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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함의
□ 연구 목적 및 내용
남북 간 가야사 분야의 `역사 분단'을 위한 작은 발걸음 모색
- 분단 이후 7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가야사에 대한 연구·교육 활동
이 각기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계가 서로 상대방의 가야사 연구
동향과 성과를 교류하고, 남북 간 역사문화협력 방안 모색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적 시각에서 가야사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가야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시도
- 북한도 가야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관련 연
구기관 및 학자들이 남한의 가야 유적을 방문하고 남북 간 인적교류
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과 특징, 남북 간 가
야사 인식 및 연구 동향을 비교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야사 분야 역사문화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나아가 현재 남북관계의 조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경
남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가야사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인적 교류'
분야 중심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북한 문헌 조사와 유사사례 분석, 관련분야 전문가(문헌학
및 고고학 전공 8명) 자문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음

□ 정책 의제 및 단계별 추진방향
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방안으로 본 연구가 발굴한 정책의제들
을 대상으로 `중요도'·`실현가능성'·`기대효과' 평가를 종합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①“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유”→ ②“고구려-가야 교류사를 규명하는 고고학적 협
력”→ ③“남북공동 학술대회”→ ④“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
재에 대한 북한의 지원·협력”→ ⑤“우륵과 가야금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문화유산협력”→ ⑥“일본의 가야·고구려 약탈 문
화재 반환 공동대응”순으로 나타남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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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 간 가야사 연구의 `역사 분단'
- 남북 간의 가야사에 대한 연구 방향과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에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
- 북한에서도 `가야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한 학계와 가야사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언론에 보도된 적도 거의 없음
- 그동안 남한과 북한 모두 일본의 사료나 연구서들을 인용하거나 연구
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남북한 역사학계가 서로 상대방의 문헌을 연구
한 사례는 거의 없었음
-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계가 서로 상대방의 가야사 연구
동향과 성과를 파악하고, 남북 간 역사문화협력 방안 모색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과 북의 가야사 분야 역사연구를 발전시키고 한반
도적 시각에서 가야사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과 가야 재조명 정책의 연계 가능성
- 가야 역사문화 복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추진되어 추동력을 확보함
- 이후 2020년 6월 경남의 가야사 연구복원 및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
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되었고 2022년 `가야고
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음
- `해상 왕국'·`철의 왕국'으로 상징되는 가야사 영향권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야의 역사문화를 완전히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가야사의 만남'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1)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
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
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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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야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이 실현된다면 가야역사문화
복원과 확장이라는 목표에도 접근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며, `가야 역사문화 정비사업'의 전략과제 중 하나인 `2024 가
야세계역사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가야사를 매개로 한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실현 방안 모색
- 북한도 가야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단, 북한학계는 고대 한일관계
사의 해명에 주력함과 동시에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과 가야 문화가
고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는 입장으로 연구 진행),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관련 연구기관 및 학자들이 남한의 가야 유적을 방문하고 남
북 간 인적교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분단 이후 70년이 넘도록 가야사 분야의 연구·교육 활동이 남과 북에
서 각기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가야사 분야의 `역사 분단'을 극
복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모색하고자 함
-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과 특징, 남북 간 가
야사 인식 및 연구 동향을 비교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야사 분야 역사문화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 남북관계의 조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경남의 특성
과 장점을 살린 `학술 교류' 및 `인적 교류' 분야의 정책 방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가야사 연구현황과 남북 간 가야사 인식 비교
및 쟁점을 파악한 다음, 가야사 분야 교류협력의 영역과 협의 의제 발
굴, 추진 방안 및 준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야사 분야 남북교류협력이 추진 및 실행될 시 경남의 가야 재조명
정책 및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진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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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가야사에 대한 남북한의 역사 인식과 쟁점
- 한국의 가야사 연구 현황
-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 (가야사 인식, 동향, 주요자료 목록과 개요)
- 주요 쟁점 개괄(`가야연맹'설과 시기구분, 가야 제국의 세력범위, `임나
일본부'설과 규슈일대 `삼국분국'설 등)
과거 남북역사문화 교류 현황과 시사점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사례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사례
- 정책 시사점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기본구상 제안
- 남북 공동 가야사 (학술) 교류협력의 주제 도출
- 분야별 교류협력 영역
- 단계적 교류협력 추진 방안
- 교류협력 추진체계와 협업 방안

□ 연구 방법
북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 남한(경남)과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
과 남북 간 주요 쟁점 및 과거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 사례 분석
전문가 FGI를 통한 정책의제 발굴 : 가야사 분야 전문가(문헌학 및 고고
학 전공 8명) FGI를 통해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정책 추진
방안과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야사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단계(단계별 사업내용), 교류협력 협업 거버넌스 등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기본구상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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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2)
1. 국내 가야사 연구 시기구분과 특징
1) 1980년대 이전
□ 조선 후기 실학의 대두: 정약용
가야사회의 내재적 발전과정 연구: 가야제국의 성장요인 이해
교역을 통한 정치적 성장: 가야제국을 해상 왕국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과 임나일본부설 등장: 가야사의 내재적 발전과정
연구의 단절

□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역사인식
정체성론: 타율성론과 함께 일선동조론이 본격화 됨
식민지 지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임나일본부설 제시

□ 광복 이후
광복 이후부터 60년대까지 문헌사학계의 가장 큰 흐름인 일제강점기 식
민주의 사관인 `임나일본부설'의 부정에 집중
김석형(북한)의 `분국론': 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은 남한 일부 역사학자들
이 임나일본부설을 직접 지지하기는 어려우니 외교기관설, 교역기관설
등의 성격논쟁으로 비켜가면서 여전히 `임나=가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오카야마(岡山: 강산)현 키비(吉備: 길비) 지역을
임나라고 주장3)
천관우의 `백제군사령부설': `임나일본부'를 `백제군사령부'라고 주장하며
`왜의 임나지역 지배'가 아닌 `백제의 가야지역 지배'라는 시각으로 해석
김철준은 가야제국의 성장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변한지역에
김해의 가락국을 비롯한 부족국가의 형성 ~ 철기 문화의 확산으로 3세
기 경 김해 가락국을 비롯한 부족국가 형성 ~ 낙동강 하류의 금관가야
와 중류의 대가야가 주변 가야세력을 주도하다가 양자가 대등하게 연합
2) 남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은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해 정리함.
3) 조희승(2019), 북한학자 조희승의 임나일본부 해부: 일본의 남부조선 지배론 비판, 말, p.190.
- 4 -

Ⅱ. 남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

한 `상·하 가야연맹' 형성 ~ 이후 고대왕권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신라
에 병합하는 과정으로 파악
1970년대는 문헌사학과 고고학이 접목하는 시기로 가야사의 대체적인
발전추세를 이루고 가야사상을 복원했다는 점, 가야사 연구에 필요한
방대한 문헌자료를 정리하였다는 점, 뺷日本書紀뺸를 비판적으로 활용하
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연구방법론 상 본격적으로 고고학과 문헌사
학의 통합을 시도한 점 등의 진전을 통해 가야사 전체를 일별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1980년대 이후 가야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놓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님4)

2) 1980년대 이후: 가야 주체의 가야사 연구
□ 1980년대 이후 가야 주체의 가야사 연구가 본격화
고고학 자료의 확대 및 활용
뺷일본서기뺸의 철저한 사료 비판을 통한 활용

□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시·군 단위 가야 각국사 연구 발전의 계기
지자체 박물관 건립, 유적발굴 확대, 학술대회 개최 등
90년대까지 가야사 연구 결과가 쏟아짐
반면 인문학에 대한 관심 떨어지고, 연구자 적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이
후 개발담론에 의해 발굴사업 위축
삼국시대에 비해 설화 부족, 금석문 재료도 부족

□ 문재인 정부 시기: ‘가야사 연구와 복원’ 국정과제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가야 관련 조사연구자료 집성, 가야유적 현황조사, 가야유적 발굴 및 복
원정비, 가야유적과 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등
국정과제로서의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
4) 오재진(2021), 해방 이후 가야사 인식의 변화, ｢가야사의 인식 변화｣, 제27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인
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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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확대
- 한계: 가야사 연구자의 부족, 삼국 중심의 한국 고대사 교육(국정교과서
에는 고령, 김해만 포함)

2. 가야사 연구의 변천과정
1) 근대 이전의 가야사 연구: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한백겸의 뺷東國地理志뺸 : 변한을 가야의 전신으로 이해하여, 변한을 전
기가야로 설정
안정복의 뺷東史綱目뺸 : 전라도의 동남지역을 가야문화권에 포함, 이것은
전북 남원군・임실군・장수군 등지에서 발굴된 결과와 가야 고고자료
출토양상과 일치
정약용 : 가야사에 대한 서술이 양적으로 확대됨
- 뺷疆域考뺸 : 삼한사 복원, 삼한총고, 마한고, 진한고, 변진고, 변진별고 서술
- 변진을 가라로 이해
- 변진독로국을 거제로 비정
- 浦上八國 을 창원에서 곤양에 이르기까지의 8읍으로 비정

2) 일제시기의 가야사연구
□ 민족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
광무연간
- 장지연 : 광무연간에 정약용의 뺷강역고뺸에 ｢임나고｣를 증보하여 뺷대한
강역고뺸 저술, ｢임나고｣는 뺷일본서기뺸 신공기를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
여 가야에 임나부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하는 오류를 보임
일제강점기 이후 가야사연구
-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손진태 등에 의해 이루어 짐
- 신채호 뺷조선상고사뺸 :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뿐만 아니라 동부여・
한사군・가라6국의 역사도 우리 고대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삼국시대를 `列國爭雄時代'로 인식함. ｢三國志東夷列傳校正｣에서는 위만
조선 멸망을 계기로 진한의 사로국과 변한의 가락국 등의 소국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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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봄
- 정인보 뺷조선사연구뺸 : 加耶國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으며, 뺷삼국사기뺸
신라본기에서 가야 관련 사료를 가려 뽑아 가야와 신라의 전쟁과 외교
의 역사로 정리함
- 손진태 뺷조선민족사개론뺸 : 3세기 말까지의 변한을 소부족국가, 6세기
중엽까지의 가야를 부족연맹을 거친 귀족국가 확립기로 구분. 가야사를
사회발전단계론으로 구분한 첫 시도

□ 일제에 의한 가야사연구
일제에 의한 가야사연구 : 가야사의 불행
- 뺷古史記뺸, 뺷日本書紀뺸 : 신공왕후에 의한 삼한정벌론, 신라・백제복속
담, 가야7국평정기사 등
江戶時代(1603∼1867)의 국학자 : 일본의 조선지배를 주장
- 태고 때 일본의 신이나 천황에 의한 조선 지배 주장 : 幕府말기 `征韓
論'의 논거가 됨 - 명치시대 이후의 한국침략, 한국병합, 한국지배의 유
력한 이념적 지주가 됨 : `日鮮同祖論', `日韓一域論'으로 불려지는 의식
형태는 이 국학의 전통에서 비롯됨
근대역사학 이전의 `일선동조론'
- 明治2년(1869)에 만들어진 國史校正局, 이를 계승한 國史編輯局 등에서
조선역사 연구
- 뺷日本史略뺸(1877년 初刊), 이것을 개정한 뺷國史眼뺸(1888년 완성, 1890년
제국대학에서 출판, 1901년 史學會에서 출판)은 `일선동조론'의 입장에서
서술됨 : 뺷國史眼뺸의 내용에는 神功王后가 신라를 정벌하여 신라왕을 항
복시켰다는 등이 서술되어 있는데, 국학자의 견해를 계승한 것임
-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갑신정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 연구가 참모본부에 의해 이루어짐 : 1882년(明治15년)에 참모본부의
편찬과에서 저술한 ｢任那考｣와 부록 성격의 ｢任那國名考｣라는 稿本에
서 `임나일본부설'이 등장함. 광개토왕비문 搨本에 대한 연구의 시작(菅
政友, 那珂通世, 三宅米吉 등). 비문연구로 인하여 일본의 남선경영설
및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함
근대역사학에 의한 한국사연구의 시작 : 1887년(明治 20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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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대학의 전신인 제국대학 내에 史學科(1887년)·國史科(1889년) 설치
및 1889년에 `사학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됨
- 청・일전쟁 전후의 시기부터 근대역사학에 의한 한국사연구의 본격적으
로 시작됨 : 菅政友는 신공왕후의 남선침략과 임나일본부설을 명확히
함. 林泰輔는 뺷駕洛國記뺸에 실린 허왕후를 근거로 삼아 가야는 인도인
이 개척한 것이라 주장하고, 한국역사의 타율성을 강조함. 뺷조선사뺸 서
술은 청・일전쟁 직전 일본의 한반도침략 시기에 국가적인 현실요구를
대변함. 那珂通世는 ｢朝鮮古史考｣에서 고대 일본의 남선경영의 설과 이
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정설화된 사실로 기술함
- 연구의 한계 : 청․일전쟁 전후에 이루어졌던 일본의 역사연구방법론은 `考
證'이었지만, 임나일본부설이나 남조선경영설의 근거가 된 뺷일본서기뺸 등에
대한 사료 비판이 엄밀히 행해지지 않았고, 나열 위주에 불과함
강점기의 한국사연구 : 정체성론․타율성론과 함께 일선동조론이 본격화 됨
- 1910년 합병기념으로 간행된 뺷歷史地理뺸 임시증간호인 `朝鮮號'는, 일
선동조론의 틀에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가장 빈번하게 거론됨
- 가야사연구는 타율성론을 바탕으로 하는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 지명고증작업으로서 任那諸國의 강역, 위치, 연고 등의 고
증을 통해서 뺷일본서기뺸에 보이는 임나관계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려함.
정부차원에서 고적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짐
- 鮎貝房之進 : 신라・백제의 수도인 경주 및 부여 공주 부근을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왜의 지배영역으로 설정함
- 今西龍 : ｢加羅疆域考｣는 加羅諸國의 고지 대부분을 답사하여, 나라별
로 서술함
- 津田左右吉 : 뺷일본서기뺸 관계기사에 대한 합리적인 문헌비판을 행함.
신공왕후의 ｢新羅征討｣기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배척하였고, 369년의 ｢加
羅7國平定｣에 나와 있는 기사 등 내용도 하나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고 부정함. 하지만 아무런 논증 없이 야마토정권의 임나지배를 인정한
것은 연구의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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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이후의 가야사 연구
□ 해방이후의 가야사연구는 1970년대 중반 시기와 1980년대 이후 시기로
구분
1970년대 중반까지 : 대외관계사연구, 임나일본부설의 극복
1980년대 이후 : 가야 주체의 가야사연구

□ 해방이후 일본인에 의한 가야사연구
해방 이후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음
- 末松保和의 뺷任那興亡史뺸 : 일본 패전 이전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임
나문제를 체계화시킴. 임나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형성하게 함. `임
나일본부'는 왜왕권이 한반도의 임나지역을 정벌해 현지에 설치한 직할
통치기관으로 이해
1970년대 뺷일본서기뺸에 대한 객관적 사료비판
- 임나일본부 성격규명 : 왜인 소속-在地倭人說, 北九州倭人說 등, 임나일
본부 성격-임나에 있는 제세력의 외교회의체설, 야마토정권의 간접관여
기관설 등 제시
- 야마토정권의 임나지배설 붕괴되었지만, `임나일본부'라는 기구에만 연
구가 집중이 되고, 그 전제가 되는 임나관계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는 방치함으로써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함
1990년대 : 가야사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함

□ 임나일본부설의 극복
김석형(북한)의 分國論 : 임나일본부는 한반도의 삼국 및 가야가 일본열
도 내에 설치한 分國과 야마토정권(大和政權)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
천관우의 `百濟軍司令部'설 : `왜의 임나지배'가 아닌 `백제의 가야지배'
라는 시각으로 `임나일본부'를 `百濟軍司令部'로 이해함. 즉 백제는 4세
기 중엽에 가야지역을 정벌하여 백제 세력권에 편입시켰으며, 5세기 이
후부터 여기에 백제군사령부를 설치하고 6세기 중엽까지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는 것, 왜의 임나경영설에서 加耶被支配史의 복원을 시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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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주체의 가야사연구
1980년 이전
- 이병도는 뺷三國史記뺸의 초기기록과 뺷일본서기뺸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뺷三
國志뺸 ․ 뺷三國遺事뺸 및 뺷삼국사기뺸 등의 기사들을 활용하였음. 가야의
건국신화가 김해와 고령 중심으로 나뉘어 있음을 근거로 가야사의 전개
를 전․후기로 나누어 이해함
- 정중환은 가야지역의 유일한 연구자로서 ｢가락국기｣에 대한 폭넓은 사
서적 검토를 진행했음
- 김정학은 가야와 일본의 고고학 문헌을 동시에 비교․활용하여,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고고학과 문헌학의 통합을 시도함. 그리고 가야의
발전단계를 읍락국가-읍락국가연맹-가야연맹으로 설정하여 고대왕국이
형성되기 전에 신라에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였음
1980년대 이후
- 김태식, 이영식, 백승충, 권주현, 남재우, 백승옥, 이형기 등
- 연구의 특징 : ① 가야사의 연대기적 구성. ② 가야제국의 자율적 발전
론의 시각에서 가야사의 전개를 이해. ③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④ 뺷일
본서기뺸의 비판적 활용을 통한 가야사복원 주력. ⑤ 문헌연구자이면서
도 가야고고학의 성과에도 천착하여 문헌자료와의 끊임없는 접목을 시
도함. ⑥ 동아시아사에 시야를 두면서 가야사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변동에 중요한 구성분자였음을 밝히려 했음

3.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가야사 연구의 성과
1980년대 이후 가야 주체의 가야사 연구가 본격화
- 고고학 자료의 확대
- 뺷일본서기뺸의 철저한 사료 비판을 통한 활용
-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 현 정부의 가야사연구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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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의 다양화
- 가야의 국가발전단계에 대한 논의 : 연맹체 단계의 존재여부, `부체제'
의 존재여부 등, 연맹체설은 가야지역 전체연맹체설, 지역연맹체설, 소
지역연맹체설 등. 연맹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로서, `도시국가론',
안라와 가라의 경우 `귀족합의체제로 운영되는 고대국가'로 인식하는
경우, `가야지역국가론'도 등장함
- 근본적인 문제제기 : 가야사의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약소하게 보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등장함. 한국의 고대사회가 소국에서 연맹체를 거쳐 중
앙집권화된 고대국가 형태로 발달한다는 전제하에서, 소국과 연맹체는
고대국가보다 열등하고 미숙한 사회로 규정하는 논의에 대한 의문 제기
- 가야연맹은 근대 서구 중심의 사고가 만들어낸 왜곡된 역사관이며, 가
야연맹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지적 오만이며, 가야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 오히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소사회를 지향했고,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완충지대, 중립지대로서 교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냈음. 소사회에
기초하여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교역으로 묶어낸 열린 공간으로 규정함
- 변한과 가야의 관계에 대한 논의 : `前期論'과 `前史論'. 전자는 변한을
가야의 전기로 보는 것이며, 후자는 변한을 가야사의 범위에서 제외하
는 견해. 변한과 가야의 관계, 구야국과 가야의 계승관계를 전면 부인
할 수는 없지만 변한 = 가야, 구야국 = 가야라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나
서 弁·辰韓, 아니면 三韓의 변화발전과정에서 가야가 성립되었을 것으
로 보는 시각도 제기됨
- 가야사 시기구분도 중요한 문제 : 변한을 가야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전기론의 입장은 가야사의 획기를 3세기 초나 5세기 초로 이해. 3세기
초의 포상팔국전쟁을 가락국의 쇠퇴기로 보거나, 5세기 초 고구려의 남
정을 전기가야연맹 해체의 계기로 봄. 그렇다고 4세기 초의 변화를 부
정할 수 없음. 4세기는 가야사의 중요한 획기. 신라와 백제의 경우도 4
세기를 계기로 신라와 백제가 되었음
- 가야 각국사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 : 연맹체설로 인해 맹주국을 중심으
로, 즉 가락국과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가야 각국에 대한 연
구가 확대됨. `安羅國'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가야 각국의 개별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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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을 묶은 연구결과도 나타남. 포상팔국에 해당하는 骨浦國, 고사
포국, 칠포국, 사물국에 대한 연구와 변진 소속 국에 대한 연구로 확대
- 포상팔국전쟁에 대한 연구확대 : 포상팔국전쟁 관련기록은 가야사회 내
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 전쟁시기, 전쟁이유, 전쟁대상국,
포상팔국의 위치 등에 대한 연구로 확대. 전쟁을 가야사회 내부의 발전
과 가야사회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이해
- 가야의 발전원인에 대한 연구 축적 : 가야의 형성과 발전을 교역에 의
한 것으로 이해. 가야전기는 김해와 창원일대를 중심으로 낙랑군과 倭
地를 연결하는 교역거점지로 발전, 낙랑의 선진기술을 차용하여 토기와
철기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했다는 입장, 낙랑문화에 대한 일방적
인 의존을 부정하고 자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유입
을 주장하는 견해, 최근에는 3~4세기 가락국의 교역장이 보여주는 `중
립성'에 주목한 연구가 발표됨
-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 : 임나일본부 관련 대외관계연구에서 벗어났지
만, 백제가 가야지역을 영향권아래 두었다는 연구결과의 등장, 4세기
중반 백제는 고구려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후방 안전을 도모하였고,
369년에 신라와 가야 및 영산강유역 세력에 대한 군사활동을 전개, 즉
가야7국 평정으로 가야제국과 부형-자제관계를 맺어 백제의 영향권 아
래에 두었다는 입장. 4세기대에 신라가 낙동강 동안의 가야지역인 창
녕일대를 간접 지배했다는 견해도 제기됨
가야사 연구 성과
- 첫째, 가야가 점유한 영역은 경상남․북도의 낙동강유역과 그 서쪽일대
를 포함하고, 최대 판도를 이루었을 때는 전라남․북도의 동부지역을 포
괄하는 매우 넓은 지역이어서, 백제나 신라에 비해 손색이 없음
- 둘째,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개별 국들의 생산
력이나 기술수준이 대단히 높아 거의 700년 동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역사를 지속함. 가야에 대한 백
제, 왜의 지배라는 기존설의 극복
- 셋째, 일본고대문명의 성립은 가야 문화, 가야사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야 멸망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가야의 유민들
은 文과 武 양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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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의 의미
- 가야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곧 한국고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
- 가야사가 한국 고대사체계에서 다른 삼국과 함께 동등한 자격의 시민
권을 획득하는 것임
- 가야는 한국고대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한국고대사회발전의 중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집단

2) 가야사 연구의 한계
가야사연구의 한계 : 가야사연구가 본격화된 것이 40여 년에 불과
- 첫째, 가야사회를 저급한 발전단계로 보는 인식의 문제 : `聯盟體說'에
근거하여 고대국가보다 미숙하고 열등한 사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야 각국은 스스로 소사회를 지향했고,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완충지
대, 중립지대로서 교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냈으며, 소사회에 기초하여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교역으로
묶어낸 열린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가야 각국에 대한 연구의 미흡 : 가야전기의 경우, 변진제국이나
포상팔국 등의 각국에 대한 개별연구의 확대가 필요함. 가야 유적에 대
한 조사 확대
- 셋째, 三韓단계와 加耶史의 구분의 모호함 극복 : 三韓과 加耶는 한국
고대사의 전체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 삼한사회의 총체적
인 변화발전과정에서 백제·신라·가야의 성립을 이해해야 함. 변한만
을 분리하여 가야의 발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진변한의 변화과정
에서 新羅·加耶의 성립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넷째, 가야 주체의 가야사 연구 미흡 : 가야사의 발전과정 왜곡. 임나일
본부설을 대체한 천관우의 `백제군사령부설'
- 다섯째, 문헌자료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 : 사료의 빈약함이 가야사연
구의 침체를 초래, 사료의 재해석, 고고자료의 확대, 인접 학문분야의
활용 등이 필요함. 다만 문헌사학과 고고학이 각각의 분야에서 정립된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료에 대한 엄밀한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관
자료를 각각의 입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끌어다 쓰는 자의적 경향성의
극복이 필요함. 문헌과 고고학의 어설픈 결합 지양. 뺷일본서기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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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주도로, 무엇을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을 조작하
였으며, 하필이면 일본왕의 직접적인 지배대상지로서 임나가 선택되었
는가 등등의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
- 여섯째, 연구방향의 다양성 확보 : 해양사관 등의 입장에서 가야사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4.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사 위상
1) `四國時代論'
□ 사국시대
가야사 전문연구자, 김태식 :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를 제창하며'(뺷미완
의 문명 7백년 가야사뺸, 서설(푸른역사, 2002)
∙ 고조선시대 : 기원전 2333(?) ~ 기원전 108년(고조선 멸망)
∙ 열국시대(부여, 고구려, 동옥저, 예, 마한, 진한, 변한) : 기원전 108년~서기
314년(낙랑, 대방의 멸망)
∙ 오국시대(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 서기 314년~494년(부여의 멸망)
∙ 사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 서기 494년 ~ 562년(가야의 멸망)
∙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 서기 562년 ~ 660년(백제의 멸망)
∙ 이국시대(고구려, 신라) : 서기660년~668년(고구려의 멸망)
∙ 통일신라시대(신라) : 서기 668년~698년(발해의 건국)
∙ 남북국시대(신라, 발해) : 서기 698년~892년(후백제의 건국)
∙ 후삼국시대(신라, 발해, 후백제) : 서기 892년~901년(후고구려의 건국)
∙ 후사국시대(신라, 발해, 후고구려-마진-태봉-고려) : 서기 901년~926년(발해의 멸망)
∙ 후삼국시대(신라, 후백제, 고려) : 서기 926년~935년(신라의 멸망)
∙ 후이국시대(후백제, 고려) : 서기 935년~936년(후백제의 멸망)

- 삼국시대: `엄밀히 말해 562년부터 660년까지 98년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
- 열국시대: 가야전기에 해당하는 변한이 존재했던 시기
- 사국시대: 기원후 4세기경부터 56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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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시대의 근거
- 첫째,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또는 경쟁 관계
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을 제외하고 당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며, 존속기간도 가야의 경우 6백년 이상 존속함
- 둘째, 가야는 문헌기록에서 42년부터 562년까지 존속, 뺷삼국유사뺸 왕력
에도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가라국이 연표형식으로 기록
되고 있음
- 셋째, 가야의 최대 판도를 살펴보면 경상 우도와 전라 좌도를 모두 포
함하며, 경상 좌도에서는 낙동강변에 가까운 창녕, 밀양, 부산 등지는
그 영역 안에 포함. 따라서 현재 5천만 남한 인구 중에 3분의 1정도는
가야의 후예인데, 그들을 한국고대사 체계에서 이방인으로 소외시켜서
는 안 됨
- 넷째, 가야는 고대국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취급할 수 없
다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3세기 이후의 가야연맹은 고구려・백제・
신라와 관계를 맺을 때, 대외적으로 엄연히 하나의 정치체로서 역할을
했으며, 일시적으로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 중국 남제로부터 책봉을
받음. 가야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한국고대사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음
- 다섯째, 임나일본부설, 남한경영론 같은 식민사관이 이 지역에 대한 고
대 왜 왕권의 점유를 바탕으로 논란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정체체인 가야를 한국고대사체계 안에 편입시켜 두는 것이
유력한 대응책임
- 여섯째, 6세기대는 가야와 왜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가야를 포함
하여 사국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한국고대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
음. 가야사 재정립의 필요성은 가야사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아시아 고대사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아도 절대적임
개설서에 보이는 사국시대란 용어
- 한영우가 쓴 뺷다시 찾는 우리역사뺸(제2 전면개정판, 2014)
제2편 고대 귀족국가-삼국과 남북국
제1장 사국의 성립과 발전
1.고구려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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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제의 건국과 발전
3. 신라의 건국과 발전
4. 가야의 흥망
5.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
6. 백제의 멸망
7. 고구려의 멸망
8. 신라의 반당전쟁과 삼국통일의 의의
제2장 삼국의 사회와 문화

- 이원순・정재정・서의식, 뺷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뺸(솔, 2004)
제2편 여러나라에서 통일 국가로
제1장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1. 여러나라가 4국으로 통합되다
2. 4국의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다
3. 4국이 서로 겨루다

- 신채호, 뺷조선상고사뺸 : 고구려, 백제, 신라, 동부여, 한사군, 가라6국, `列
國爭雄時代'로 인식
사국시대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
- 뺷삼국유사뺸 王曆篇 : 일연은 왕력에 가야를 따로 마련. 즉 ｢駕洛國記｣를
근거로 首露가 건국한 42년부터 삼국과 함께 가락국을 배치하였던 것
- 책명이 뺷삼국유사뺸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사를 삼국과 대등하게 다루어
보려는 일연의 의도가 표현된 것임
사국시대론의 부정
- 첫째, 가야는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정치집단으로 나뉘어
져 있음
- 둘째, 加耶諸國은 발전정도가 삼국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또한 각 소
국의 발전단계도 같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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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사의 위상
1990년대 : 가야사가 학술활동 등을 통해 독립적 연구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시작
- 1992년 6월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던 국제학술회의 `가야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 가야사연구의 시민권 획득 계기5)(｢가야사 연구
의 시민권 확립과 가설의 사실화｣ 뺷가야제국사연구뺸(생각과종이, 2016,
40쪽)
- 한국고대사 학계에서 삼국과 함께 동등하게 다루어짐 : 한국고대사학회
제9회 합동토론회(1996년 2월 8~9일), 공동주제는 `한국 고대사회의 지
방 지배'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의 여섯 개 주
제로 나뉨. 한국고대사학회 제3회 하계세미나(2001년 7월 26~27일) 공
동주제 `한국 고대 국가권력의 성장과 지방통치의 실현'에서 고구려, 백
제, 신라, 가야에 대한 국가별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 제21회 한
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2008년 2월 14~15일)에서 공동주제가 `한국고
대국가 멸망기의 양상과 원인'이었는데, 고조선, 고구려, 가야, 백제, 신
라, 발해가 발표, 최근에 개최된 제19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2017년 7월 27~28일)에서 공동주제 `한국고대사와 왕릉고고학'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에 대한 발표
가야사 및 가야고고학을 전공하는 연구인력 증대
가야사 연구의 의미
- 한국고대사의 독립된 학문영역의 위치 확보
- 가야사연구의 진척에 따라 한국고대사회, 동아시아사회의 정체성과 발
전과정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의 확대 가능
- 가야사 복원이 한국고대사와 동아시아사의 완성
- 가야 각국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한국고대국가 발전형태의 다양성 이해

5) 이영식(2016), 가야사 연구의 시민권 확립과 가설의 사실화, 가야제국사연구(서울: 생각과종이),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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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6)
1. 북한의 가야사 연구 배경과 특징
□ 북한 가야사 연구의 사회정치적 배경
북한의 가야사 연구는 해방이전의 신채호, 정인보 등을 필두로 하는 반
일 지향 민족사학과 계급적 관점의 역사이론들이 접목되어 북한에서의
고대-중세기 가야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1949년에 발표된 홍명희의 아들인 홍기문의“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
제 어용학설의 검토”등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표되기도 함
- 이러한 경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역사연
구의 철학적 토대인 사적유물론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연구 경향들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다른 연구 경향으로 인한 쟁점과 이견이
제시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됨
특히 1960년 10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에서 제시한“가야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옳게 인식하여야 한
다”는 `교시'가 가야사 연구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
- 이 담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앞으로 역사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6가야 문제를 심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6가야
를 금관가야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뭉친 소국들의 연맹체와 비슷
한 국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 어용학자들은 가야지방이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떠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도 똑똑히 이해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먼저 발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국시기에 일본이 가야지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일제어용사가들이 저들의 조선침략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궤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역사자료에
기초하여 명백히 발가놓아야 합니다.”7)라고 주장하였음
북한에서의 가야사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을 과제로 삼고 진행
- 첫째는 역사발전단계론에 입각한 가야의 시대 규정
6) 북한의 가야사 연구 배경, 전개와 동향은 북한 학계의 연구내용을 정리함.
7) 김정일(1960), 가야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 김정일전집2, 조선로동당출판사,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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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삼한, 삼국 일본열도 내 분국설을 토대로 임나일본부설을 해체
하고, 조일(朝日)관계사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
는 조선(한반도)-왜(倭)의 관계를 규명
- 셋째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역학관계에서 고구려 중심사관의 입
장에서 가야의 형성과 존재를 해명하는 것
북한의 `가야의 내재적 발전'에 관한 연구는 북한 스스로가 동북아 역사
에서 고구려 중심사관을 토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일관계, 삼국내
의 고구려-백제-신라-가야 관계를 상호 밀접하게 연관하여 연구할 수밖
에 없었음
특히, 분단체제 하에서 북한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고구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에 걸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간의 역학관계를 고
구려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명할 수밖에 없음(소위 `주체적 관점')
가야사 연구에 대한 상대적 다양성
- 남한의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북한의 가야사연구가 지나친 국수주의적 `분
국설' 연구에 빠져 다른 연구 분야들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함
- 그러나 실제 북한 가야사 연구자들의 연구논저나 간행물, 저서, 연구기
관들의 전서, 총서 등 북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가야사 관련 연구결과물
들은 백제나 신라에 비하여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서 축
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의 가야사연구는 조일(朝日)관계사 관련 연구, 임나일본부설 관련
연구, 삼국시기에 관한 연구, 가야의 공간적 영역 연구, 각종 부문사
등에 걸쳐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음

□ 시사점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전개된 사회정치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가
야사 연구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야사에 관한 1차 문헌사료의
절대적인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특히 `가야사'에 대한 고
고학적 접근이 중요한 전제였음
- 그러나 한국전쟁과 분단체제 형성으로 인해 남측 사료와 유물·유적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을 차단되었다는 것은 결국 현재 북한의 `가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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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음
- 즉 북한의 가야사연구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주변국과의 국제적 역학관
계에 따른 대내외적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자체 내의 연구에 머물러 있
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학계가 오랜 기간 준비해서 일제강점기에 공
고하게 굳혀놓은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삼한, 삼국의 일본렬도 내
의 분국설'로 집중적으로 반박함으로서 `임나일본부설'을 뿌리부터 흔드
는 주장을 펼쳐왔음
- 이 `분국설'은 일본 역사학계에 충격을 주었고, 일본에서조차 `임나일본
부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불러일으켰음
- 이러한 흐름은 남한 역사학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북한의 가야사에 대한 역사인식은 단순히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매
개적, 도구적 역사연구가 아니라 민족사의 한 역사영역으로 조명하면서
오히려 남한보다 일찍이 대중교육을 진행해 왔음
- 사건사 중심의 역사해설, 그림, 영화, 문학, 청소년 교육 등 각 영역에
서 대중적 접근방식으로 활용하여 가야사를 조명하는 서술 및 창작 작
업을 전개해 왔음
이러한 북한의 가야사 연구 흐름에 대해 남한 역사학계의 반응이 냉담
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은 한반도 분단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 북한 가야사 연구 문헌과 정보들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도 하나의 원
인이었지만, 분단체제로 인한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남한 학계에 작용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음
- 냉전시기에는 자칫 북한의 가야사 연구에 대한 접근은 불순한 의도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았으며, 애써 북한의 가야사연구를 관심영역으로 두
려고 하지 않았던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임
- 한편 남한 역사학계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연구방법론이 남한의 역사학
계에서의 오랜 기간 축적한 실증중심의 연구구조와 방법론과는 근본적
인 차이가 있었기에 북한의 연구방법론과 조응한 종합적 연구에 다가
가기도 어려웠던 현실도 작용
- 또한 가야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남한의 가야사
연구자 입장에서는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백제와 신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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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고구려를 중심
으로 고대(중세)사를 연구하는 북한의 역사학계와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63년 김석형이 발표한 `삼한, 삼국의 일본렬도내
분국설'은 `임나일본부설'로 대표되는 과거 가야사 연구에 대한 직접적
인 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남한의 가야사 학계는 북한의 가야사 연구로
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음
- 북한 또한 남한 가야사 역사학계의 `가야사 내재적 발전'에 대한 연구
부족, `분국설'로의 과도한 집착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하여, 사료적
접근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
남북 역사학계는 이러한 상호 이질성을 남북 가야사 연구 간 소통의 계
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2. 북한의 가야사 연구 전개와 동향
□ 기존연구 현황
북한의 가야사 연구동향에 대한 남한 역사학계의 기존연구는 거의 없음
- 북한 고대사(삼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
한 비판적 소개, 또는 북한 역사학의 정치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검
토 등의 논문들은 더러 있으나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연
구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일부 북한의 `삼한, 삼국분국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은 이뤄지고 있
으나, 이 또한 북한의 가야사 연구 전반에서 어떻게 태동되었고, 전개
되었으며, 현재의 연구방향은 어떠한 지에 대해 맥락을 살펴보며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혹시 북한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는 일부 연구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드러내놓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연구자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4월 13일 고령 대가야박물관이 개최한“가야사
의 공간적 범위”라는 주제의 `가야사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주
목할 필요가 있음
- 이 학술대회에서 연변대학의 고구려·발해사 전공자인 정경일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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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현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정경일(2019)이 발표한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 현황'은 가야사 연구기
관 및 간행 학술지, 북한이 발간한 전서·총서류 등 문헌에서 가야사가
차지하는 비중, 역사교과서에서 가야사 교육 내용 구성 등을 분석8)
- 세부적으로 북한의 역사연구기관과 가야사 관련 부서 및 주된 연구자
집단, 대표적인 가야사 연구논문과 저서, 간행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한 다음 북한의 가야사 연구현황과 가야영역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북
한의 인식 및 특징을 분석하였음
정경일(2019)의 연구: 의미와 한계
- 정경일(2019)의 연구는 북한의 가야사 분야 연구 현황을 체계를 분석한
점에서 최근의 연구 결과라는 측면에서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본 연구진이 북한의 가야사 관련 문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
과, 정경일(2019)의 연구 현황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가야사연
구의 전체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9)
- 이것은 정경일 교수가 북한 가야사 연구자들과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북한 가야사 전공 연구자가 아니라는 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만큼 북한에서의 가야사연구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
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 이것은 향후 남북한 가야사연구에 `만남'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함
- 한편으로 정경일 교수가 참여한 이 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 남북 간의
학술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한 가지 실행 방안으로
연변대학을 활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음
- 즉, 남한의 가야사 연구자료를 연변대학에 보내면 정경일 교수 등을 통
해 북한에 전달할 수 있고, 정경일 교수는 연변대학으로 보낼 시에는
한 권씩이 아닌 복본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10)

8) 정경일(2019),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 현황,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대가야 학술총서 12), pp.583~603.
9) 예를 들면 정경일(2019)의 논문은 2015년까지의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북한은 2015년 이후에
도 새로운 연구 결과 및 문헌이 발간되었고, 북한의 대표적인 가야사 연구지인 김석형·조희승을 비
롯한 연구자들의 많은 논저들이 누락되었으며, 북한의 학교 역사교재 분석은 `조선력사'(고등중학교 1
학년용), `조선력사'(김일성종합대학)가 각각 1998년, 197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최근의 개정된 교
과서를 활용하지 못한 점들이 발견된다.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2019),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대가야 학술총서 12), p.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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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일관계연구

1966.01.20

조선력사(고대~근대편)

논문

일본 "천손강림"신화를 통해 본
가락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

1965.3

1979

정기간행물

한국사를 평함(2) 3국~고려 시기
를 중심으로

1965

조선전사 4권(중세편): 가야

논문

삼한, 삼국의 일본렬도 내 분국
들에 대하여

1963.01

1979

논평

신라와 가야의 문화에 대하여
-梅原未治의 논문 "고대 일선간
의 문물의 교류"를 읽고서

1962.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력사교과서

단행본
(조선전사
35권 중 4권,
pp.307~327)
대학교용
역사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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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형

조희승

김석형/김세익

단행본

력사과학

력사과학

김석형

정찬영

김석형/박시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단행본
(김정일전집
2권, p.128)

가야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옳
게 인식하여야 한다.

1960.10

문화유산

평양교육성

정기간행물

조선력사

1954

홍기문
(홍명희의
아들)

논문

출 판 사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
학설의 검토(상,하)

저 자

1949

발행처

자 료 형 태

제 목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

가야국의 성립/가야의 영역/ 통치기구/ 봉
건적 계층제와 계급신분관계/ 생산력의 발
전, 봉건착취의 강화/ 백제, 신라와의 관
계/ 가야사람들의 일본열도에로의 진출

비 고

Ⅲ.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

Ⅲ.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

- 24 력사과학
제44권
제2호

논문

논문
논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일본서기"의 임나국관계기사 비판

일본 북규슈 이또지마반도의 가
야국에 대하여

고대 일본 "신무동정"설화에 반영
된 세력들의 가야, 백제적 성격

일본서기의 임나(가야)관계기사에
대하여

1988

1988.1

1988.1

1988.2

조선고고
연구

력사과학
론문집
(13)

단행본

초기조일관계사(상/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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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택

김은택

조희승

김은택

김석형/조희승

궁성희

조선고고
연구

논문

가야돌칸흙무덤에 대하여

1987.2

편집부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대흥단창작단

저 자

조선고고
연구

발행처

논문

예술영화

자 료 형 태

4~5세기 가야의 무덤과 껴묻거리

가야금에 깃든 사연

제 목

1987.1

1986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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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출 판 사

우륵의 스승 길부인은 향락을 즐기는 귀족
들의 행태가 역겨워 음악 활동을 접는다.
이 일 때문에 길부인은 귀향을 간다. 우륵
도 귀족들의 추태를 보고 청년음악의 길에
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다짐한다. 귀족의 자
객에게 당해 앞을 못 보게 된 우륵을 송미
는 자신의 존재도 감춘 채 돌봐준다. 마침
내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게 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륵을 따르는 민심
에 겁을 먹은 귀족은 우륵을 잡아간다.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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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과학

단행본
논문

천리마

단행본
단행본

단행본

가야금의 전신악기와 우륵의 음
악활동

조선성곽사연구(1): 제5장 가야의
성곽

가야의 건국연대에 대하여

(력사강좌)우리나라의 첫 봉건국
가들 : 후부여와 백제, 신라, 가
야의 건국에 대하여

가야사연구

조선도자사연구(삼국~고려)
: 제4절 가야의 도기

조선유적유물도감(7권)
: '백제, 전기신라, 가야편"

가야금을 만든 우륵 (개정판)

1990.1

1992

1992

1992.6

1994

1995

1996

1998
교과서

단행본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1990

단행본

자 료 형 태

초기조일관계소사

제 목

1990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천리마사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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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종합출판사

조선유적유물
도감
편찬위원회

리인형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출 판 사

김영진

조희승

리승혁

조희승

전룡철

문성렵

조희승

김석형

저 자

고등중학교 1학년용 교과서 ‘조선력사’ 29
개과 중 1개과

『조선유적유물도감』(전 20권)는 조선문화보존
사가 1988년~1996년 동안 제작하였고, 1992
년에는 대한민국과 공동 제작
- 총 5개의 CD로 제작되기도 했음
- 다호리/지산동/옥전M3호 무덤과 유물을 설명

<천리마>는 월간 대중교양종합잡지
(1959년 1월 22일 창간)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연구

초기조일관계사(1988)의 164쪽 분량 축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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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제에 의한 가야문화재의 략탈
과 파괴

력사사전(1)

례안리 유적주민들의 인류학적 특
징에 대하여

가야의 마구에 대하여

1998.1

1999

1999.3

2000.4

- 26 - 26 -

오늘의
조국사

정기간행물
(금수강산)

중세시기의 백제, 신라, 가야의
민족문화

2006.9

오늘의
조국사

정기간행물
(금수강산)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가 일본
에 준 영향

2006.6

최철

조선고고
연구

논문

가야 초기 수혈식돌곽무덤의 연원

2002.2

김은택

논문

"일본서기"의 임나(가야)관계기사
에 대하여

2001.2

송태호

조선고고
연구
조희승

김영일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김용간

저 자

조선고고
연구

조선고고
연구

발행처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단행본

가야사

2001

논문

논문

자 료 형 태

제 목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외국문출판사

외국문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출 판 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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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문화
유구한
력사

- 27 -

조선단대사: 가야편

2010.4

2011

단행본

단행본

우리 민족의 자랑인 가야금과
우륵

- 27 -

김성옥

공명성

단행본

일제의 문화재략탈사

2010

리준걸

단행본

고구려벽화무덤의 별그림에 관한 연구

최철

단행본

조희승

단행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16예술교육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지도출판사

사회과학원
/국가측지국

성철

출 판 사

저 자

조대일

2010

오늘의
조국사

발행처

단행본

정기간행물
(금수강산)

단행본

자 료 형 태

단행본

가야무덤에 대한 연구

초기조일관계사1,2,3권 (개정판)

2010.7.20

2010

조선고고학전서 41권 (중세편 17)
: 가야의 무덤과 유물

2009

조선공예사(원시-중세편)
: 제3장. 전기신라 및 가야의 공예

백제와 가야

2008.5

2010

조선력사지도첩

제 목

2007.11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조선단대사 총 35권 중 가야편(1권)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95 력사학편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37 고고학편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71 력사학편
(총 324쪽 중 180쪽 분량)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08 민속학편

조선고고학총서 총60권 중 41권

백제, 신라, 가야 령역(AD 1세기 중엽)
가야령역1(1세기말~3세기중엽)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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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정한론≫과 ≪서남전쟁≫ (5)

2012

2012

삼한에 대하여(1,2)

논문

서부일본 기비지방의
조선계통소국들에 대하여

2012

2012.3.4

단행본

조선공예사(원시-중세편)
: 3장 전기신라 및 가야의 공예

2012

논문

단행본

단행본

2012

단행본

조선농업사(원시~근대편)
: 가야의 농업

2012

조선수공업사(원시~고려편)
: 제5장 가야의 수공업

단행본

임나일본부의 해부

2012

논문

자 료 형 태

고구려의 주몽전설이 가야의
수로전설 창조에 준 영향

제 목

2011.1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조희승

력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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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승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최홍식 저
마철규 그림
력사학연구
론문집 (8)

사회과학출판사

조희승

력사학연구
론문집 (2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평양출판사

출 판 사

조대일

조희승/손영중

장국종/홍희유
/김경수

조희승

김세준

저 자

조선부문사

조선부문사

조선부문사

력사과학

발행처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70 력사학편(단행본)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가야편) 41권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67 력사학편(단행본)

제3장 전기신라 및 가야의 공예 (p.135)
제5절 가야의공예

제5장 가야의 수공업 (p.150)
제1절 제철업 및 철제가공업의 발전 (p.151)
제2절 청동주조술과 금은세공술의 발전 (p.159)
제3절 나무가공과 질그릇제작 (p.163)

제3절 전기신라와 가야의 농업
1. 전기신라의 농업
2. 가야의 농업

김석형교수의 제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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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논문

조선중세무장장비발전사 중 가야
의 무장장비 4쪽분량

광개토왕릉비연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1,2,3,4)
: 고구려사람들의 천하관과 《왜》관
계, 수묘인 연호문제를 중심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
도 밑에 가야의 역사와 문화연
구에서 이룩된 성과

가야의 무기무장에 반영된 고구
려문화의 영향

2015

20152016

2015.3

2017.4

유적유물소개

가야의 옥전 M3호 무덤

2014.4

단행본

자 료 형 태

가야의 사냥풍습

제 목

2013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 29 조선고고
연구

민족문화
유산

력사과학

- 29 -

리철웅/최철

최철

조희승

최학권

최철

민족문화
유산

조선부문사

공명성/리석

저 자

조선부문사

발 행 처

사회과학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출 판 사

제1절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의
무장장비
3)가야의무장장비
3.고구려의 무장장비가 겨레의
나라들의 무장장비에 준 영향

제4장 중세의 사냥풍속 (p.62)
제1절. 삼국시기 사냥풍속
4. 가야의 사냥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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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마구와 거기에 반영된
고구려의 영향

고구려-왜(일본) 관계

2020.5.5

- 30 단행본

논문

단행본

력사이야기 (고대 및 삼국시기편)
: 가야편

2018

2018.4

자 료 형 태

제 목

발간년월

(표 3-1) 북한의 가야사 연구 관련 문헌 목록(계속)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조선고고
연구

력사
이야기

발 행
처

- 30 -

조희승

리철웅/최철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저 자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출 판 사

-역사를 사건사 중심으로 서술
-역사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정리
5. 가야편 (p.184)
구지봉에내린김수로 (p.184)
일본렬도의 규슈땅에 나라를 세운 김수로의
후손들 (p.187)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 (p.190)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 (p.193)
가야금의 창제자 우륵 (p.195)
구형왕 투항과 금관가야국의 멸망 (p.199)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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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간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시사점
1) 북한의 가야사 연구 흐름과 특징
□ 김석형의 초기 ‘일본분국설’ 전개
북한 가야사연구의 특징 또는 독창성은 식민사관의 핵심인 `임나일본부'
설의 극복에 있고, 이는 `일본분국설'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 정향(定向)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온 민족사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63년 김석형의 `분국설' 발표로 확고히 정립되기 시작
했음
- 북한은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의 `임나일본부설'이 그 토대가 흔들릴 정
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후 다양한 일본 내 연구자들과 남한의 연구자들
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함
- 특히 조일관계사와 `분국설'을 연결 짓는 논의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가야사연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
1996년 작고한 김석형은 1963년 `분국설' 발표 이후 1966년 `초기조일관
계연구'를 단행본으로 발표
- 그 이후 김석형의 제자인 조희승과 함께 1988년 김석형·조희승의 공
동저서인 `초기조일관계사(상/하)'를 발표

□ 조희승11)을 위주로 한 계승 과정
김석형이 1996년 작고한 이후 임나일본부와 가야사에 관한 연구는 조희
승, 김은택 등으로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조희승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조희승은 1990년의 저작에서“삼한, 삼국의 일본렬도 내 분국들에 대하
여”(1963,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1966,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
(상,하)｣(1988, 김석형·조희승) 등에서 거듭되어 전개해 온 `분국설' 주
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도함
- 조희승(1990)은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의 서술 목적을 북
한 학계가 20여 년 전에 주장한 `일본분국설'을“좀 더 자료적으로 고
11) 조희승(1953년 출생):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회 위원장,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후보원
사, 교수, 박사, 조선일본군위원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 통일부(2020), 뺷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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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해명하는 방향에서 서술”했으며,“기원전 수세기부터 시작되는 조
선이주민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과 정착, 이동과 소국 형성, 소국의
개략적 력사를 옛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 지명 등의 고찰을 통하여 시
기별, 지역별로 될수록 상세히 밝혀보려고”했다고 밝힘12)
- 또한 이런 관점에서“초기 조일관계사의 중심핵인 `임나일본부설'의 반
동성과 허황성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첫째, `일본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반영된 임나(가야), 시라기(신라), 고마(고구려), 구다라(백제)의
위치를 밝히며 둘째로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왜가 어디에 있던 어
떠한 왜였는가를 밝히며 셋째로, 야마또정권의 조선적 성격을 밝히는데
힘을 넣었다”고 밝힘13)
- 1990년 조희승의 `초기조일관계소사', 1990년 조희승의 `일본에서의 조
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1992년 조희승의 `가야의 건국연대에 대하여',
1994년 조희승의 `가야사연구', 2001년 조희승의 `가야사'에 이어 2010
년 조희승의 `초기조일관계사(개정판 1, 2, 3권)'과 2010년 35권 분량의
방대한 전서인 `조선단대사' 중 1권의 `가야편' 등으로 집대성하게 됨
- 이후에도 조희승의 가야사 연구는 지속되는데, 2012년 `임나일본부의
해부'에 이어, 2015년 논문인 `광개토왕릉비 연구에 나서는 몇 가지 문
제'에 이어 2020년 5월 조선중앙통신에서 발간 보도를 했고, 조선신보
에서 유튜브로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배포한 `고구려-왜(일본)관계'까
지 이어져 오고 있음
이처럼 집요하리만큼 조일관계사와 `분국설'에 규명에 천착하는 북한의
연구 경향과 특성에 대해서 남한 가야사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
후 남과 북의 공동연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2) `가야사 연구의 분단'과 쟁점 검토
□ 갈라진 역사 인식과 한반도 차원의 가야사 연구 확장성 검토
현재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가야사연구 간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
- 전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장기간의 지속된 분단체
12) 조희승(1990),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7.
13) 조희승(1990), 앞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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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임
- 또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간의 가야사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하
더라도 연구의 방법론, 시대구분, 임나일본부에 대한 시각의 차이들은
체제의 차이만큼 학술교류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남과 북의 장점과 성과를 상호 교류하는 학술협력의 가능성
- 가야사의 시대구분 등 남북 간 일치할 수 없는 다양한 쟁점들이 엄존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상호 간 앞서 나간 연구분야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
- 남한 가야사학계에서 북한의 `임나일본부설'에 대응한 `분국설'의 주장
과 폭넓게 집대성한 `조일관계사'에 대하여 남한 시각의 집중적인 연구
가 이뤄진 후 나아가 남북 간 공동연구를 시도할 수 있음
- 역으로 남한의 가야사에 대한 내재적 발전과 관련한 연구의 성과들이
북에서 공유되어지고, 또 남한의 고고학적 사료 및 역사적 유적 유물에
대한 공유 및 공동조사, 발굴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가야사연구는 획
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음
- 특히, 북한에서의 `일본렬도내 분국설'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성과들은 정치체제나 정치사상적 견해를 대체적으로 사상(捨象)하
고 있고, 지명, 문헌사료, 고고학적 분석에 있어서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물론 남측의 입장에서 역사 해석의 오류로 지적할 측면, 비판적으로 검
토할 내용도 있지만 `북한의 가야사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이 한반도
가야사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남북 간 가야사 연구의 주요 쟁점
연구방법 및 고대사 인식의 격차
- 남한은 가야를 고대국가로 인식하고, 문헌학뿐 아니라 유물유적에 대한
고고학 영역에서도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
- 북한은 가야를 중세 봉건국가로 규정하며, 주체사상 및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역사 해석의 경향 존재
임나사(任那史)를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로 해석하는 북한 역사학계
- 김석형, 조희승 등 북한의 대표적인 가야사 학자들은 임나를 가야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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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열도에 진출해 세운 소국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남한 학계 일부는 일본열도 내 `조선식 산성'이 6~7세기 대
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북한 측 주장이 학설로서 생명력을 상실했
다고 주장하기도 함14)
(표 3-2) 남북 간 가야사 연구의 주요 쟁점
구 분

남 한

북 한

비 고

연구방법론

실증주의적 연구

사적유물론과
주체사상에 근거한 연구

북한의 김석형, 조희승,
최철, 김은택 등의 연구는
실증적 측면도 일부 존재

역사
발전단계로서의
국가형태

대체적으로
고대국가

중세 봉건국가

가야사를 넘어서 남북한
역사학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 영역

가야의
건국시기

서기
3세기가 다수

서기 1세기

남한 사학계 내부의 견해도
다양하나 대체로 북한과
상당한 차이

임나일본부

가야연맹체 내에
일본 열도내의
존재, 일본의
남한의 최재석 등은 대마도,
가야분국에 대한 야마토
큐슈분국설을 제기하기도 함
외교 사절 또는
왜(倭)의 행정기관
교역기관

가야의 내재적
발전론

임나일본부설을
넘어서 가야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연구단계

남한의 가야사연구는
식민사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연구로 인식

가야사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북한 연구는
정치사상적인 배경도
존재하나 사료접근성의
한계도 중요하게 작용

가야의
공간적 영역

전기가야,
후기가야

최대영역, 축소된 영역

남한 내 공간영역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므로 특별한
쟁점의 여지는 없음

14) 위가야(2018), `임나일본부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욕망 너머의 한국고대사｣,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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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야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1. 과거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 현황
□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의 여건과 특징
추진 여건
-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 간, 북미 간에 형성된 정치 및 국제정세
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
향을 덜 받는 교류협력의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인데, 체육, 문화, 환
경, 보건 등 그 밖의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협력 조차도 역대 남한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북한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으나, 더욱 결
정적인 변수는 북한의 입장과 태도였음
-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남북 간의 경색국면에서도 북한의 태도에 조
응하여 남한 내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요구와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고, 그러한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음
학술분야 교류협력 과정
- 분단 이후 북한이 참석한 최초의 공식적 학술교류는 1989년 4월에 개
최된 `제13차 유럽 한국학대회'임
- 이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한 것이 계기15)가 되었으며, 이후 1989
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1990년 8월에는 ｢남북교
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 관련 법령이 제정됨
으로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됨
- 7.7선언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이후 학술분야에 있어서 남
북교류협력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제3국에서 이뤄졌음
- 2000년 6.15선언 이후부터 남과 북을 상호 방문하는 인적교류가 본격화
되었는데, 특히 학술분야 교류협력사업은 1989년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도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5) 조한범(2000),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2,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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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
하면서 남북 간 접촉과 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역사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특징
- 첫째, 남한의 역사학계와 정부당국은 주로, 단군릉, 고조선, 대동강문화
론, 고구려, 고려 개성만월대 등 북한이 주요한 관심을 두는 영역에 치
중해서 역사문화교류를 진행해 왔음
- 둘째,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대응, 일제 약탈문화재에 대한 공동대응 등
북한이 제안하는 의제에 대해 공동협력 주제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었
음(이런 경우는 북측의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이었음)
- 셋째, 제 3국의 학술단체나 학술회의를 활용해서 남북의 학술교류를 이
끌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이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특히 불가
피했던 것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도 시사점을 제공)
- 넷째, 북한의 고대(중세)사 유적·유물발굴사업은 남북 간의 경색국면
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의 교류가 없더라도 외국의 발굴팀
과 공동발굴을 진행하기도 함
- 다섯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공식적인 교류협력 쌍방향기구가 만
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며, 신규 주제에 대해서도 활용
할 가능성이 높음
- 여섯째, 남북공동사업에 대하여 북한은 대체로 소극적이지 않았음(3단
계에 걸친 역사용어사전의 정리사업에서도 각 단계별로 많은 집필진들
을 구성해서 대응해왔던 것을 볼 때 향후 가야사 부문에 대하여서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일곱째, 역사문화교류는 민간의 학술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 왔
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이를 지원하면서 성사되었음(1990년대 이래로
상당히 많은 남북역사문화교류의 시도가 있었고 또 성과도 많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성사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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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현황16)
1998년 남한 스포츠아트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합작 사업
으로 추진된 `북한의 역사 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이 북한지
역에서 제작한 후 SBS에서 `평양리포트'로 방영
2002년 10월 3일 개천절에 맞추어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 역사학
자들의 공동토론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 남한의 단군학회와 북한의 조선력사학회가 공동 주최해 학술대회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토론회에서는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와 사회성격,
중심지와 영역, 단군관계 고고학 및 문헌자료 검토, 단군신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등의 문제들이 논문 발표 및 좌담회 형식으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공동학술토론회에서 발표
된 결과들은 학술지 뺷단군학 연구뺸 제8집(2003.6.30.)에 수록
- 2003년에는 `제2차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가 10월
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한 후 단군릉, 동명왕릉 등에 대한 답
사 진행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고구려 유물
전시회인 `특별기획전 고구려!'가 남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SBS,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개최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둔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
의 재조명을 목적으로 기획
- 북한에서 반입된 전시물(총 250점)과 일본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61점의 벽화 모사도(1985년도에 북측에서 제작하여 기증한 것임) 등
300여 점 전시
- 이 전시회는 국보를 포함한 북한 역사 유물과 평양의 고구려 벽화고분
사진 등을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2004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최로 `고구려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 등재기념 남측 순회 사진전시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 사진 63점을 야외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16) 국립문화재연구소(2018),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pp.56~62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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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시회는 국회 도서관 앞(2004.10.27.~30), 서울역사박물관(2004.10.31.~
11.7), 고려대학교 중앙광장(2004.11.8.~21), 낙성대공원 광장(2004.11.22.~28),
대전 엑스포공원 광장(2004.10.29.~12.5)에서 순회하면서 진행
2004년 2월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준비위원회
가 주최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
-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의 반환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발표와 토
론을 진행한 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남북이 공동으로 보내는 편지
를 채택함
2004년 9월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가 금강산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최로 개최 후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발표문 발표
2005년 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구려연구재단 주최로 `남·
북·러 3국 공동학술회의' 개최
- 남한은 고구려, 북한은 고조선, 러시아는 발해에 대해 발표하는 형식으
로 진행
- 이 행사의 발표문들은 뺷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뺸(고구려역사
재단, 2006)으로 출판
2005년 7월 고구려연구재단 주최로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 학
술조사' 진행
- 조사대상은 평양 및 안악 일대의 벽화고분으로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
분군, 진파리 1호분,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감서삼묘(대묘,
중묘, 소묘), 안악 3호분, 태성리 3호분, 성곽유적으로 대성산성과 평양
성이었음
- 이외에 백두산 정계비 유적도 추가로 답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뺷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뺸(고구려연구재단, 2005)으로 출판
2005년 8월 고구려연구재단이 백두산 정계비터 확인과 안악3호분·태성
리3호분 등 고구려 유적의 직접 공동실사
2005년 11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최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
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가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진행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복원·보존사업(20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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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정상선언(10.4선언)'
6항에 역사분야 사회문화 교류협력 발전이 포함
- 2007년 11월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역사유적
과 사료발굴 및 보존을 함께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재확인하였고,“남
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제도적 기반 마련
- 2007년~2015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심으로 남북
한 전문가들이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 유적 공동
발굴조사 진행
- 남북 공동연구 및 공동발굴사업 성과로 2013년에 만월대를 포함한 `개
성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전개과정
남북 공동 발굴조사 초기 진행과정
- 2006년 1월 21일~22일,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이하 역협)와 북측 민
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간 1차 실무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
여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비롯한 2006년도 4개 사업에 대
한 포괄적인 합의서 채택
- 2006년 3월 18일~20일,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2차 실
무협의가 개성 봉동관에서 열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 리승혁 처장은
개성지역 최초의 남북공동 발굴조사지를 만월대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
- 2006년 4월 12일, 역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합의서'의 남측 입장을 최종 결정. 조사기간
은 90일, 조사내용은 33,000㎡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 상주조사단은 10
명 내외로 하며 가능하면 6월 초에 착수한다는 내용
- 2006년 6월 1일, 만월대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개성에서 열
림. 남북합의서 체결, 조사 기간은 2006년 7월 3일~9월 2일로 합의했으
나 7월 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개성시내 출입이 전면 중단되게 되면서
발굴조사가 연기됨
- 2007년 3월 15일~16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를 위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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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 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개최, 발굴조사는 5월에서 7월 사이 두 달
간 실시하기로 함
- 2007년 4월 18일, 개성에서 합의서 서명, 5월 8일 만월대 공동 발굴조
사 착수식 거행, 5월 15일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시작,
7월 30일 서부건축군 33,000㎡ 지역 전역에서 만월대 궁궐 유적이 지하
에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확인, 5월 15일부터 7월 13일, 시굴조사를 통
해 남북조사단은 서부건축군에 위치했던 건물지 40여 동을 확인하고
축대 및 배수로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둠
2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과정
- 2007년 8월 6일,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
의를 개성에서 개최, 2007년 9월 3일,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
굴조사 선발대 9명이 만월대에서 북측 조사단과 만남, 2007년 9월 7
일~11월 16일까지 2차 조사 진행, 2차 조사는 `서부건축군' 북동쪽 `1건
물지군'을 대상으로 했음
- 2007년 10월 2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실사단이 개성 만월대를 방
문(이후 2013년 6월 개성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3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과정
- 2008년 11월 4일~12월 23일,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진
행, 남측 조사단 규모는 10명, 발굴 대상은 경령전 구역 3,000㎡을 공동
발굴, 만월대 출토유물이 총 3천여 점에 달하는데, 북측 조선중앙역사
박물관, 고려박물관의 수장 능력이 한계에 달해 수장시설 건립이 시급
했음. 역협은 북측의 뜻을 모아 2009년 중 평양에 출토유물용 수장시설
조성을 추가하기로 했음
- 2009년 2월 24일~3월 7일 일정으로 역협, 국립문화재연구소, 학계 자문
위원, 우물 촬영팀 등 총 23명이 평양에 도착, 2월 25일 평양 조선중앙
역사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남북공동 자문위원회
개최, 남북의 발굴 대원들은 2008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조사 결과를
보고함, 600년 동안 방치되었던 만월대 터에서 불과 180일간의 조사에
서 49개 동에 달하는 궁성 유구들이 구조 파악이 가능한 상태로 출토
된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함
- 2009년 3월 19일, 중국 심양에서 역협과 민화협 간 실무회의 개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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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안건은 2009년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실현문제, 두 번째 안건은
개성 만월대 수장시설 설치 물자 문제, 세 번째 안건은 북측 발굴대에
게 3D 기기 운용 등 기술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
- 2009년 6월 21일, 역협과 북측 민화협은 중국 심양에서 만남, 만월대
출토유물 보존 관리를 위한 수장실 설치를 위한 물자 관련 실무 문제
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여 12월, 영하 30도의 동북3성 맹추위 속에 물
자를 부침.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조선중앙영사박물관에 만월대 출토유
물을 위한 작은 수장실이 조성됨
4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과정
- 2010년 1월 26일, 역협과 민화협 실무회의를 개성에서 진행,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
기로 합의, 발굴지역은 서부건축군지구 `가' 건물지군 남측지역, 자문위
원회는 2차례 실시하고 2009년 북측이 요청했던 3D 스캐닝 기술교육은
발굴조사 시작 후 2주 동안 현장에서 진행키로 함
- 2010년 3월 5일, 개성 만월대 현장방문 등 2차 실무협의 개최, 1~3차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토한 지역 중에서 경사면이 붕괴되어 계속 흙이
흘러내리는 문제, 2007년부터 사용해온 현장사무소용 컨테이너 바닥이
부식되어 물이 스며드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대책을 세우기로 함, 제4
차 발굴조사는 만월대 궁궐의 제2정전인 건덕전 지역을 주로 하면서,
기존 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세부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 3월 23일
남측조사단과 역협 관계자 등 17명이 개성 북측출입사무소에 도착
- 2010년 3월 23일~5월 18일, 제4차 조사는 1차 조사 때 확인된 `추정 건
덕전'군과 1·2·3건물지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짐
- 2010년 4월 12일, 3D 스캐닝 기술팀이 방북하여 출토유물을 스캐닝하
는 한편 북측과의 합의대로 기술교육 실시, 4월 23일에는 현장 자문위
원회 개최
- 2010년 5월 18일, 남측 조사단은 58일간의 발굴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철수함,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제재 조치
인 5.24조치를 발표
- 2010년 11월, 역협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중간보고서를 출
간, 12월 1일에는 서울 고궁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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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발굴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
5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개성 만월대 안전 진단 및 수해복구 보존조사)
과정
- 2011년 10월 28일, 남측이 긴급 철수 후 1년 5개월 만에 남북실무협의
가 개성에서 열림, 실무협의 후 역협은 ｢개성 만월대 발굴현장 수해 피
해상황｣ 보고서와 ｢만월대 유적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존조치 남북협력
사업｣ 추진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
- 2011년 11월 11일, 통일부는 역협이 제출한 `개성 만월대 안전조사 및
복구 보전조사' 남북협력사업을 승인, 11월 14일, 현장사무소(텐트) 설
치와 조사용 자재 정리, 11월 15일부터 만월대 안전진단에 착수, 11월
24일부터 복구 보존조치 실시,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후 12월 20일 전원 철수
6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과정
- 2013년 10월, 역협과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이 중국 심양에서 실무협의,
11월에는 역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했으나 발굴조사 재개는 못함
- 2014년 3월 31일,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가 중국
심양에서 열림
-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 남북조사단은 2011년 발굴지역과 2014년 발굴지역 조사를 동시에
진행, 작성된 발굴자료는 남북이 상호 교환하였으며, 발굴지역을 완전
히 원상회복한 후 8월 16일 남측으로 복귀
7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과정
- 2015년 3월 24일,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실
무협의가 중국 심양에서 열림, 6월 1일 발굴조사 시작, 10월 15일에 개
성 성균관 가설전시장 앞 야외 학술회의장에서 학술회의 진행과 `광복
70주년 기념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전시회'를 개성과 서울에서 동시에 개
최, 쌍방은 2015년 발굴조사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6년
에는 만월대 발굴조사를 상시화하고 정비와 보존을 병행하기로 합의
-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공동 발굴조사 장기
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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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과정
- 2018년 9월 6일 개성에서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청, 통일
부와 북측의 민화협 간 실무협의 결과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재개
에 합의
-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간 화경전과 장화전 사이 중
심건축군 축대구간을 조사하였으며, 10건물지군 및 중심건축군을 8차
조사구역으로 명명함

자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http://www.manwoldae.org, 검색일: 2021.10.12.).

<그림 4-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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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http://www.manwoldae.org, 검색일: 2021.10.12.).

<그림 4-2>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연표

□ 고대(중세)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 현황
고대(중세)사 분야에서 남북한 역사학자들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90년
도부터였는데,17) 주로 고구려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음
2017년 6월 한국고고학회, `남북고고학협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018년 1월 사단법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발족
남북 간의 고대(중세)사 학술교류협력 현황(1989년 ~ 2021년)은 아래 (표 4-1)
와 같음

17) 하일식(2018), 뺷고대사와 고대문화에 관한 학술교류 1뺸,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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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시아사학회

일본 아시아사학회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움

1990.03.17.~18.

1991.05.25.~26.

참 가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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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원시,
고대 문명의
재검토
-5천년 전의
동아시아

1993.08.11.~12.

1995.08.04.~06.

북한의 고조선과 단군, 대동강문화론이 쟁점이 되었고 역시 역사교류 활성
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주로 고구려사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북한 대 중국학자 간의 고구려사
논쟁으로, 남북학자 간의 고구려사 등 역사문제 공조필요성 제기

러시아 내 발해유적지발굴로서 러시아연구소가 주최하고 남과 북은 각각
정해진 구역에서 작업, 남북 간 접촉에 한계

4, 5세기의 동아시아사
(학술대회 시작 전 고구려유적 답사, 가야사에 대한 발표 내용은 없음)

동아시아의 재발견-5세기 연구를 중심으로(참고, 한국의 가야사연구현황 소개함)

주 제 및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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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일식(2018), 고대사와 고대문화에 관한 학술교류,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교류현황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언론기사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일본
오사카

중국 지안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사)해외한민족연구
소/중국조선사연구
회 공동주관

고구려 문화
국제학술대회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연해주
일대

러시아,
한국,
북한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
연구소

연해주 발해
유적지발굴

중국 장춘

한국,
중국,
일본,
북한

1993.05.27.
~06.13.

일본 도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 1989년 7월 7일
※ 남북기본합의서 – 1992년 12월 3일 남북고위급회담

주 최

행 사 명

일 자

(표 4-1) 고대(중세)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분야 학술교류 현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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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공동학술회의

2002.10.03.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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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03.

2005.09.21.~23.

2005.02.24.~25.

2004.09.11.~12.

제1차
남북공동학술회의

1997.07.20.~21.

남, 단군학회
북, 사회과학원
조선력사학회
남, 단군학회
북, 사회과학원
조선력사학회

일본
학습원
대학

논쟁점은 가능하면 피하고, 고구려고분벽화와 생활사, 신라·백제·가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북한

한국,
북한
평양

평양

북한의 주 관심사인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접근으로 지속성, 담보가능성
제기됨

제도권 학계가 아닌 단군학회 제안 – 북한은 대동강문화론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주로 토론됨

※ 6.15남북공동선언 – 2000년 6월 15일

한국,
중국,
일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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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관한 합의서 - 2004년 2월 28일(남측 강만길/ 북측 허종호)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결성 – 2004년 4월 23일(위원장 강만길)
2004년 7월 김일성 조문불허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한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금강산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 고구려벽화전시회,
남북공동학술회의
북한
공동학술회의 개최 /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
북 민화협, 조선력사학회,
한국,
러시아
블라디
남측 고구려재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합의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국제학술회의
북한,
극동국립기술대학교
보스토크
주제로 학술행사 개최
러시아
공동주최
한국,
제7차
북한,
– 학술회의 후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코리아학국제학
국제고려학회
중국 심양
중국,
– 2007년 8월 16일~17일 런던에서 제8차 학술토론회(고구려/발해)
술토론회
영국
러시아
한국,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
고려학술문화재단의 주도로 ‘동북아 고대국가’의 역사라는 주제로 진행, 발
국제학술대회
북한,
극동대, 극동국립대
보스토크
해사에 초점을 맞춤
러시아
공동주최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사)고구려연구회,
일본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재일본조선역사
고고학협회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재개

2007~2015

2018.10.~12.

자료) 연구진 작성.

역사용어사전
사업

2007.11.

한국,
북한

2007년 초 북측이 제안, 사업기간 2009년 11월까지 진행, 근대사 → 고
대사 → 중세사 순으로 진행

개성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은 계속 진행되다가 2015
년에 완전히 중단됨(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청과 북측의 민화협
간 협의)

개성

2018년 9월 6일 개성에서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청, 통일부
와 북측의 민화협 간 실무협의 결과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재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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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년 6월 16일

한국,
북한

※ 4.27판문점선언 - 2018년 4월 27일

한국,
북한

※ 천안함사건(2010년 3월 26일)과 5.24조치(2010년 5월 24일)로 남북교류 전면중단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10.4 남북공동선언 – 200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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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정책의제 발굴
1) 정책의제 발굴 방향
□ 연구진이 발굴한 남북교류협력 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진행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을 위한 6개의
정책의제를 발굴
- 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유
- 남북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일본의 가야·고구려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대응
- 우륵과 가야금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문화유산협력
-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의 지원·협력
- 고구려-가야 교류사를 규명하는 고고학적 협력
가야사의 지평 확장 및 재조명, 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문헌학/고고학 분야 8명의 전문가에게 본 연구가 발굴한 남북역사문화
교류협력 정책의제에 대한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및 새로운 정
책 제언 등을 의견 수렴함
- `중요도'·`실현가능성'·`기대효과' 평가를 종합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
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①“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
유”→ ②“고구려-가야 교류사를 규명하는 고고학적 협력”→ ③“남
북공동 학술대회”→ ④“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
의 지원·협력”→ ⑤“우륵과 가야금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⑥“일본의 가야·고구려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대
응”순으로 나타남

- 48 -

Ⅳ. 가야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표 4-2) 남북 가야사 역사문화교류협력 정책의제 의견수렴 전문가 목록
전 문 가

소 속

직 함

분 야

a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 총괄

b

동북아역사재단

-

c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연구원

d

경남연구원

조사연구위원

e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f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g

대가야박물관

관장

h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前 소장

문헌학

고고학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 남북 가야사 역사문화교류협력 정책의제 전문가 평가 결과
사업 의제

평가항목/명

매우
높음

←

약간
높음

→

높지
않음

⑤

④

③

②

①
1

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유

중요도

5

2

1

실현가능성

3

2

1

1

기대효과

3

3

1

1

중요도

4

1

1

2

남북공동 학술대회

실현가능성

1

2

1

4

기대효과

3

1

2

2

중요도

2

2

3

일본의 가야·고구려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대응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7

1

2

1

5

중요도
우륵과 가야금 유네스코
실현가능성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문화유산협력
기대효과

1

5

3

1

1

4

2

2

2

2

2

중요도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실현가능성
대한 북한의 지원·협력
기대효과

2

5

1

2

3

2

2

4

2

중요도
고구려-가야 교류사를
실현가능성
규명하는 고고학적 협력
기대효과

4

3

1

1

4

3

3

3

2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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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함안군이 제안한 남북협력사업 반영
김해시는 2019년 수립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에서 역사 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으로“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고대 철의 길 연구”
를 제시19)
- `가야 철을 통해 본 가야와 낙랑(평양지역) 교류 실태 규명'과 `가야-부
여-고구려의 관계 연구'를 위한 남북 순회 학술회의 개최
- 중요 유적 발굴조사: 대성동고분군, 평양 낙랑고분, 고구려벽화고분 등
출토 유물 등의 연관성 조사를 통한 역사적 사실 규명
- 김해시와 북측 박물관 등에서 주요 유물 순회전시회 개최
함안군은 2019년 `말이산고분군 별자리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안
- 함안군이 2019년 개최한 말이산고분군 별자리 국제학술대회 결과 말이
산고분군에서 확인된 아라가야의 별자리가 고구려고분 별자리와 유사
성이 확인되어 상호 비교연구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따라 2019년 9월 함안군은 `가야-고구려 고분군 별자리 비교연구
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가 제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공동학술회의 관
련 주제는 연구진이 제안하는 남북공동 학술회의 주제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함안군이 제시한 가야-고구려 별자리 비교연구 협
력사업은 별도의 제안사업으로 반영
김해, 함안이 제안한 역사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만일 북
측 역사학자들이 경남을 방문하게 된다면 김해, 함안을 포함하여 경남
일대 가야 역사유적 방문 및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보다 실
현가능성이 높을 것임

19) 김해시(2019),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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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정책 의제
□ 정책 의제 목록
① 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유

제안 내용
북한은 사료 및 유적 유물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 여건에서
도 꾸준히 가야사를 연구해 왔음
북한의 가야사 연구학계에서는 한국의 자료들에 대한 학술적 요구가
있으므로 연구자료의 공유는“남북 간 가야사의 만남”에 중요한 계기
가 될 수 있음
진행 방식
- 남측에서 가야사 연구자료 반출 신청서를 통일부 접촉승인 후 북측
에 제공하는 방식
- 또는 중국 연변대학을 통해 CD, 연구자료집 등을 연변대학을 통해 전달
(※ 연변대학 정경일 교수는 남측이 자료 2부를 보내오면, 연변대를 방문
하는 북측학자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함. 2부가 필요한 것은 규정상 1부는
인민대학습당 등에 송부한다고 함)

전문가 의견
연구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가야와 관련된 문화재(유물)의 상호 교
류전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북한에서도 가야사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우리도 가야 문화에
영향을 주었거나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이를 위해서는 사
전에 남측에서 가야사 관련 자료 DB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 북한학계에서는 가야사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남한의 연구
성과나 1차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한 채(일본,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는 일부 전달됨) 연구 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이 지속될 경우, 북한학계에서 왜곡된 가야사 인식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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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될 수 있음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현재 한국과 북한의 가야사 연구는 이른바 `분국설'에 대한 관점 차
이로 인해 사실상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남측 연구자료 공유를 통해 북한의 가야사 이해가 심화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음
북한의 가야 연구는 유적 유물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 여건
에서 진행되어 학술성이 떨어짐
가야사 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시 할 수 있음
발굴조사 보고서의 경우 선택적 제공이 필요함
가야사뿐 아니라 가야 이전의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의 고고학적 자료 공유도 필요
북한의 고고학적 자료는 중국, 일본, 연해주 등과의 관계 등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가야사 이전 시기 한반도의 선·원사시대, 삼국시대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②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의 지원·협력

제안 내용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국제협력을 위
해 통일부 및 해당 지자체의 공식 지원 요청
- 개성 만월대 등 개성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 마찬가지로 남북 간 가야사 분야의 초기 단계 협력 경험이 축적된
이후, 2022년 가야고분군에 대해 남북한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은 이미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지역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험을 공유,
북한의 공식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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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의 지원·협력을 기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에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남북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관리·활용에 관한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개최

전문가 의견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현재 실사를 마치고 2022년 6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임으로 등재 이후 세계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가능함
사업추진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신속한 추진 필요
북한의 지원·협력을 유도한다면,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가야 연구에 대한 시각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등재차원에서의
가야학술대회 추진은 무리라고 생각됨
북한에서도 고구려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
정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한 학술대회 공동 개최
③ 고구려-가야 교류사를 규명하는 고고학적 협력

제안 내용
가야 유물은 가야권역(대/소/아라/금관/비화/백제 및 신라 접경지역)에서
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또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될 수 있음
- 예) 풍납토성(서울), 한성백제 왕성에서 가야 계통 토기 발견
광개토왕릉비 기록된 가야사의 인식을 공동 연구하고 가야의 문물교
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최근 후기 가야의 유적에 고구려 계통의 유물(갑주 등)이 발견되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의 계기가 되고 있음 (광개토왕의 남정이 미친 영향
의 흔적이라는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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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된 `행렬도'는 함안 마갑총에서도 상당한
유사성 발견
이처럼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백제, 신라, 가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반길만한 주제임으로
“고구려와 가야사 간 문물 교류를 탐구하기 위한 남북한 고고학적
협력사업”을 추진
나아가 한반도에 걸친 문명 교류의 흔적을 찾아가는 작업은 주변국
과의 해상 교류를 규명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전기 가야 시기 `화천(동천)'은 김해패총뿐 아니라 황해도에서 출토
되기도 하고 해남(군곡리 패총), 나아가 일본에서도 출토되었음
말하지 않는 고대의 역사유물들은 당시의 문명교류의 실체에 대해
조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유물에는 분단경계선이 없음

전문가 의견
북한의 우월성(고구려 정통성) 제기 우려
남북한에서 각각 고구려, 가야 관련 고고학적 유물의 출토 사례가 그
리 많지 않음
문명교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 조사의 공동추진은 다른
사업에 비해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
고구려-가야사 교류사를 검증하는 고고학적 협력은 반드시 필요함.
선·원사시대부터 삼국시대 이후까지 고고학적 공동 발굴조사 및 연
구, 학술대회 개회 등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금동관은 고구려산으로 고구려와 가야의
교류를 보여줌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금동관의 이입 경로와 배경에 대한 남북
고고 학술회의 개최가 필요
가야사 관련 남북교류 및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임
가야유물에서 고구려와의 관계는 이미 가야 전기에서부터 갑주, 마
구, 무기류 등에서 나타나거나 반영된 후 후기 가야까지 이어짐. 낙
랑 등 남북한 고대사학계에서 기본적인 견해가 다른 의제들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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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급하지 않는 방안 고려
북한학계의 관심사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
으며, 한국사를 넘어 세계사적 관점에서 가야사를 재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크다고 평가함
모든 사업이 중요하며, 이 사업 역시 중요성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
음. 다만, 중요도를 낮춘 것은 사업의 중요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우
선순위에서 공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서임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되며 기대효과도 높은 매우 적절한 사업임

④ 남북공동 학술대회

제안 내용
북한은 가야사를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의 청산, 초기 `조일관계'
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
따라서 남북 공동학술대회는 임나일본부, `조일관계', 식민사학의 청
산 등의 역사정책적 성격의 의제로 북측에 제안할 경우 호응할 가능
성이 높으며, 공동학술대회가 성사될 시 언론을 비롯해 학계, 지역사
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기관 : (남한) 가야사학회 등 대표적 학술단체, (북한) 사회과학연구원
조희승 박사 연구팀
공동 학술대회의 주제(예시)
- 임나일본부 및 광개토왕비의 역사적 실체
- 고구려와 가야, 왜와의 관계
- 남북 간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제도 및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협력
방안
- (남북 간 공통 관심사 관련 대화 경험이 쌓이면) 가야사에 대한 남
북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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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접근 방안으로 판단됨
북한 고대사 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의 청산 등이 주
요 의제가 될 수 있지만, 남한 학계에서는 이 의제들은 이미 극복되
었으므로, 가야사와 관련된 실제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여 추가
할 필요가 있음
가야와 고구려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제 개발
위 예시된 주제들은 모두 북한학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
로 공동 학술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것은 중국 정부 및 학계와도 관련되어 있
음을 고려한 계획안이 필요함
남북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북한학계의 가야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은 향후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음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실과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생각할 때 공
동 학술회의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있음
화상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라는 민감한 상황에
서 상호간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
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생김
남북한 학술회의는 교류 협력 차원에서 필요하고 가야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한 역사인식 차이를 극복
남북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과제
가야사의 저변확대를 통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동주제 선정이 필요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
국내 학자들의 연구내용 일치성이 문제
2010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실 가야 지배를 위한
통치기관으로 보는 임나 지배설은 퇴조된 상태임. 현재 국내 학계에
서는 가야와 왜 사이의 외교 교역기관으로 보는 견해 대세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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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설이 현재 한일양국 학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 받음. 고고학
적 발굴조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음
따라서 북한학자 김석형에서 조희승으로 이어진 분국설(2~3세기 경
변한과 가야의 주민들이 일본열도에 이주하여 가야계 분국을 건설하
였으며, 4세기 중엽 경에 야마토가 가야계 분국, 즉 임나를 정복하고
세운 통치기관이라는 설)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의 국내 역사학계에서
의견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 임나일본부설 관련 남북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⑤ 우륵과 가야금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문화유산협력

제안 내용
북한에서의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인식은 남한에서의 `우륵과 가야
금'에 대한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가야금을 민족의 대표적인 악기로 평가함과 동시에 악기를 `
개량화·현대화'하여 교육 및 연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서에는 가야사에 대한 기술은 없어도 `우륵
과 가야금'이란 과(科)를 편성
- 또한 북한은 `우륵'을 귀족 음악가가 아니라 `서민'의 음악가, 지조가
있는 음악가로 높이 평가하면서 음악 자체의 대중성, 민중성, 민족성
을 강조하고 있음
이처럼 `우륵과 가야금'은 가야사 분야 남북교류의 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
우륵과 가야금 콘텐츠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야금의 종류와 제작', `가야금의 유래와 역사', `가야금
의 개량과 현대화', `가야금 연주와 음악성', `가야금 연주자-황병기와
윤이상' 등이 있음
- 고령군 : 제30회 고령우륵가야금공연대회 /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 김해시 : 제31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 부산시 : 가야금연주단 / 백제가야금연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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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 1990년 윤이상이 기획한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행사에 황병기 교수가 33명의 방북 음악가 단장으로 참여
주요 추진사업 :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합동 공연, 공동 전시 등
-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자연·복합) 중 우륵과 가야금은 부동산은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우륵과 가야금은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e Heritage)'
공동 등재 추진

전문가 의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측에서 가야금 관련 연구를 활
성화할 필요
합동공연과 공동 전시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안과 인류무형유산 공
동 등재 추진
이 사업은 (상대국 등)방해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양측의 국민들이 모두 알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높음
가야금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남북교류의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업취지에 동감함
남북의 의견차이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기 어려운 문화교류 행사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아 보임
우륵과 가야금은 가야사 분야 남북교류의 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

⑥ 일본의 가야·고구려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대응

제안 내용
일본에 의한 약탈문화재에 대한 규탄 및 반환 요구는 북측의 가야사
연구목적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과거 남북 공동학술대회 등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도 하였음
북측의 고구려 약탈유물과 남측의 가야 유물 중 상징적인 것들을 대
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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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기념물 1호인 가야무덤 `진주옥봉고분군'의 유물을 일본 측으
로부터 반환 추진
과거 사례: 북측 약탈문화재 `북관대첩비' 반환 남북공동 대응 및 반
환 성사
- 2005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공동성명 발표
- 200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 2006년 3월 1일 북한에 전달
- 현재 북한은 국보 유물로 지정ㆍ관리

전문가 의견
남북 공동으로 약탈문화재의 반환 요구는 북한에서도 매우 긍정적임
약탈문화재의 반환에 일본 정부와 소장기관(자)들은 매우 부정적이므
로 실질적인 반환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되 새로운 접근
법 개발 필요
남북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면, 이를 계기로 남북 고
대사 학계간의 실질적인 교류의 기회로 활용
문화재 반환 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나 국제적 관례 등으로 보아
쉽지는 않을 것임
이 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삼가고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등
상황이 변할 경우 추진함이 좋을 듯함
어떤 유물이 약탈되었는지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약탈 유물 반환에 대한 국제적 사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할
필요
약탈 유물의 반환이라는 당위가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에서 전시하는
유물의 상당수가 약탈유물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반환의 문제가 제기
되지 않거나 제기되기 어려운 현실과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먼저 고
려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북측의 고구려 약탈유물과 남측의 가야 유물 중 상징적인 것들을 대
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공동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해외 약탈문화재의 공동환수사업은 당위성에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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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음. 문화재 환수는 상대국
이 있는 만큼 외교적인 문제임을 고려할 필요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예상
가야에 국한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제기
⑦ 함안 말이산고분군 별자리 관련 남북 학술교류

제안 내용
북한 학술문헌의 별자리 관련 연구 현황
- 북한의 고대사 유적 관련 학술지는 대표적으로 사회과학출판사가 발
행하는 계간지 ｢조선고고연구｣가 있음
- 북한 문헌에서 `별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7건의 논문 검색
- 이 중 ｢조선고고연구｣ 관련 연구는 5건 검색
- 주로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김동일 박사가 고인돌무덤 내
별자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4) 고인돌 별자리 관련 북한 연구문헌 목록
번
호

제목

저자

출처

년도

1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무덤에 대하여

김동일

조선고고연구 3호
(pp.31~36)

1996

2

증산군 룡덕리 10호
고인돌무덤의 별자리에 대하여

김동일

조선고고연구 3호
(pp.6~11)

1997

3

고인돌무덤에 새겨져있는 별자리의
천문학적 년대 추정에 대하여

김동일,

조선고고연구 4호
(pp.23~28)

1999

4

고조선 시기의
고인돌 별자리 그림들을 통해 본
고대 기상천문관측의 특징

김춘길,

기상과 수문(2000-3호),
농업출판사

2000

5

원암리 고인돌별자리그림에 대한
분석

김정순

기상과 수문(2000-6호),
농업출판사

2000

6

남산리 긴등재1호고인돌무덤에
새겨진 별자리에 대하여

김동일

조선고고연구 2호
(pp.5~6)

2000

7

정동리에서 확인된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무덤에 대하여

김동일

조선고고연구 3호
(pp.7~8, p.11)

2012

전문건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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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김동일,“대동강류역은 고대천문학의 발원지”, ｢조선고
고연구｣(1999년 1호, 사회과학출판사) ▲김동일,“고조선의 석각천문
도”, ｢조선고고연구｣(2003년 1호, 사회과학출판사)가 있음
2001.5.9.일자 `조선중앙TV' 기사
- “고조선 사람들의 관찰과 사색 창조의 흔적인 별자리 구멍들은 그
당시에 벌써 선조들이 천문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면서“별의 밝음도(明度)에 따르는 별
자리 구멍 크기의 정확한 설정, 별과 별 사이의 기하학적 연결선의
정확한 각도, 당시 생산도구들에 비한 돌구멍들의 섬세성 등은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 지적 높이를 전하고 있다”고 전함
-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에서 발굴된 200여개의 고인돌 무
덤의 천정과 기둥들에는 구멍들이 새겨져 있고, 강동, 상원, 증산, 남
포 등 북한의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고인돌 무덤은 1만 4천여 개에
달하며 무덤을 덮고 있는 천정돌의 무게는 80~100여 톤에 달한다”
고 밝힘
2014.5.19.일자 `노동신문' 기사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최근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에
서 고구려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했다고 전함
- 손수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소장은 신문 기고 글에서 "벽화무
덤은 호남리 광대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무덤 주변에는
호남리 사신무덤과 토포리 큰 무덤을 비롯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돼 있는 고구려 무덤들이 분포돼 있다”고 전함
- 그는 특히 "이번에 발굴된 무덤벽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그림”이라
며, "천정의 삼각 고임 밑면에 그려진 별그림 속에는 직경 9.8cm,
12cm인 붉은 밤색의 큰 별그림도 있는데 이것은 행성으로 보이며 당
시의 천문도와 비교해볼 때 작은 별그림은 삼수별자리로, 큰 별그림
은 목성과 수성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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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함안군(2019).

<그림 4-3>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별자리

함안군 말이산고분군 별자리 남북교류협력사업 자문회의(2019.09.) 제
출 의견
- 한반도 북쪽과 남쪽 아라가야 고분군에서 유사한 별자리가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청동기 시대 고인돌유적 발견과 동일한 흐름인
지 규명 필요
- 별의 밝기(명도)를 구멍의 크기로 나타낸 것도 북쪽과 유사함
- 고구려-가야의 범위보다 `동아시아' 별자리 비교연구 차원의 접근 검
토 필요
- 체계적 준비를 위해 전문가 연구그룹 구성, 안정적 예산 확보, 남북
교류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보강 등 사
전 준비 필요
남북협력 방향
1)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북한과 사업 경험 및 신뢰를 구축해 온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선행될 필요
- 유관 분야 남북협력사업을 대표적으로 추진해온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또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이사장 이만열) 등을 통해 북한과 협력
의사 확인, 협의 테이블 마련, 공동학술행사, 상호방문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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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3국에서의 실무협의 및 공동학술행사, 평양 대동강 일대 별자
리 유적 답사 등
2) 2022 국제천문연맹 부산 총회에서 남북 고분군 별자리 연구 협력의
계기 마련
- 2022년 8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천문연맹(IAU) 총회에 북한의
참여 유도
- 북한은 `평양 천문대'가 국제천문연맹의 주관기관으로 1960년대
남한보다 먼저 IAU에 가입했으며 등록한 북한 천문학자 18명(남
한 회원 수는 172명)임
- 만일 북한이 IAU에 참여한다면 남북이 상호 관심사가 될만한 고구
려-가야 고분군 별자리의 상관성에 관한 학술연구를 주제로 부대
행사(side event)를 통해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과 코로나 팬데믹 지속 등의 요인으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국제기구의 정례 회의를 활용한 교류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⑧ 가야-부여-낙랑 남북 학술 교류

제안 내용
김해시의 남북 가야사 학술교류협력 추진 제안
- 김해시는 2019년 `가야 철을 통해 본 가야와 낙랑(평양지역) 교류 실
태 규명'과 `가야-부여-고구려의 관계 연구' 등 역사 분야가 포함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 김해시의회에서도 남북 가야사 학술교류협력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021년 11월 하성자·박은희 김해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
학술교류협력을 위한 김해시 자체 연구포럼을 추진할 것을 요청20)
- 김해시의원은 가야사 관련하여 학계의 주장이 대립과 논쟁이라는 학
술 연구의 긍정적 단계를 넘어선 부정적 대립과 논쟁의 여지가 있음
을 우려하면서“북한 학계가 보유한 가야사 자료와 학술 연구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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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공유한다면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가야사 연구를 명확히
정립할 단초가 있을 가능성”을 강조함
가야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와 부여, 고구려 영역을 포함한 고대사의 형
성과 흐름, 순환 관계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남북 학술협력의
수요가 존재
-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포괄적 역사학술 교류협력을 위해 김해시의
회가 제안한 자체 연구포럼 구성,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야사 관련
학회·포럼과의 연계협력 필요
- 향후 남북대화가 실현되면 북한의 가야사뿐 아니라 고대사 전공 역
사학자와의 학술협력, 유적지 상호방문, 공동 발굴 등 추진 검토

□ 전문가들의 새로운 정책 제안 및 종합의견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야사 연구자들의 온-오프라
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3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 가야사 연구자
교류센터 운영
대면방식의 학술대회와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 학술회의 추진
북한의 가야금 저변 확대를 위해 북측 학교에 가야금 보내기 운동 추진
북한에는 한반도의 고대 역사에 대한 완전한 복원이 가능한 중요한 역
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 다수 존재함. 남북 공동사업으로서 북한의 중
요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 발굴조사 및 연구,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세계유산등재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개성 역사유적지구
와 같은 공동 발굴조사를 지속할 필요
가야사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선·원사, 고대를 총망라하는 유적
과 유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교류사 연구자료의 축적이 가능하며, 세계사 속
에서 완전한 한반도 역사 복원이 가능할 것임
남북한 역사학계 간에 기본적인 견해가 다른 의제들은 북한학계의 제안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20) 하성자 김해시의원“남북 가야사 학술교류협력 김해시가 선도합시다”, 창원일보(2021.11.22.);“남북
가야사 학술교류협력 김해시가 선도를”, 경남도민일보(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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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 의제, 상징적 의제 및 퍼포먼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
적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교류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 충실하게 제시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안된 정책이 실현된다면 가야사 연구는 물론
남북관계의 회복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가야사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의 전반에 있어 남한과 북한의 역사
연구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가야사의 경우 자료가 압도적으로 남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자
료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시각을 넓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야사 연구
의 진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음
가야금이나 가야고분군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북한의 지원과 협력
을 통한 공동대응은 북한 측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라 생각되므로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고구려 고고학 조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여기에 제
시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가야고분군 등의 고고학 조사에 북한 학자
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되어 가야사 연구에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함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염려되고,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
되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상호 왕복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양측이 추구하고자 하
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함. 연구 주제, 연구 인력 등 동등한 수준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임

3) 문화재청의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분야 분류 분석
□ 문화재청,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에서 사업분야 체계화
문화재청은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
력 추진을 위해 추진분야와 사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21)
남북 간 문화유산(민족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유형문화재(물질유
21) 문화재청(2021),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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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무형문화재(비물질유산), 민속문화재, 기념물(자연유산) 분야에서 조
사 및 연구, 행사 개최, 자원 개발 및 콘텐츠 제작, 세계유산 공동 등재,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협력사업 분야를 정리하였음으로
본 연구의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제시에 참조할 필요

□ 유형문화재 분야
유형문화재의 공동조사 및 교환전시
유형문화재 분야 전문가 사이의 상호방문 및 학술행사 개최
유형문화재 관련 출판물의 교환 및 공동 출판
유형문화재 분야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 전시·홍보 등 국제협력 사업
유형문화재 공동 보존·복원 및 활용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동 규칙의 제정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조직
기타 유형문화재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

□ 무형문화재 분야
무형문화재의 공동조사 및 공동공연
무형문화재 사이의 상호 방문 및 무형문화재 작품의 교환전시
무형문화재 분야 전문가 사이의 상호방문 및 학술행사 개최
무형문화재 관련 출판물의 교환 및 공동 출판
무형문화재 분야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 공연·홍보 등 국제협력 사업
무형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동 규칙의 제정
무형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조직
기타 무형문화재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

□ 기념물 분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상호답사 및 공동조사
기념물 분야 전문가 사이의 상호방문 및 학술행사 개최
기념물 관련 출판물의 교환 및 공동 출판
기념물 분야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 홍보 등 국제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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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공동 보존·복원 및 활용
기념물 관리를 위한 공동 규칙의 제정
기념물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조직
기타 기념물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

□ 민속문화재 분야
민속문화재의 공동조사 및 교환 전시
민속문화재 분야 전문가 사이의 상호방문 및 학술행사 개최
민속문화재 관련 출판물의 교환 및 공동 출판
민속문화재 분야 국제 전시 및 홍보 등 국제협력 사업
민속문화재 공동 보존·복원 및 활용
민속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동 규칙의 제정
민속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조직
기타 민속문화재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

3.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기본구상
1)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원칙
□ 접근 방향
북한의 가야사 연구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
남북역사문화교류의 경험을 분석하고, 북한의 가야사 관련 관심사에 근
거해 진행
일회성 교류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교류협력을 준비
경상남도의 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일관
되게 추진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진행하되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정립
가야사 관련 학회 등 전문학술단체와 연계협력하며 진행
남북 당사자 주의 원칙 견지: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대등한 당사자로 인
식하고 상호이익과 상호보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남북협력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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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추진 체계와 방법
우리 사회에서 가야사 인식 문제는 2022년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
두고 있고, 국정과제로서 추진되어 왔던 만큼 중요도가 상당히 부각되
고 있음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에는 관련된 관광사업, 문화재보호사업, 연
구사업 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도 가야사와 연계한 조일관계, 임나일본부, 고대(중세)사에 대한 연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인 남한지역의 가야 유적·유물 연
구가 필요함
따라서 `가야사를 통한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① 추진 주체
`(가칭)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 TF' 등 민관 거버넌스 전담조
직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 준비
- 경상남도 남북협력·가야사정책 담당부서 + 가야사 학술단체 + 경남연
구원(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도민참여단(시민사회단체, 통일유관단체,
민주평통 등) + 도의회 가야사특위 + 언론기관 등
- 문화재청 산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2): 전문 협력기관으로 참여
-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전문기관(남북역사학자협의회·남북역사문화교류
협회)은 대북 채널 및 남북협력 자문기구로서 필수적으로 결합
② 추진 방법
`(가칭)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 TF'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남북 협의 소통채널 확보: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북한에 사업 제안서 전달 및 남
북실무협의 추진
2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가야문화권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방문
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그간 학술조사 연구가 부진하였던 가야의 역사와 문
화를 올바르게 밝히기 위하여 1990년 1월 문화재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가야문화권 학술연
구 중추기관 확립, 가야문화권 종합조사연구 기반조성 및 활용을 통해 가야문화권 정체성 정립 및 활
용을 기관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nrich.go.kr/gay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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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채널 유관기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연변
대학 등이 가야사 관련 남북교류협력의 소통 채널 가능성이 있으며 전
문분야에 따라 기능 분담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예산 확보 방안
- 2022년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북사업자로 지정받고, 남
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50% 이내 범위에
서 지원받을 수 있음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가야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초기 예
산 마련
- 남북 공동학술회의·북측 인사의 남한 방문 등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중앙정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재원 조달

2) 단계별 추진 방향 설정
□ 추진 단계 설정
역사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특성과 남북관계 발전 단계를 고려해 3
단계의 교류협력 추진과정 설정(교류준비 → 화해협력 → 지속발전)
문화재청의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의제 분류를 참고해 방향 설정

□ 추진 단계 구분
(1단계) 교류준비: 내부 추진체계 구성, DB 구축, 기본계획 수립, 아카데
미·전시회 등 사전 준비 단계
- `가야사 남북역사교류협력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TF팀을 통해 교류
협력 준비
- 기본계획 수립 및 초기예산을 확보
- 가야사학회 등 민간의 가야사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 `가야사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반영
(2단계) 화해협력: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 인적교류, 학술행사, 공동
전시회, 국제협력 등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역사문화
유산을 매개로 남북 신뢰회복 및 화해협력을 증진해 가는 단계
- 한반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극복되고 남북관계 진전 국면의 도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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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 소통 창구 확보
- 남북한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 참여 및 개최
- 남북공동학술대회 개최 또는 북측 조희승 부원사 교수 초청
- 제 1차 남북 가야고분군 및 유적 공동발굴조사
- 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 등
(3단계) 지속발전: 남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이 장기적으로 축적·발전
해 가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연합' 시대로 진입하는 등 남
북 역사문화공동체 조성이 가능한 단계
- 북측 조선사회과학원과 공식교류 및 역사학자 교환연구 진행
- 유네스코 북한 문화재 보전 지정 기탁금 추진
-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 해외 국제학술대회 개최
- 남북 가야고분군 및 유적 공동발굴조사의 정례화 등 협력의 수준 향상
- 기타 가야사 관련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등 지속가능 역사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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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반
조성

교류
준비

단계

분야 분류

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유

협의체 구성

북한의 가야사
문헌DB 구축

유형문화재

▪연변대학 활용 가야 역사문화 자료를 북측에 전달
-연변대 역사학자를 통해 북측학자 및 연구기관에 송부
-연변대학과 남측 기관(지방정부, 대학, 가야 관련 조사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남측 학자들이 북측이 거부하지 않을 자료(발굴 도감 등) 목록 DB화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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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민관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대북협력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반영 및 세부계획 수립
-민간 가야사 연구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및 반영

▪북한의 가야사 관련 연구 논문, 단행본, 정기간행 발간물, 교과서 등 문헌자
료를 DB화해서 집대성
-(예시) 가야사 문헌 목록 작성, 북한의 가야사 조사연구 자료집 발간 등
▪남북 가야사 관련 용어 비교
-(예시) 남북 가야사 역사용어 공동연구
▪남북 가야사 연구 통합플랫폼 구축
-여러 기관(통일부,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에 분산된 북한 연구자료의 통합·활용 서비스 구축

분류

주요 내용

기초 지자체(김해·함안) 제안사업 ／ 청색글자 : 문화재청의 사업

사업

(표 4-5)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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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협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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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가야금과 개량악기화한 북측의 가야금 교류를 위한 공동전시회, 공동연
주회, 공동 학술교류 등 추진
▪협력이 축적되면 우륵과 가야금 대상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추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 교류협력

우륵과 가야금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문화유산
협력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가칭)남북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활용에 관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추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지원·협력을 통해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와 연계해 추진
-개성 만월대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및 만월대 공동조사 사례 준용

가야사 역사문화유산
공동학술대회 개최

함안 말이산 고분군
별자리 관련 교류협력

▪남과 북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초기단계 교류 모색
-연변대학 주관 ‘두만강포럼’ 등 중국 학술기관 적극 활용
▪남북공동 관심사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남북의 학술성과 공유, 남북 학자간 유대 강화, 한반도 역사 정체성(identity)
제고 등

▪(선행) 조사·연구
-고분군 별자리 관련 북한의 학술문헌 목록화 및 조사연구
-고구려-가야 별자리의 연계·유사 타당성 연구 심화
-동아시아 차원의 별자리 비교연구 등 연구지평 확대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천문연맹’ 연계·활용
-2022년 8월 부산 개최,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남·북·중 또는 남북대화 세션
(side event) 추진
-국제천문연맹, 한국천문연구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대북 채
널을 활용해 사전 의제 조율

주요 내용

사업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비고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협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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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촉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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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조희승 부원사 교수 초청
-중국(연변대학 등) 통해 사전 신뢰형성 후 남측 가야유적 방문 초청
▪제도 정비
-가야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

유형문화재

가야-부여-낙랑
남북 학술교류

화해
협력

▪‘화해협력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고구려와 가야 간 문물 교류의 실체를
탐구하기 위한 남북 고고학적 협력’ 병행 추진
-유물이 증언하고 있는 한반도 및 주변국과의 해상교류 등 문명교류의 실체를
조명하는 작업
-남측의 가야사, 북측의 고구려사 모두 역사의 지평을 발전·확대하는 계기

유형문화재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 가야사 학술교류협력 추진
-‘가야 철을 통해 본 가야와 낙랑(평양지역) 교류실태 규명’, ‘가야-부여-고구려
의 관계 연구’ 등 남북이 각각 장점을 지닌 분야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 역사
문화 자산의 재정립 추진
▪관련분야 학회 등과 연계한 김해시 차원의 연구포럼 구성 통해 사전 준비

고구려-가야 교류사
고고학적 규명노력
병행

비고

주요 내용

사업

단계

Ⅳ. 가야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Ⅳ. 가야사 분야 남북 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지속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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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야-고구려
약탈문화재 반환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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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구려 약탈유물 중 상징성, 상호 문명교류를 공유하는 문화재 등을 대상
으로 우선적인 반환 요구를 위한 남북 공동대응
-일본에 의한 약탈문화재에 대한 규탄 및 반환 요구는 북측의 가야사 연구목적
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공동 학술대회 등 의제 설정 가능
-경남 기념물 1호인 ‘진주옥봉고분군’ 유물 반환 선행 추진
-국제관계 등 요인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은 남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을수록
실현가능성 증대

남북 가야사
학자협의회 구성·운영

공동학술행사
남북순회 정례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분과기구로 가야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역사 인식의 차이로 ‘분단’된 남북 가야사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상호 가야사
인식의 공존, 대화와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회 차원의 남측 가야 유적·유물 방문 및 공동조사, 고구려-가야 교류 역
사 공동 규명 등 체계적인 학술협력 기구로 발전

▪평양, 개성 등 북측지역과 남측 ‘가야도시’ 간 순회 공동학술행사 정례화
-남측의 가야 고분군, 박물관, 축제 등에 초청해 학술행사를 통해 북측의 고고
학적 연구지평의 확대 계기 제공
-가야사를 매개로 한 남북 역사인식의 간극을 좁히며 역사인식 차이를 인정,
공존하는 신뢰구축의 핵심적 매개 역할
▪남북 대화·협력 증대로 상호 신뢰기반이 공고한 상태에서 가야사를 매개로 한
‘한반도 식민사학의 청산’ 등을 공동 목적으로 설정

주요 내용

사업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비고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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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년 11월 25일 - 29일
◦ 조사기관 : 경남연구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조사대상 :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가야사 전문가 8명
◦ 조사목적 : 향후 가야사와 관련한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정
책 발굴을 위해 지역 가야사의 지평 확장 및 재조명과 관련하
여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 각계 문헌학/고고학
분야 전문가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현재 수행 중인 연
구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타당성, 우선순위 및 새로운 정책 제언
을 도출하고자 함
2) 의견조사 내용 및 작성
◦ 조사내용 :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은 3part로 구성됨
- 1part :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관련 사업 타당성 순위 평가
- 2part :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사업별 전문가의견 제시
- 3part : 새로운 가야사 남북교류 정책 제언
(또는 기존 제안목록에 대한 종합의견)
년

문의처

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센터장 황교욱

○ 응답자 정보
소속
성명
연락처

직위
이메일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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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서
◦ 본 연구는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북한의 가야사 연구 현황과 특징, 남북
간 가야사 인식 및 연구동향을 비교해 보고,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가야사 분야 역사문화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교류와 경남
의 가야사 재조명 정책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 내용
○ (part 1: 사업 우선순위) 사업의 중요도, 적절성, 실현가능성, (남북교류에 미
칠) 기대효과 등 항목별로 3page <표>에 우선순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예시)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②

합계

①

√
√

기대효과

√

⇒ “남북 간 가야사의 만남과 교류”를 위해 제안사업의 적절성 및 중요
성 정도, 남북교류 특성 상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 여부, 정책 기대효과
가 높은 지 여부에 대해 ⑤~① 중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 `합계란'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표>에 제시한 제안사업들에 대해 선생님의 간
략한 평가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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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안 사업

1

남북한 가야사 연구자료 공유

◦ 북한은 사료 및 유적 유물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 여건에서도
꾸준히 가야사를 연구해 왔음
◦ 북한의 가야사 연구학계에서는 한국의 자료들에 대한 학술적 요구가 있
으므로 연구자료의 공유는“남북 간 가야사의 만남”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진행 방식
- 남측에서 가야사 연구자료 반출 신청서를 통일부 접촉승인 후 북측에
제공하는 방식
- 또는 중국 연변대학을 통해 CD, 연구자료집 등을 연변대학을 통해 전달
(※ 연변대학 정경일 교수는 남측이 자료 2부를 보내오면, 연변대를 방문하는 북측학자
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함. 2부가 필요한 것은 규정상 1부는 인민대학습당 등에 송부한다
고 함.)

(part 1: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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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합계

2

남북공동 학술대회

◦ 북한은 가야사를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의 청산, 초기 `조일관계'와 유
기적으로 연결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
◦ 따라서 남북 공동학술대회는 임나일본부, `조일관계', 식민사학의 청산 등
의 역사정책적 성격의 의제로 북측에 제안할 경우 호응할 가능성이 높
으며, 공동학술대회가 성사될 시 언론을 비롯해 학계, 지역사회에 상당
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기관 : 남한의 가야사학회 등 대표적 학술단체, 북한의 사회과학연구원 조희
승 박사 연구팀
◦ 공동 학술대회의 주제(예시)
- 임나일본부 및 광개토왕비의 역사적 실체
- 고구려와 가야, 왜와의 관계
- 남북 간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제도 및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협력 방안
- (남북 간 공통 관심사와 관련한 대화 경험이 쌓이면) 가야사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part 1: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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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합계

3

일본의 가야, 고구려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대응

◦ 일본에 의한 약탈문화재에 대한 규탄 및 반환 요구는 북측의 가야사 연구
목적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과거 남북 공동학술대회 등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도 하였음
◦ 북측의 고구려 약탈유물과 남측의 가야 유물 중 상징적인 것들을 대상으
로 반환을 요구하는 공동 대응
◦ 경남은 기념물 1호인 가야무덤 `진주옥봉고분군'의 유물을 일본 측으로부
터 반환 추진
◦ 과거 사례: 북측 약탈문화재 `북관대첩비' 반환 남북공동 대응 및 반환
성사
- 2005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공동성명 발표
- 200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 2006년 3월 1일 북한에 전달
- 현재 북한은 국보 유물로 지정ㆍ관리

(part 1: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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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합계

4

우륵과 가야금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등 남북협력사업

◦ 북한에서의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인식은 남한에서의 `우륵과 가야금'
에 대한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가야금을 민족의 대표적인 악기로 평가함과 동시에 악기를 ‘개량화·현대
화’하여 교육 및 연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서에는 가야사에 대한 기술은 없어도 ‘우륵과 가야금’이
란 과(科)를 편성
- 또한 북한은 ‘우륵’을 귀족 음악가가 아니라 ‘서민’의 음악가, 지조가 있는 음악가로
높이 평가하면서 음악 자체의 대중성, 민중성,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처럼 `우륵과 가야금'은 가야사 분야 남북교류의 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특히 우륵과 가야금 콘텐츠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데, 예를 들면 `가야금의 종류와 제작', `가야금의 유래와 역사', `가야금
의 개량과 현대화', `가야금 연주와 음악성', `가야금 연주자-황병기와 윤
이상' 등이 있음
- 고령군 : 제30회 고령우륵가야금공연대회 /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 김해시 : 제31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 부산시 : 가야금연주단 / 백제가야금연주단
-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 1990년 윤이상이 기획한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행사에
황병기 교수가 33명의 방북 음악가 단장으로 참여

◦ 주요 추진사업 :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합동 공연, 공동 전시 등

(part 1: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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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합계

5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북한의 지원ㆍ협력

◦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국제협력을 위해
통일부 및 해당 지자체의 공식 지원 요청
- 개성 만월대 등 개성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남한의 역할이 중
요하게 작용
- 마찬가지로 남북 간 가야사 분야의 초기 단계 협력 경험이 축적된 이후, 2022년
가야고분군에
대해 남북한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은 이미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경험
이 있으며, 북한지역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험을 공유, 북한의
공식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북한이 관심 표명 및 지원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종합적인 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 또는 등
재 결정 직후 시점에“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원/기
념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part 1: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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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합계

6

고구려-가야사 교류사를 검증하는 고고학적 협력

◦ 가야 유물은 가야권역(대/소/아라/금관/비화/백제 및 신라 접경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또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될 수 있음
- 예) 풍납토성(서울), 한성백제 왕성에서 가야 계통 토기 발견

◦ 광개토왕릉비 기록된 갸야사의 인식을 공동 연구하고 가야의 문물교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최근 후기 가야의 유적에 고구려 계통의 유물(갑루 등)이 발견되면서 다양
한 역사 해석의 계기가 되고 있음 (광개토왕의 남정이 미친 영향의 흔적?)
◦ 또한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된 `행렬도'는 함안 마갑총에서도 상당한 유
사성 발견
◦ 이처럼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백제, 신라, 가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를 탐구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큰 주제임으
로 “고구려와 가야사 간 문물 교류를 탐구하기 위한 남북한 고고학적 협력
사업”을 추진

◦ 나아가 한반도에 걸친 문명 교류의 흔적을 찾아가는 작업은 주변국과의
해상 교류를 규명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전기 가야 시기 ‘화천(동천)’은 김해패총 뿐 아니라 황해도에서 출토되기도 하고
해남(군곡리 패총), 나아가 일본에서도 출토되었음
- 사천 늑도에서 발견된 ‘낙랑 토기’는 큐슈(후쿠오카)에서도 발견되었음

◦ 말하지 않는 고대의 역사유물들은 당시의 문명교류의 실체에 대해 조명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유물에는 분단경계선이 없음

(part 1: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매우 중요
⑤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④

③

중요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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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합계

(part 2: 사업별 평가 의견)
◦
◦

(part 3) 가야사 분야 남북역사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
책 제언 및 종합의견

◦
◦
◦

※ 바쁘신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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