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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정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조

사 분석을 위해서는 이 어권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을 먼저 조사해야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지식 혹은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동양을 연구대상국으로 삼는 대학 이상의 기관이 얼마나 있으며 현

재 몇 명의 학생들 혹은 연구원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어느 분야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들이 한

국에 대해 가진 기초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사라는 제목의 서적

본 논문은 년 학술 진흥 재단 인문 사회 분야국내외 지역 연구비의 지원* 2002 (2002-
을 받아 연구되었음072-BS2562) .

** Hye-Sun Ko de Carranza(Dankook University, carranzako@hanmail.net), “Corea en los
libros de la historia del mundo hispá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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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학교용 세계사 교재와 대학에서의 세계사 교재를 포함

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스페인어권의 중등학교는 대개 년제 통합과정으로써. 5 ,
일반적으로 학년과 학년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며 대학에서는4 5 ,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정에 세계사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책의 한국에 대한 기술은 상고시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 ,
려 조선 현대사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 , , .
러나 스페인어권 전체의 세계사 교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므로 현재 한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뿌리

를 내리고 있는 멕시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교재, , ,
및 일반 역사서와 기타 세계사 전집1)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로 하자.

역사서 단행본의 기술.Ⅱ

조사대상이 된 단행본 역사서는 총 권이다 이중에서 상고사부터9 .
다룬 것은 모두 권이고 권은 근대 및 현대사 페루역사 권 예술2 , 4 , 1 ,
사 권 경제사 권이다 이것을 출판지 별로 보면 스페인 멕시코1 , 1 . , 1,
페루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권이다 여기서 고등학교3, 2, 1 1, 1 .

교재로 사용하는 책은 권 대학교 교재는 권 나머지는 일반 저서1 , 6 ,
이다.
이들 세계사에서 한국을 독자적으로 다룬 책은 예술사를 제외하면

한권도 없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중국 혹은 일본 역사의 일부분으.
로 취급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일례로 칠레, .
에서 발행된 의 에서는 동양의 불Ricardo Krebs Breve historia universal

1) 세계사 전집 종의 출판지는 스페인이다 이것은 현재 스페인 출판시장이 중남미보2 .
다 활성화된 것에 기인하나 이들 책들 역시 중남미에도 유포되고 있으며 참고 도서,
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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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교는 여러 파로 갈라지며 인도에서는 거의“
소멸되나 대신 중국과 일본으로 강력히 전파된다 마하야나 불교는.
보디사트바라는 수많은 보살들이 열반에 이르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

을 믿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유파는 티베트 몽고 중국 일본에 뿌. , , ,
리내린다 라고 적었다 여기서는 마하야나 불교.”(Krebs, 2002: 79-80) . ,
즉 대승불교가 티베트 몽고 중국과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밝히나, , ,
일본에 불교를 전해 준 한국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이.
언급된 부분을 시대별로 살펴보자.

상고시대1.

중국 전한의 무제 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B.C. 156- B.C. 87)
남서부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의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B.C. 108-107). Ricardo

의 세계사와 의 세계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Krebs Peter Haugen
다.

한 무제의 강력한 군사력은 한국과 인도차이나의 일부를 정복하며,
적대적인 훈족을 물리쳤고 아시아 내륙에까지 영향력을 증대했다,
(Krebs, 2002: 97).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인들은 세상의 중심 적어도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는 중심축을 이룬다고 믿었다 사실 중국은 동부 아시아.
의 문화적 중심국이었으며 버마부터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언어 문,
자 정부 예술과 같은 면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 (Haugen, 2002: 108).

이상의 기술은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동부,
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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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및 통일신라2.

당 태종재위 은 돌궐을 정복하는 등 아시아에 대한 지배( 626-649)
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특히 당은 서역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을 뿐.
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지배 기틀을 다졌다 그의 아들은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했던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

복한다 그리고 백제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 세계사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태종의 아들은 당의 지배권을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으로 확장했다.
중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변모했다 중국의 외교. ,
교역 문화적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일본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까지 연결되어있었다(Krebs, 2002: 99-100).

고려3.

당나라가 패망하고 송나라가 왕조로 새로이 등장하나 스페인어권

세계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나라는 원나라이다 세기 초에 칭. 13
기즈칸재위 이 몽골 평원의 제 부족을 점령하고 서점을( 1206-1227)
지속하면서 유라시아 지방은 큰 혼란에 빠진다 당시 그가 정복한.
지역은 중국의 베이징부터 러시아 남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등지의

카스피해 연안까지였으며 그의 후계자 오고타이는 중국 페르시아, ,
러시아 본토까지를 세력권 안에 편입시켜 킵차크 칸국을 건립했다.
손자 쿠빌라이칸은 년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고 중국을 대표하는1271
정통왕조임을 선언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의 무대가 되는. □ □

원나라는 서구인들이 기술한 세계사에서는 송나라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한국에 대해서는 역시 중국 원나라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불과 년 만에 몽고는 러시아 남부에서20 , 한국까지 이르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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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Krebs, 2002: 297).

고려에 대한 몽골의 침입은 년부터 약 년간에 걸쳐 진행된1231 60
다 불과 년 만에 러시아 남부에서 한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제. ‘ 20 ’
국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에는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복의 초점을 러시아 남부에 맞춘다면 러시아 남부를 점. ,
령한 인물은 칭기즈칸이며 그가 년에 사망했으므로 몽골의 고려1227
침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초점을 한국에 둔다면 고려에 대한. 1
차 침입이 년이었고 이 때 고려는 서둘러 조약을 맺는다 그 후1231 .
약 년간에 걸친 내정간섭은 년 충렬왕이 등극하면서 결정적으40 1274
로 속국이 되는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이 기술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선4.

세기 중반부터의 동양사 혹은 한국관계사는 조사 대상 세계사의19
대부분에서 다뤄진다 는 일본이 명나라의 세력이 약. Ricardo Krebs “
화된 틈을 타서 중국을 침략했으며 중국은 한국인의 지지를 얻었고, ,
한국인들은 일본 군대를 쳐 부셨다 라고만 기술하.”(Krebs, 2002: 307)
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
즉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한국을 침략해야 가능하며 실제,
로 임진왜란은 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내기 위해 한국을

침략한 전쟁이나 이 설명으로는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했고 한국이

명을 도와 일본을 패퇴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의 세계사는 일본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언Peter Haugen

급한다 그는 막부시대에 대해 도쿠가와 가문은 년부터 까. ‘ 1603 1868
지 중앙전제적인 정책을 펴면서 전국을 다스렸다라고 설명하면서’ 1
대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 도쿠가와 히데다타 그리고 대 도쿠가와, 2 , 3
이에미추가 외국과의 교역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대 도쿠가와 이에미추에 대한 기술에는 한국의 이름이. 3



238 고혜선

등장한다 그의 재위기간은 년에서 년이었다 일본. ‘[...] 1623 1651 . [...]
은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교역했으며 소수의 네델랜드인들과도,
교역을 지속했다 네델랜드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나가사.
키 만에 있는 섬에서만 거주하도록 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세기. 19
중엽까지 서방 시장에 대해 철저히 쇄국을 고집했다”(Haugen, 2002:
139).

의 세계사는 세기 이후만을 다루고 있다 한국관Juan José Vega 19 .
련 부분을 보자.

한국은 아시아 북부의 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로 오래된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였다 일본은 중세시대에 한국을. 두 차례나 강점해서 한

국을 자신의 속령으로 탈바꿈시켰다. 세기 말19 민중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서울을 점령하고 년에는 한국전체에 대한 영향력1894 을 공고

히 했다(Vega, 1986: 117)

이 설명에서는 한 가지 점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즉 여기서 말하. ,
는 중세시대가 일본의 중세를 지칭한다면 그것은 년 가마쿠라‘ ’ 1192
막부의 성립 시부터 년 도쿠가와 막부까지의 약 년간을 지칭1603 400
한다 이 시기에 일본은 년의 임진왜란과 년의 정유재란을. 1592 1597
일으켰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이 파병하며 결국 일본은 년. 1593
에 화의를 체결하고 철수했다 그리고 다시 년 후에 침략했으나 명. 4
의 재 파병이 이어졌고 해전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결국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퇴각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속령.
이 되었다는 이 설명은 오류이다 세기 말 민중운동은 년에. ‘19 ’ 1894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년의 운요호 사건을. 1875
빌미로 년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 의해1876 .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하며 이후 일본의 경제적 횡포로 인해 조선, , ,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이로 인해 년 농민 총 궐기가 일. 1894
어나며 이 운동을 동학운동이라고 한다 조선 정부는 일본과 청에.
파병을 요청하며 동학운동이 수습되면서 양국은 한반도에서 일전을,
겨룬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며 청과 일이 체결한 시모노세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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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우위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의 세계사는 극동 삼 개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서구Marialba Pastor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다.

세기 말 일본은 획기적인 산업발전을 이룬다 일본은 이미 외국과19 , .
교역을 하는 전매업체와 기업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 때부터 영토확,
장을 준비한다 일본. , 한국 중국과 같은 극동 나라 중에서 일본은 가장,
선진화된 나라였다 선진화와 현대적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일본은 자신. ,
들의 지배를 이웃 나라에 강요할 방법을 찾았다. 우선 일본은 중국의

몇 개 도서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중국을 침략하고 후에 한국에까지,
손을 뻗친다(Pastor, 2002: 133).

우선 일본은 중국의 몇 개 도서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중국을 침‘
략하고 후에 한국에까지 손을 뻗친다라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섬, ’
몇 개를 점령한 후에 중국 침략 그리고 한국침략을 감행한다는 것,
을 지칭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서지방 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유. ‘ ’
구열도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은 년 유구열도를 강제로. 1874
합병하고 대만에 침입했으며 청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한, .
국에 대해서는 년의 강화도 조약으로 발판을 마련했다1876 .
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는 청은 만주 몽Ricardo Krebs “ ,

고 한국 인도차이나 티베트 동부 투르케스탄까지도 그 영향력을, , , ,
행사했다 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청나라와 일본이.”(Krebs, 2002: 302) .
한반도에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일전을 겨룬 청일전쟁은 모

든 세계사책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
심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첫 번째 예를 청일전쟁에서 찾고

있으며 이 전쟁 후에 극동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극동지역에서의 일본의 아시아 대륙을 향한 제국주의적인 야욕이

구체화되면서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남진정,
책과 갈등을 빚게 된다 바로 이러한 힘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 노일.
전쟁이다 조사 대상이 된 세계사들은 모두 이 전쟁에 지면을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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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는 년 러시아의 정치력이 약화되자. Marialba Pastor “1904 ,
일본은 중국과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러시아를 극동에서 몰아내려고

하며 결국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까지 진출했다... ”(Pastor,
라고 적었다2002: 161) .

는 노일전쟁을 로 따로 분리Juan José Vega La guerra ruso-japonesa
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노일 전쟁 후 일본은 한, “[ ]
국의 보호권을 갖게 되었다 고 말했다”(Vega, 1986: 20) .

는 일본의 패권에 대한 야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Marialba Pastor .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해 일본은 식민주의자적 야욕을 드러내며 아, ,
시아 문화권의 중심으로 대표로 군림하려고 했다 아시아 문화권이라, .
는 어휘는 유럽인들이 중국 한국 일본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던 말로 이, , ,
들은 주변의 야만국에 에워싸여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Pastor, 2002: 201).

여기서 언급하는 일련의 일이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 ’
대시킨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가리킨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시아. ‘
문화권이 중국 한국 일본을 지칭하며 이들 삼 개국이 야만국에 의’ , , ‘
해 에워싸여 있었다는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 .
배와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한국은 년에 일본에 합병되었다 일본의 수탈과 박해는 저항운1910 .
동을 낳았으며 이 저항운동은 부르조아적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나,
뉘었다.
일본을 쫓아낸 다음에는 소련과 미국이 북의 공산주의와 남의 자본

주의로 차이점을 분명히 하며 년에는 북에는 조선 인민 공화국, 1948
수도 평양이 남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수립되며 북쪽의 수반은( ) ( ) ,
김일성 남의 수반은 이승만이었다, (Pastor, 2002: 264).

현대사 한국전쟁5. :

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미소를 주축으로 한 양대 진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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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유민주체제인 미국 및 서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과 소련 중국 동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뉜다, , .
년에서 년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은1950 1953

북한과 미국을 주축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지원을 업은 한국이 충돌

한 전쟁으로 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초의 전쟁이었다 북한과 한국, 2 .
이 동서진영을 대표해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적인 이 전쟁

이 사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당연하다 의 기술을 보자. Ricardo Krebs .

북한 정부는 공산 중국 정권의 지원을 업고 년에 한국까지 자... 1950
신의 영역을 확장하려했다. 북한 군대는 삼팔선을 넘어서 한국 국토

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은 유엔에 호소를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 ,
회는 이것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한국을 구하

기로 결정했다... (Krebs, 2002: 450).

는 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전Marialba Pastor ‘La guerra de Corea’
체를 할애하고 있으며 제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한반도가, 2
남북한으로 분단된 사실부터 기술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냉전체제.
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계정세 차원에서 조명한다 이 책 역시.
한국전쟁의 남침설을 명기하고 있다.

북한은 년에 남한을 침공1950 했다 태평양을 손에 넣기 쉬운 정략.
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려는 중국 소련 미국의, ,
자세가 전쟁발발이라는 것과 관련된다(Pastor, 2002: 264).

과 다수의 공저인María Teresa Fernández Madrid Historia del mundo
contemporáneo도 페이지에서 페이지까지 지도를 곁들여 기술255 256
하는 등 세계사 모두가 한국전쟁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
이 책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일제에 의해 강점되

며 제 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한반도를 떠나자 선을 기점으로 남, 2 38
북으로 분단되었고 북한은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남한은 미국,
의 지지로 다른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1950
년 월 일 북한군은 북쪽의 선을 넘어 남쪽으로 진군6 25 38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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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월에는 반도의 남동부에 있던 부산인근까지 쳐들어 내려왔9
다 면서 한국전쟁이 갖는 냉전시대의 의미를 국제정치차원에서.”(255)
조명한다.

는 한국전쟁과 전후 경제 발전을 쪽에서 쪽Juan José Vega 117 118
까지 사진을 곁들여 기술하고 있다 그의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을.
보자.

년 남한은 서방과 비슷한 의회를 구성해서 신자본주의 계열과1948
밀접한 연관을 갖는 정치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지명했다.
얼마 후 한국전이 발발했다 지금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년 월1950 6
일에 시작한 전쟁에서 양측의 국토 침입에 대해 서로가 비방25 하고

있다(Vega, 1986: 117).

의 이 기술은 두 가지 면에서 의문점을 낳는다 첫Juan José Vega .
째는 한국의 대통령 이름으로 이승만을 대신에Syngman Rhee Sygman
로 잘못 적은 것이며 둘째는 전쟁이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에Ri ,
대해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점이다.

의Antonio Fernández Historia del mundo contemporáneo (Edit. Vicens
는 에서 쪽까지 한국전쟁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Vives) 222 223 .

한국의 경제발전6.

세기 후반 즉 년대부터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한국20 , , 1980
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세계사 책은 하나도

없다 이들은 모두 일본에 이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
개국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특히4 , , , ,
년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경제 선진국1950

으로 도약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Juan José Vega
는 한국전쟁을 이야기 한 다음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북한과 비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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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
각각은 상대방의 반대 모델을 등에 업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남한.
은 미국기업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이 여기서는 우위를 점했다.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불1 2000

에 달하며 반면에 북한도 만만하지 않아, 약 불1500 에 달한다 이 수치.
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인상적인 기록이

다(Vega, 1986: 118).

또한 그는 한국의 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과 같은 설

명을 붙였다.

전쟁이 끝나자 두 개의 한국에는 번영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 이 사.
진의 장소는 거대한 한국의 서울 주 경기장이다 한국은 년 올림픽. 1988
을 조직했다 세계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많은. [ ] ,
국제적 회의를 유치했다 년에는 국제 통화기금 총회를 개최했다. 1985
(Ibid., 118).

현재 페루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이 세계사가 제시하는

국민소득은 년대 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한국에70 .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는 아시아의 신흥 경제 핵심세력을 논하고 있으Antonio Fernández
나 세계 경제를 다루는 지도에서 한국을 저개발국의 일원으로 표시

하고 있다 와 인 공저의 세계사. María Teresa Fernández Madrid 5
쪽에서는 신흥 경제 핵심세력 태평양의 중요성이라는 소제309-311 ‘ . ’

목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으로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꼽‘ ’ , , ,
는다 그러나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한 반면 한. , ,
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멕시코에서 출판된 Geografía económica는 신흥 산업국가 라는 제‘ ’

목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 , ,
쪽에서 쪽까지 한국의 지리적 위치 기후 인구 종교 한국의242 247 , , , ,

분단 상황 경제 산업발전 교통 통신 수출입에 대해 자세히 언급, , , , ,
하고 있다 나머지 세 나라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는 각각. , , 1, 2, 2
쪽씩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높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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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여주는 한 예다.
의Osvaldo Svanascini Breve historia del arte oriental의 제 권은 총2

페이지에 걸쳐 동북아 삼개국인 중국 한국 일본의 미술을 다룬274 , ,
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의 미술은 페이지에 그치는 반면 중국 미. 25 ,
술은 페이지 일본 미술은 페이지를 차지한다 한국의 역사에124 , 130 .
대해서는 단군신화를 언급하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및 조선, ,
시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삼국시대 및 통일 신라 미술에 대해 비,
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고려시대 예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시대 화가로는 장승업 김홍도의 이름을 제시, ,
했다.
세기 말부터 한국인은 세계를 무대로 뛰기 시작했다 단일민족20 .

으로서만 살아오는 것에 익숙한 한국인은 세계 시민이 되기에는 아

직도 역부족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와 가 년 펴낸Pablo Macera Santiago Forvis 2000 Nueva Crónica del

Perú siglo XX이다 식민지시대의 가 그림으로. Guamán Poma de Ayala
그린 Nueva corónica y buen gobierno라는 역사책의 체제를 그대로 따
온 페루 역사서의 쪽에는 자신들의 도서지방 마일 해리를 국경49 200
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그림이 있다 그림 속의 바다 생선들은 서로.
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대화한다.

그럼 멸치는- ?
한국 사람들이 다 잡아갔지- .

이것은 쌍끌이 어선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사 전집.Ⅲ

세계사 전집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스페인에서 출판된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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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Historia Universal 전 권 과( 10 ) Historia Universal 전 권이다 편의( 5 ) .
상 앞의 전집은 M.H.로 뒤의 전집은 H.U.로 적기로 한다.

상고사1.

M. H.는 총 권에 달하는 양이 입증하듯 비교적 상세하게 각국10 ,
역사에 지면을 할애했다 한국의 상고사 부분은 이 책의 권에 등장. 1
한다 즉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한국 시베리아 일. , , ,
본의 신석기 문화를 독립해서 다루었으며 여기서 언급된 한국 관련

신석기 문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토기가 부산 근처의 동삼동

발굴로 인해 조도 기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조몬,
초기 혹은 중기의 일본 토기와 동시대로 볼 수 있다”(Cabrera et al.,

권 이 책은 또한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해간 것으로1992, 1 : 372)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 “
에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서 발.
견되는 모든 종류의 동식물이 발견되고 있다.”(Cabrera et al., 19921
권 라고 기술한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경우: 372) .
는 기원 전 년까지 집권한 한나라 시대는 한국 중앙아시아 베“ 220 , ,
트남까지 영역을 팽창시켰다 권 라는 문.”(Cabrera et al., 1992, 4 : 449)
장이다.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대한 기술은 중국 당의 역사의 일부분에서

다룬다 당은 외국문물에 문호를 활짝 개방한 나라로 문화적으로 상.
당히 융성했다 한국은 당시 통일신라시대였으며 유명한 고승 혜초.
도 당나라를 거쳐 인도까지 여행한 후에 왕오천축국전 을 기술할“ ”
정도로 당과의 왕래가 잦았다 혜초는.

년성덕왕 당나라 광저우 에 가서 인도의 승려 금강지723 ( 22) [ ]廣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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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자가 된 뒤 그의 권유로 나신국 을 경유하여 인도( ) , ( )金剛智 裸身國

동해안에 도착 불교 성적 을 순례하고 파미르고원을 넘어 년, ( ) , 727聖跡

경 당나라 안서도호부 가 있는 쿠차 를 거쳐 년 당( ) [ ] 733安西都護府 龜玆

나라 장안 천복사 의 도량 에서 금강지와 함께 대( ) ( ) ( )長安 薦福寺 道場 《

승유가금강성해만주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珠實利千
이라는 밀교 경전을 연구하였다 년효성왕) ( ) . 740 (臂千鉢大敎王經 密敎》

부터 이 경전의 한역에 착수 이듬해 금강지의 죽음으로 중단되었으5) ,
나 금강지의 법통을 이은 불공삼장 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 6不空三藏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으며 우타이산 건원보리사[ ] (五臺山 乾元菩提

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 .寺 2)

이를 입증할만한 기술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대당는 외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외국의 사상을 융통성 있게[ ]
받아들인 시대이다 이 시절 수도였던 장안에는 인도와 기타 남동 아시.
아 지역 승려들이 있었으며 중앙아시아와 아랍의 물품 한국 일본 페, , ,
르시아의 여행객들이 있었다 권(Cabrera et al., 1992, 4 : 451).

또한 당나라 해안지방에는 신라인들이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류지

를 형성하기도 했으며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장악한 이후로 더욱 번

창해 져서 신라인의 절에는 한 때 명의 승려가 살기도 했다 아, 250 .
시아의 초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영, , ,
향력을 다루면서 한국이 언급된 내용을 더 살펴보자.

세기에서 세기에 중국은 교역과 지배권을 통해6 7 한국에 대한 영향

력 특히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 심오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후에 일,
본 사회를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권(Fernández et al., 2000, 2 :
376).

세기에서 세기 는 중국 역사상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당나라까지‘6 7 ’
포함한다 위진남북조시대는 년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며 수나라. 589 ,
는 고구려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년 문제의 고구려 침입. 598 ,

2) http://cgi.chollian.net/~edusong/technote/read.cgi?(200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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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양제의 침입도 실패로 돌아가고 년 당에 의해 멸망한다612 618 .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이어진 이 시기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
의 삼국이 있었으며 삼국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불교를 종교적 기반,
으로 유교를 정치제도의 근간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백제는 이, .
모든 문물을 일본에 전해준다 특히 신라는 당과 연합해서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대당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년까지 재위한 황제는684-705 한국을 정복했으니 이것은 그 누구도

그때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권(Cabrera et al., 1992, 4 : 452).

년까지 당을 통치한 인물은 측천무후이다 태종의 비였으‘684-705 ’ .
나 그의 아들 고종의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고종이 죽고 황제가 된

아들들을 독살하고 자신이 실권을 쥐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한. ‘
국 정복 이 당나라가 백제에 설치한 웅진도독부를 지칭하는 것이라’
면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년에 패망시켰. 660
으며 웅진도독부는 이 해부터 년까지 존속했다 따라서 위의 기, 676 .
술은 오류이다.

만주는 년에 당에 복속되며 중국의 동맹 국가였던660 , 신라는 한반

도를 통일했다 권(Fernández et al., 2000, 2 : 373).

여기서 말하는 만주는 고구려의 고토로 흔히 요동지방으로 언급되

는 지역이다 만주가 년에 당에 복속이 된다는 것은 저자가 나. ‘660 ’
당연합에 의한 년의 백제 정복을 년의 고구려 정복으로 착각660 668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만주 지역은 당시 고구려 계 유민들이 중심.
이 되어 건국한 발해 의 중심부로 서로는 당 남으로는 신(698-926) , ,
라 동으로는 말갈 북으로는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 .

중앙아시아 티베트 몽고 극동 아시아 특히 일본에 문화적 영향... , , , ,
력을 행사했으며, 한국의 왕국에는 세기까지도 중국계 식민지8 가 많

이 건설되었다 권(Fernández et al., 2000, 2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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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한국에 대한 지배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치면

서 본격화되었다 년 당은 백제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서 백제. 660
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시도하며 년에는 신라에 계림도독부를 설, 663
치해서 영토화를 시도하고 년에는 고구려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668
다 그러나 신라의 문무왕은 년 당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삼국통. 676
일을 완수한다 따라서 세기까지도 중국계 식민지가 많이 건설되었. ‘8
다라는 설명은 무리이다 이 책이 한국을 독립시켜 기술한 부분을’ .
살펴보자.

중국문화는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왔다 한국은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은 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복속시킨다 이 지역에는 이, .
미 많은 중국인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당나라의 영향.
은 당이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
영향력이 입증된다 당시 수도는 평양으로 평양에는 주자학을 숭앙하. ,
는 조정이 있었다 토지는 군주의 재산으로 농민들 사이에 분배되었고. ,
이들은 세금을 냈다 귀족이나 불교 사원과 같은 곳은 세금이 면제되었.
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면세지는 증가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처럼 농업경제와 토지 대규모 소유가 증가하기도 했으나 한국의 인구,
는 세기에 만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었으며 화11 200 .
폐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들의 외국과의 교역도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

다 또한 거란과 만주의 여진족의 공격에 늘 대비해야했다 특히 만주. .
의 여진은 년까지 한국 북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왕권은 비생산1126
적인 귀족과 승려 농민들의 반란으로 위기에 처했다(Fernández et al.,

권2000, 2 : 713).

한국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 고려를 함께 설명하고 있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중국, . ‘
문화는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왔다라는 것은 중국의 문물이 한’
국 특히 백제를 거쳐 일본에 들어간 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일부 사, .
가들이 중국문화가 일본에 먼저 유입되고 후에 한국으로 전해졌다‘ ’
라는 주장을 펴지만 세계사학계의 전반적인 시각은 한국에서 일본으

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은 후 는 한. ‘ ’
나라의 한사군 설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도는 평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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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양에는 주자학을 숭앙하는 조정이 있었다 라는 부분에서 주자, ’ ‘
학을 숭앙하는 조정이라면 이것은 고려시대 성종이 통치이념으로’
유학을 택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
경이며 묘청의 서경천도는 년의 일이었고 수포로 돌아갔으므로1135
이것은 오류이다 또한 만주의 여진은 년까지 한국 북부를 점령. ‘ 1126
하고 있었으며 왕권은 비생산적인 귀족과 승려 농민들의 반란으로

위기에 처했다라는 설명에서 년은 이자겸의 난으로 정국이 소’ 1126
란하던 때였다 여진족은 함흥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으나 윤관이.
년에 이들을 정벌했다 그러나 고려조정은 년 만에 군대를 철1107 . 1

수시켰다 그리고 여진족은 곧 금을 건국하므로 이 기술에는 문제가.
있다.

고려3.

당의 뒤를 이은 것은 송나라이다 그러나 송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그 전의 당이나 그 후의 원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 전집들도 이점을 인정하여 송의 에 대. 羅末麗初

한 영향력에는 큰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송의 뒤를 이어 등장한,
원이 고려를 속국으로 만드는 과정은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세기부터 몽고10 의 지배는 만주 외몽고 상시와 북경의 북부 지방, ,
에 미치게 되며 한국과 탕구트 발해에서 조공을 받았다(Fernández et

권al., 2000, 2 : 704).

세기부터 몽고가 만주 외몽고 등을 지배하고 한국과 발해 등에10 ,
서 조공을 받았다는 위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몽고의.
징기즈칸은 년에 통일국가를 건설하며 고려와는 년에 외교1206 1219
를 수립한다 또한 발해는 이미 세기에 멸망했으므로 몽고에게 조. 10
공을 바쳤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동양에서는 한국을 년부터 속국으로 만들며 년에서1231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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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는 완전히 정복했다1253 권(Fernández et al., 2000, 2 : 720).

이 설명은 년의 차 침입과 차에서 차에 이르는 침입을 언1231 1 3 4
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년의 침입 후 고려는 몽골에게 조공을. 1231
바치게 되었으며 이후 년 충렬왕 때부터는 고려왕은 반드시 원, 1274 ,
즉 몽골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하는 등 복속이 심화되었다 그 후.
에도 년의 차 침입 그리고 까지의 차 침입으로 이1253 5 , 12354~1291 6
어진다 따라서 년부터 년까지는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 ‘1236 1253 ’
은 오류로 볼 수 있다.

조선4.

조선시대는 극동에서 점증되는 일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

한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대륙침략을 감행하게 되며 중국이라는 대륙을 치기 위해 조선을 먼,
저 침략한다 한국사에서 임진왜란으로 알려진 이 침략은 조선의 강.
력한 저항에 시달려 실패한다 때마침 히데요시가 죽게 되며 도쿠가.
와 이에야쓰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서 막부시대를 연다. M.H에서는.
히데요시의 정치가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로 확장된다 중국과“ . [...]
의 외교관계가 불만족스럽게 진행되자 히데요시는 중국을 정복할,
결심을 하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나 실패한다”

권 고 적고 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Fernández et al., 2000, 5 : 411) , “
가 한국 정복의 실패에서 나오는 군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절대 권력

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권 고 말한다”(Fernández et al., 2000, 5 : 412) .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서방과의 교역에 앞장 선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문호개방을 요구한다. H.U.은 일본의 문호개방 요구를 일본 제
국주의의 첫걸음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일본은 년에 그 첫 실험을 한다 즉1876 . , 한국에게 조약을 체결하라
고 강권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을 강권한 것이다 바로. 페리 제독이

일본에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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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nández et al., 2000, 4 : 348)

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은 일본에 와서 개국1853
과 통상을 요구했다 당시의 여론은 쇄국이었으나 페리의 강경한 태.
도로 일본은 년 미일화친조약을 맺어 시모다 하코다테 항구를1853 ,
개방하고 미국영사관의 주재를 허락했다 년에는 미일수호통상. 1858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치외법권 인정 최혜국대우인정 도쿄 요코하마 등지 개항의 추가, , , 4
개방 등이 추가되었다 일본은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 개항을 요구.
한다 즉 년의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년에 강화도 조약을. , 1875 1876
체결하면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도록 했고 치외법권 인정을 포, ,
함시켰다.

M.H.에서는 세기말의 극동지역에서의 패권 다툼을 이렇게 기술19
하고 있다.

중국 황제는 이론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년대 들어서면서 명목상의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1890 .

본은 년에 한국과의 통상조약1876 을 자신에게 이롭게 체결하면서 3
개 항구의 개항과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관할권도 행

사할 수 있게 되었다 권(Fernández et al., 2000, 7 : 482).

특히 이 권에서는 청일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를 권과 권에서7 , , 7 8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보자. .

강성해지고 서구화된 일본은 러시아가 중국의 북방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도쿄와 북경간에 체결한 년의. [...] 1885
조약으로 양국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 년의 한국 내1894
정에 중국이 개입한 사건으로 일본은 중국의 다섯 배나 되는 군대를

파견했으며 일본은 자신의 힘의 우위를 이용해 중국을 한국에서 몰아,
냈다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대패하며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 [...] [ ] ,
결했고 이 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Fernández y Ladero
Quesada, 2000: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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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친일파에 의한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민비는 청의 도움으로1885
정변을 진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조선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청과 일본은 년 톈진 조약을 체결하며. 1885
위에서 언급한 년의 조약 은 이것을 지칭한다 그 주요내용은‘1885 ’ .
첫째 양군은 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철병할 것 둘째 조선 국왕에게4 , ,
권해 조선의 자위군을 양성하도록 하되 훈련교관은 청일 양당사국,
이외의 나라에서 초빙하도록 할 것 셋째 조선에서 이후 변란이나, ,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두 나라 또는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할 때

는 먼저 문서로 연락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철병할 것이다, .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년의 한국 내정 은 동학란을 지칭한다‘1894 ’ .
동학란이 진정되면서 양국은 일전을 치루고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
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청국이 조선국이 완전. ‘
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주독’ . ‘
립국 은 조선에 대해 청이 간섭할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으로 이로 인’
해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에 가로 놓인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이

다 또한 중국의 요동반도 대만 팽호제도가 일본에 이양된다 그러. , , .
나 일본의 대륙진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을 가한다.

일본의 무사들이 요청을 한 지 년이 지나서야 일본의 대륙 진출이20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 군대는. 한국에서 청일전쟁을 야

기했으며 일본의 힘의 우위로, 서울 대련 웨이하이, , 가 일본의 손에 떨

어졌다(Fernández y Ladero Quesada, 2000: 486).

일본의 대륙진출의 서막을 알리는 이 부분에서 서울 대련 웨이‘ , ,
하이 가 일본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청일전쟁 후 중국의 여러’
지역이 일본의 수중에 떨어진 것을 가리킨다.

M.H. 권에서는 일본의 근대사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청일전쟁을8
언급한다.

한국은 중국의 보호령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이 년부터 증대되면서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벌인 긴장은 결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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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양국 사이에 전쟁을 유발시킨다 즉. , 년 여름에 양국의 군대는1894
한반도에서 일전을 치른다 당시. 한국의 정치가들은 두 나라의 지지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자신들의 지지국을 지지한다 전쟁 후 맺은, .
조약으로 중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야했다(Cabrera et al., 1992, 8
권: 299).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 한국 즉 조선이 일본의 영향권 안에 편,
입되는 과정을 설명한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정치가들은 두 나라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지적은 친일과 친청으로 나뉜 당시 조정’
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H.U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해 양국의 조약이 체결된 장소 중국이. ,
일본에 양도한 섬 및 요동반도 전쟁 배상 등등을 자세히 기록하면,
서 역시 “한국의 독립이 인정되었으나, 한국은 유럽 열강보다 일본

에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권”(Fernández et al., 2000, 4 :
고 밝혔다348) .
노일전쟁에 대해 M.H.은 러시아는 극동까지 진출했으며 거기서“ ,

만주와 한국을 넘보고 있었다 권 일”(Fernández et al., 2000, 7 : 482). “
본은 한반도에서 중국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

우고 있었다 권 라고 기술한다.”(Cabrera et al., 1992, 7 : 486) .
노일전쟁에 대한 언급을 좀 더 살펴보자.

만주의 남부와 한국을 에워싼 일본과 러시아간의 경쟁은 년1894
에 일어난 분쟁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한국과 만주는 이미 이 두

나라의 영향권에 있었다 이로 인해 결국. 년 월에 러시아와 일1904 2
본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 일본은 결국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의. [...]
총감으로 임명하며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총감이 암살당하자,
한국을 합병했다 권(Cabrera et al., 1992, 7 : 299)

이 전집은 일본과 러시아간의 경쟁을 년의 청일전쟁과 혼동하1894
고 있다 그러나 노일전쟁과 그 후의 역사 기술은 정확하다. .

H.U.에서는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노일전쟁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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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 후 러시아는 중국 영토로 좀 더 진출하나 중국이 일본에 양, [ ]
도한 반도는 일단 건드리지 않는다 일본이 모스크바와 만주나. 한국

땅에서 일전을 벌이리라는 것은 시간문제였다.(Fernández et al., 2000, 4
권: 348)

부동항이 필요했던 러시아도 아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면서 남진을 진행하나 일본에 양도한 반도 요동반도는 건드‘ ’
리지를 않는다 년에 발발한 노일전쟁에서 일본은 육전과 해전. 1904
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다 내정의 혼란으로 위기를 느낀 러시.
아는 미국의 중재로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포츠마스에서 체결된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한국에서의 일본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했고 일,
본에게 여순 대련의 조차권과 남만주철도를 청국의 동의를 얻어 양

도하며 북위 도 이남의 사할린을 양도하고 연해주의 어업권을 인, 50
정했다.

포츠마스 조약은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다 여기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고 아서 항을 양위하며 만주 북부의 철로,
와 사할린 남쪽의 섬을 양도한다 권(Fernández et al., 2000, 4 : 349)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의 승자로서 극동에서 절대 세력으로 부상한

일본은 한국을 년에 합방해서 식민지로 만든 후 대륙의 침략에1910
나선다.

현대사 한국전쟁5. :

M.H.은 세기 초의 세계정세를 논하면서 일본의 패권주의와 제20 2
차 세계대전을 연결 지어 설명하고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일본의 야,
욕이 빚은 것으로 규정한다.

갈등은 년대 말까지 지속되며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1940 , 2
한국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권(Cabrera et al., 1992, 7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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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반 즉 년 이후의 한국에 대한 기술은 동서 냉전체20 , , 1950
제의 고착에 일조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 나라라는 인식으로 인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이 전집 권의 저자인 은. 9 Javier Tusell
한국전쟁을 라는 제목으로 권의‘La guerra de Corea(1950-1951)’ 9 256
에서 쪽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년의 이승만 정권261 . 1948
수립 이후의 한국정치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이승‘
만과 일제시대에 협력한 몇 명의 각료들은 민주화와는 동떨어진 정

치를 펼쳤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Cabrera et
권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al., 1992, 9 : 257) .

는 년 월 일 북한군은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다‘1950 6 25 90,000 .
이들은 소련제 탱크로 무장하고 있었다 권.’(Cabrera et al., 1992, 9 :
이라고 명시했다 이 책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일본의 경제258) . ‘

발전과 아시아 네 마리 용 권 이라는’(Cabrera et al., 1992, 9 : 602-607)
제목에서 신흥 산업국의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H.U.는 한국전쟁에 대해 권의 까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4 621-624 .
동서 냉전체제로 한반도가 를 사이에 두고 분단되었음을 설명한38°
후 년 월 일 북한군은 선을 넘어 한국을 침략했다 라고, ‘1950 6 25 38 ’
기술했다 그리고 쪽에서 다시 한번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 유엔. 637 ‘
의 한국지지가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표명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표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소련의 실수였다고 결론 내린다. .

결론.Ⅳ

스페인어권 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이 지역에서 출판되

거나 교재로 사용하는 세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책

은 단행본 권 전집류 종 권으로 출판지는 스페인 멕시코9 , 2 15 3, 3,
페루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의 순이었다 총 권인 이2, 1, 1, 1 . 23
책들에 실린 극동 삼 개국의 역사는 그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에 편

중되어 있다 중국은 상고시대부터 한나라 당 송 원 명 청 및 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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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동 일파의 대장정을 위시해 강청의 권력암투까지 상세히 다루며

화보를 곁들여서 설명한다 또한 일본에 대한 기술은 그 대부분이. ,
세기의 에도막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기 후반의 메이지 유신16 19 ,
세기 말의 제국주의 정책 그리고 차 세계대전과 경제부흥을 중19 , 2
심으로 되어있다 반면 세기까지의 한국에 대한 독립적인 기술은. 19
전집류 하나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분량은 쪽도 못 미친다1 .
세기 이전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중국과 일본 역사 차원에서 다20

뤄진다 한사군이 설치된 곳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 ‘ ’, ‘
의 하나 신라와 제휴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백제와 고구려 신’, ‘ ,
라에까지 도독부를 설치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라’,
몽고의 지배 하에 있던 나라 청의 영향력 하에 있던 나라 등이 중‘ ’, ‘ ’
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등장시킨 한국이라면 일본 역사의 일부분으,
로서의 한국은 중세에 침략당한 나라 세기 말 개항을 요구받은‘ ’, ‘19
나라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일어난 나라로 등장한다 예술에 대한’, ‘ , ’ .
기술 역시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것.
은 이들 나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20% .
이러한 기술에서는 오류도 발견된다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일본. ‘

이 중국을 침략했고 한국은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군대를 패,
퇴했다라는 기술은 일본 군대가 먼저 중국으로 갔고 한국군이 일본’ ,
군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이 중국 명나라를 치기 위해 한국에 먼저 침략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중세시대에 한국을 두 차례나 강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오류이다.
한국은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등장한다 년의 한국전쟁과. 1950 20
세기 후반의 경제발전은 조사대상 세계사 모든 책에서 비중 있게 다

뤄지고 있다 개종의 세계사 중 개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 10 8
으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개종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2 .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혹은 신흥 산업국가 라‘ ’ ‘ ’
는 제목으로 별도로 기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계사가 한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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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사 책에서는 세칭 아시아의 신.
흥 산업국가인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 ,
지표를 상세히 제시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스페인어권의 세계사 기

술은 세기까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조명되고 있으며 세기19 20
이 후에는 냉전의 산물로서의 한국전쟁 새로운 산업국가로서의 한,
국이라는 면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책이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 역,
사에 대한 불충분한 기술 및 오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문제로 한

국의 국사학계와 스페인어 관련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Abstract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para ver la imagen de Corea, plasmada
en los libros de la historia del mundo hispánico: historia mundial,
historia contemporánea, historia del arte, historia de la economía, etc.,
publicados en España, México, Argentina, Chile, Perú y Colombia. En
todos los libros de la consulta, la historia de Corea antes del siglo XX
está tratada desde el punto de vista histórico de China o Japón. Sin
embargo, desde la mitad del siglo XX hay frecuentes menciones sobre
Corea por los dos acontecimientos: la guerra de Corea y el desarrollo
econó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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