닌 가야 관계기사이다.”(미시나 쇼에이)

이것은 ‘왜=가야’라는 주장이다.

대외교역세력인 가야가 내부 갈등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3세기에
점령되었다가 이후에 임나가라가 되었다고 주장함.

‘“4세기 후반의 기록이지만 광개토왕비문이라든지 《三國史記》·《일본서기》
등을 참고해보면… 광개토왕비문의 경 우 김해‧동래지역에서는 가야세력으로
지칭할 만한 세력권의 대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安羅(함안)가 고
구려‧신라 연합군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고령의
대가야는 任那加羅라 하여 고구려에 공격 당하고 있다.”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초기가야세력권의 변화를 중심으로」,19쪽.) 

안라(함안)와 고령의 대가야가 임나라는 것이다. 또한 ‘광개토왕비문’, 
『三國史記』, 『일본서기』에서 ‘가라=임나’라고 했다는 것이나 『일본서기』
에도 ‘함안이 안라’이고 ‘고령대가야가 임나가라’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백승충이 가야를 경제세력으로 모는 가장 큰 이유 일연이 불교
용어를 빌어서 구야국을 ‘가야‘, ‘가라’, 대가야를 고령이라고 쓴 것은 잘못
이고 가야를 임나라고 쓰지 않았다고 일연을 비판하고 있다.

백승충 주장의 근거 :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 봄 3월에 “탁순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7국을
평정하였다.” 

일본서기 신공왕후 49년조에 부합하려면 가야는 연맹체 맹주국이면 안
되고, 신공왕후 49년 이전에 신라에 점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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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왕 남정 기록과 이같은 사실을 관련시켜보면, 김해‧동래‧창원 등의
지역은 당시 신라세력권의 영향 하에 이들 임나‧백제‧왜 연합세력과 대항하는
접경지역의 세력으로서 존재하면서 주전장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김해지역을 南加羅 등으로 칭하면서 가야세력권의 맹주로서가
아니라, 다른 가야계 小國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초기가야세력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20쪽) 

김해‧동래‧창원, 즉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등이 신라세력권 영향 하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왜(임나‧백제‧왜연합)세력이 신라를 쳐서 7국을
정벌할 때, 금관가야가 『일본서기』에 있는 ‘남가라’라고 부르는 곳이 될 수
있다. ‘금관가야=남가라’려면 근거가 될 사료가 필요하다. 『일본서기』에서도
김해지역을 ‘남가라’라고 한 곳은 없다. 백승충은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에
맞춰 짜 놓고,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일본서기』 신공 49년과 광개토왕릉비문을 통해볼 때 백제‧왜는 이미 특별한
관계” “3세기 전후한 시기의 교역권 재편과정에서 신라세력권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던 왜는 이제 자신의 보다 유리한 새로운 교역루트의 확보 및 선진 문물
수입 등의 문제와 남해안진출을 열망하는 백제의 의도가 상호일치” “왜를 국가적
성격의 야마토(大和) 정권과 연결하여 ‘왜에 의한 임나경영이라는 각도에서 파악”

백승충은 3세기 초반 해상세력의 기능을 상실한 수로집단에 새로운 구심
세력이 등장 일본열도에서 유이민이 이동해 와서 철기류와 철기제작 기술 등
수준 높은 문화가 구심점을 잃고 이합집산인 수로 세력에게 전래한 것이다.
또한 야마토 왜가 한반도 남부에 식민지 통치기관인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그들이 가야를 통치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를 이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서』 동이 ’부상국조‘에 “그 땅에 철은 없고 청동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백승충은 ‘가야=임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1) 가야건국세력인 김수로
세력의 성격을 ‘대외무역세력’으로 만들었으며, 2) 신라와 가야의 전쟁기사를
무역에 용이한 해상권 장악 싸움으로 만들었으며, 3) 포상팔국전쟁을
대외무역권을 두고 다투는 가야세력 내분으로 만들었다. 4) 가야를 신라에
부속시키고 5) 신공 49년에 왜가 신라를 공격해서 7국을 평정했는데, 그곳이
한반도 남부 일대 가야지역이다. 6) 야마토 왜가 임나를 설치하고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선진문물을 이식시켰다. 그 중의 하나가 신화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본신화에서와 같이 ‘천손강림’에 대비하여 천상(天上)에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미리 ‘제신(祭臣)’를 보낸다든지 ‘무장군신(武裝群臣)’을 대동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는 등 외견상 뚜렷한 정복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9간의 피동적인
성격이라든지 수로와 탈해의 경쟁관계 등을 통해서는 수로의 ‘무력적 성격’은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토착세력을 압도할
만한 경제적·문화적 선진 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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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왜가 전승한 천손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가락국기가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미시나 쇼에이의 남방전래설과 북방전래설에 충실한 것이다.

가야사 왜곡 정리

구분 건국신화 및 김
수로의 실존성

건국 42년에
대한 해석

건국세력에
대한 해석

세력
성격

활동위치
및 내용

『삼국사기』
가야 신라
전쟁기사

건국
신화 토착신앙 + 김수로왕 탄생설화 = 가락국기

1~3
세기
중심
세력

가짜

염사착이 진한
땅을 배반하고
낙랑군에 항복

한 시기

변진구야국=
염사 착세력=
김수로세력

대외교
역주체
(경제주

체) 

낙랑군과
대외교역

(우수한 철
기 문화 수

입)

해상권 쟁탈

3~4
세기
중심
세력

①내전인 포
상팔국 전 쟁
으로 세력 약
화로 신라에
속함. ② 신공
49년 이후 왜
의 식민지인
임나가 중심
세력이 됨.

왜
(임나
경영) 

왜가 식민
지인 임나
에 제철기
술 등의 선
진문물 이
식시킴

신라와 왜(=
임나)의
기사



가야사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락종친회)

가야사는 신화·설화 아닌
역사다. 왜곡된 가야사
기필코 바로잡아야 한다!



가야사 훼손과 교과서 속에 살아있는 식민사관

- 이용중(가야사바로잡기전국연대 운영위원장)

1. 가야사 복원과 훼손
가야사는 1860년대 정한론과 1900년대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었고 지금도 일본 역

사 교과서에서는 가야=임나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은 600년 가야사를 1쪽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 변방의 역사로 취급하고 있다. 

1) 올바른 가야사 복원 방향

① 김수로왕, 허왕후, 장유화상 제자리 찾기

② 해상문화(건국과정, 허황옥의 혼례길, 일본 진출) 복원

③ AD 1세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건국

④ 일본에 철기문화 전파하고 규슈에 설치한 가야분국 흔적 복원

⑤ AD 1세기 불교 전파

2) 가야고분군 연구 총서 1~7권에 살아나는 식민사관

① 임나를 가야 지역으로 조작(기문국=남원, 다라국=합천, 안라국=함안)

② 본래 6가야인데 수 많은 소국 연맹체로 조작

③ AD 4세기나 되어야 고대국가로 발전했다고 조작

④ 야마토 왜의 문화 수준은 높이고 가야의 문화 수준은 낮추는 조작

⑤ ‘김수로왕‧허황옥‧장유화상’을 신화로 조작

2)의 다섯 가지는 ‘가야=임나’라는 현재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기에 이는 복원이 아니라 훼손이다. 임나일본부라는 명칭만 폐기되었을

뿐 각론에서는 여전히 임나일본부설을 수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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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극우세력의 정한론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일본 군부인 참모본부가 1860년대 정한론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가

야=임나라 하고, 한사군을 평양 주변이라 조작하고, 단군과 김수로왕을 신화로

만들었다. 한민족은 역사 시작단계부터 북쪽은 중국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

지로 만들어 정한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조선을 침탈했다. 이를 우리는 식민

사관 혹은 반도사관이라고 한다.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초‧중‧고 역사 교과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고대

사 영역은 일본 군부가 조작한 식민사관이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 그리고 국립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각종 박물관의 고대사 영역은 식민사관 전시장 역

할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과 정치권은 이를 잘 알지도 못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리라는 믿음으로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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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제국주의 식민사관
1) 식민사관(반도사관)

정한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일본 군부에서 시작하고, ‘이마니시 류가

기초를 다지고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완성

① 단군과 김수로왕은 신화로 조작

② 부여와 발해사 삭제

③ 위만조선부터 역사 시작 이를 강조하여 정통성 조작

⓸ 한반도 북쪽은 중국식민지(한사군 평양주변 조작),

남쪽은 일본 식민지(가야=임나)

⓹ 조선은 당파싸움만 하는 형편 없는 나라

⓺ 한민족은 인류에 공헌할 만한 역사가 없다고 강조



정한론 – 조선을 정복하라

좌로부터 신공왕후, 요시다 쇼인, 
관동군, 일본 제국주의 포스터



2) 식민사관에 의해 우리 고대사 각종 논문 양산 시스템

- 152 -

그림->주1. 사사카와 재단은 식민사학자 양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주2. ‘가야=임나, 한사군=평양 주변’ 등 논문 정보 교환하며 정교한 역사 조작 논문 양산

주3. 세미나와 강연 등 각종 행사에 서로 초청하여 국제적인 역사학자로 서로 대우.

가야와 한사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대 역사학자의 각종 논문에는 위

시스템이 아직도 건재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고대사가 조선총

독부 역사를 계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려면 국민과 정치

권 그리고 학계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식민사관 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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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론
대표적인 역사 조작 책

일본 서기 활용

요시다쇼인

(1830~1859)
정한론 창시자

야마가타 아리토모(1838~1922)

3대 내각총리대신

이토히로부미(1841~1909)

제1,5,7,10대 내각총리대신

-광개토대왕비문 조작

-식민사관 얼개 조작

-고려장 조작

1870년대

정한론 실천가

위원 3인방

조선사편수회(1916~1945)

고문(이완용 등), 위원, 간사, 수사관3명, 

수사관보4명, 서기 2명

이병도(1925~1929) 수사관보

신석호(1930:수사관보, 1937~1945 수

사관)

이 두 사람을 한국 역사학계는 태두로

받들고 있음

구로이타 가쓰미

이나바 이와키치

이마니시 류

이병도와 신석호 역사학계 장악

실증사학으로 개칭

★역사 교과서

★한민족대백과사전

식민사관이 차고도 넘

침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국사학과 등 각 대학교 역사학계 장악

가야사 집필진을 포함 한국 고대사

전공학자 대부분



3. 역사 교과서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식민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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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사군과 임나 조작

<그림> 식민사관 한사군 <그림 > 식민사관 임나

① 한사군 평양 주변이라는 것과 가야를 임나라고 일본 극우가 조작한 거짓 역사

② 한사군이 평양 주변이라고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가 조작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 역사 교과서 속에 살아 있다.

⓷ 평양주변에 BC1세기~AD3세기 까지 있었던 최 리의 낙랑국을 한사군의

낙랑군이라고 조작. (북한은 1960년대 이미 정리)

⓸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가야 분국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⓹ 현재 일본에서는 가야를 임나라고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⓺ 우리나라 가야사 집필진은 임나 소국인 기문국(남원), 다라국(합천), 안라국(함안)

등 임나 7국, 임나 10국 등을 한반도 내로 비정한다.

⓻ 가야사 복원에 일본서기를 중심에 두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참고만 하는

괴이한 행태를 보인다.



2) 만리장성과 한사군 역사를 조작하는 중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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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1. 중국 각종 고대 문헌에 한사군은 만리장성 동쪽에 있다고 기록함

주2. 한국이 한사군을 평양 주변에 있다고 주장하니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위 그림 발표

주3.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조작한다고 탓하기 전에 식민사관부터 척결해야 한다.

중국 각종 자료와 발굴된 유물에 의

하면 한사군 위치는 요서와 요동임

은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한사군을 평양 주변이라고 조작한

것은 일본 극우가 식민사관을 만들

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고

대사 진영은 총독부가 조작한

한사군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극우의 주장을

추종하는 토착 왜구로 볼 수 밖에 없다.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국민들의
손으로 찾은 것처럼 역사도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강단사학자들로부터

국민들이 되찾아야 한다.



3) 통일 신라·고려 국경 조작한 일본 극우와 식민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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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명나라 정사에서 바라본 통일신라와 고려의 강역 >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중국 당,

송과, 요에 기록된 역사, 명나라

기록에 그림처럼 통일신라 초기,

고려의 국경 관련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북한은 1960년대 이미

정리하였다.

위 그림은 역사 속에 살아 있는 통일신라 초기와 고려 국경이다.

그러나 이마니시 류를 이은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가 조작한 통

일신라 초기와 고려 국경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식민사관을 추종하기에 벌어진 일이다. 670~676년 나당전쟁(통일신라와

당나라)이 일어난 이유가 고구려가 멸망하면 위 영토를 통일신라의 영토로

편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당나라가 지키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고, 주 전투가

있었던 곳은 위 지도의 조양시와 심양시 사이이다.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초기 통일 신라 영토는 고려 영토와 다르지 않았다. 발해가 건국되고

성장하면서 신라는 평양 이남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거짓 역사 그것도 식민사관으로 만든 조선총독부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국민을 속여 온 이 사태를 누가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까?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조선 영토까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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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의 탄생 배경은 아래와 같다.

① 1689년 청나라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었는데 정확한 지도를

가져야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었기에 청 강희제가 제작을 추진

②지도제작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예수회

선교사 겸 지리학자였던 레지 신부 등을 통해

프랑스 정부에 지도제작 전문가 파견 요청

⓷1712년 조선 정부와 청나라 정부 사이에

국경선을 재확인

⓸그런 과정을 거쳐 1718년 완성되었다.

⑤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중국과 1909년 간도협약을 맺으며

철도 부설권을 얻고 떼어 준 영토가 노란색 표시의 간도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청나라, 조선, 프랑스, 바티칸, 제정 러시아 등에 300년

전부터 공개되어 온 지도이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라면 모를 수 없다는 말

이다. 그런데도 지난 70년 동안 역사 교과서는 조선총독부를 계승하여 거

짓 역사를 가르쳐왔다. 

주로 여기서는 영토 관련만 기술하였으나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의 조선총독부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개 인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이메일

가입 회비 선택 □ 월 1만원 □ 월 2만원 □ 년 10만원

회비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자동이체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명 :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 금 계 좌 안 내

농협 301-2021-1015-11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에
회원가입과 정기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농협은행 : 301-2021-1015-11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운영위원장 이용중 (010-3639-5033) 
사무1처장 조용성 (010-9839-2353)
사무2처장 김석중 (010-2218-5564)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gayasa

역사왜곡

식민사관 철폐를 위해

임인년에
범 내려온다

비매품

이 도서는 소중한 성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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