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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근 시기에 들어와 다수 일본인의 단군론 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

물은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이나바 이와키치 다. 먼

 시라토리는 만선사의 창시자로 단군신화에 해 후세 불교도의 창작이

라는 승도망탄설을 주장하며 단군신화는 본래 불교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라거나 고구려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작담이라 주장했다. 단

군신화에 한 선담과 가작담 는 장수왕 때 성립하 다는 주장은 그 역

사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라토리의 이런 주장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단

군비 이나 단군부정론의 기 가 되었음이 지 된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

에 해 고려시 에 창안된 불설(佛說)로 재의 한민족과는 계가 없다

고 주장하 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  그리고 민족  주체로서 고양된 단군

을 쫒아내려는 이마니시의 역사학은 분명히 만선사와 식민주의 역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음이 지 된다. 시라토리와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성립연

를 고구려와 고려로 한정지으면서 이후 단군신화에 한 오독을 일으킴

은 물론 식민지 조선인의 유일한 단군론자인 최남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

게 된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조선독립을 지하기 한 방편으로 만선사의 

입장에서 단군부정론을 펼치고 조선인들 사이에 단군신화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단군신화의 가공성을 언 하는 한편 만선사의 입장에서 만선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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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근  일본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단군론을 연구하 다. 그들 에 가

장 먼  오치아이 나오즈미(落合直澄)가 등장하는데 그는 그의 ｢단군｣

이라는 논고에서 단군을 일본속의 신화  인물인 스사노오( 佐之男)의 

아들인 이타 루노가미(五十猛神)라고 주장했다.1) 이런 단군에 한 이

타 루노가미설은 같은 일본인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졌다. 곧 단군의 

론을 주장하 다. 이나바가 주장하는 만선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만주사로 국과 맞선 한 역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사로 패배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곧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

고 고려후기 창작물로 본 것이지만 이런 견해는 만선사 곧 식민주의 역사

학 입장에서 일뿐이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의 단군론에 

한 최남선의 반격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다는 이 강조된

다. 시라토리와 이마니시, 이나바는 단군신화에 해 고구려와 고려시 로 

각각 창안설을 주장했지만 이는 �삼국유사� 단군신화의 승도망탄설과 함

께 만선사에 경도된 것으로 그 역사  타당성은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

다. 결국 만선사의 입장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국사의 시각에서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근 일본, 단군론, 단군신화,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

와키치, 최남선, 만선사학, 식민주의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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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 루노가미설은 역사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부 일본 지식인들 사

이에 퍼진 일선동조론의 한 변이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일선동조론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고 조선인의 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서 확  재생산된 식민주의 역사 에 해당한다.2) 여기서 식민주의 역사

 는 식민주의 역사학은 식민사 보다 좀 더 구체 이고 포 이며 

한국과 일본 학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용어에 해당한다.3) 

양상을 달리해도 단군부정론에 한 은 하야시 다이스 (林泰輔)

에게도 이어지며 하야시 다이스 는 단군 설에 해 신인(神人)이 단

목 아래 내려와 단군이 되었다며 이를 황당무계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

고, 오치아이 나오즈미의 ｢단군｣에 한 이타 루노가미 설도 한 

부정하 다.4)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는 �삼국사기� 기기록을 불신하

여 모두 황당불경한 이야기라며 엄격한 비 을 가하 다.5)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있던 오다 쇼고( 田省吾)6)는 단군 설이 고구려 시조의 출

을 단군에 결부시키고 이를 불교의 제석천에 갖다 붙 다고 주장한

다.7) 이외에 아오야기 난메이(青柳南冥)는 일선동조론의 입장에서 단군

부정을 주장하 다.8) 

이처럼 1895년 청일 쟁을 후로 하여 일본인의 단군연구가 활발해 

1) 落合直澄,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藏版, 1888, 23~25쪽.

2) 장신,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확산과 素戔鳴  신화｣, �역사문제연

구� 21, 2009, 365쪽.

3) 윤해동,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381

쪽 ; 김종 ,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의 상인가, 성찰의 상인가?｣, �동

북아역사논총� 61, 2018, 470쪽.

4)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藏版, 1892, 58~59쪽.

5) 那珂通世, ｢朝鮮古史史籍 ｣, �史學雑誌� 5編3號, 日本史學 , 1894, 27~ 

35쪽.

6) 채미하, ｢일제강 기 한국 고  건국신화에 한 이해와 인식｣, �東아시아

古代學� 55, 2019, 385쪽.

7) 田省吾, �文教の朝鮮�Vol.-No.2, 朝鮮教育 , 1926, 32~40쪽.

8) 青柳南冥, �朝鮮史話と史蹟�, 朝鮮研究 , 1927,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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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9) 부분의 일

본인 연구자에 있어 식민지 조선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반일감정을 불

러일으킨 것은 단군 존재에 한 자체를 부정하는 단군부정론이었다. 이

런 단군부정론은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들에게서 더욱 구체 으로 나타

나며 단군부정론의 핵심은 단군이 후 의 가탁된 인물이라는 것에 있다.

이상의 단군부정론을 포함하여 근 시기 일본인 에 많은 사람이 단

군론을 언 하 다. 일본인의 단군론을 비교  완성도 높게 작성한 인

물은 다음의 세 사람이다. 그 세 사람 에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본격

인 일본인 단군론 연구 는 만선사(滿鮮史)의 창시자로 거론하여야 하

고 이마니시 류는 일인 단군론의 완성자 는 만선사의 계승자로, 이나

바 이와키치는 만선사의 완성자로 는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한 일로 반

드시 거론되어야할 인물들이다. 만선사는 20세기  일제가 만주에 진

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동양사학계가 만들어 낸 것으로 일제의 조선 식

민지배는 물론 만주진출을 합리화하기 한 식민주의 역사 으로 자리

매김한다.10)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는 단군신화의 후  

창안설을 주장한 사람들로 유명하다. 이처럼 일제시기 일본인의 단군연

구는 단군의 후  창안설에 집 되고 그것이 이후의 만선사로 연결된다

는 이 특징을 이룬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와 탐구된 단군론은 일인들이 연구한 것과 

한국인이 연구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일인 가운데는 근  이후 일본인

이 단군론을 연구한 것을 정리한 논문11)이 있고 일선동조론12)과 만선사 

9) 이 화, ｢일제시기 단군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韓國史學史學報� 22, 

2010, 33쪽.

10) 박찬흥,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65쪽.

11) 桜沢亜伊, ｢근  일본에서의 단군론의 성립｣, �인문학연구� 31, 2016 ; 北

山祥子, ｢日本人の檀君硏究｣, �韓日關係史硏究� 74, 2021.

12) 保坂祐二, ｢崔南善의 不咸文化圈과 日鮮同祖論｣, �韓日關係史硏究�,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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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서술된 것도 있다.13) 한국인의 연구도 일인 연구자 개인에 

한 연구14)와 만선사,15) 단군신화의 신화소를  분석한 견해16)도 있

다. 최근의 일인과 한국인의 단군론 연구는 단군에 한 부정 문제와 더

불어 그것이 만선사로 연결된다는 식민주의 역사 이 지 된다. 하지만 

연구자 별로 단군론에 한 분석도 다르고 만선사의 도 일정부분 

다르다. 

곧 이상의 3인 즉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

치의 단군론에 해 이를 종합 으로 비교 검토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런 에서 이상의 3인 단군론이 가진 

문제 과 후 에 드러나는 만선사와 어떤 련이 있는지 등의 문제를 

종합 으로 살펴보려 한다.

2. 시라토리 구라키치 단군론의 

후  창안설과 만선사학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1865년에 나서 1942년에 작고했는데 

일본의 역사학자로 공은 서양사를 선택했으나 나 에 동양사로 방향

을 틀었다. 도쿄 학 문과 학 곧 훗날의 도쿄제국 학 사학과를 1886

13) 瀧澤規起,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와 만선사滿鮮史｣, �한일 계사연구�

19, 2003 ; 井上直樹, ｢稲葉君山の檀君神話認識｣, �韓日關係史硏究� 74, 

2021.

14) 심희찬, ｢근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2013 ; 정 ,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 사에서 종

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2017.

15) 박찬흥, ｢‘만선사’에서의 고  만주 역사에 한 인식｣, �한국고 사연구�

76, 2014.

16)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韓日關係史硏究� 7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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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졸업하 고 1900년에는 문학박사 학 를 받는다. 스승은 나카 미

치요(那珂通世)이며 제자로는 츠다 소키치를 두었다. 도쿄제국 학 재

학 에는 독일의 유 계 역사학자인 리스(Ludwig Riess)로부터 실증사

학을 배운다. 학습원 교수와 함께 도쿄제국 학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

고 1914년부터 14년간 동궁시  쇼와(昭和)의 교육도 담당했으며 1925

년에 도쿄제국 학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며 그만둔다. 

시라토리는 조선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역의 역사와 민속, 

설, 언어, 종교, 고고학 등 다양한 방면에 연구를 하여 문헌학 의 시

라토리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1905년 러일 쟁이 끝난 후 시라토리는 

이나바 이와키치 등과 함께 만선사를 외치며 일본의 조선과 남만주 지

배를 주장하 다. 

시라토리는 일본 학 아카데미즘의 추로 존재하고  만선사를 처

음 주창한 인물로 알려지는데, 만선사는 만주사와 조선사를 합친 용어

로 러일 쟁 직후인 1905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 진다. 러일 쟁에

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을 발 으로 하여 남만주 침략에 그 공격목표

를 바꾸었고 이때 시라토리 등 연구자들의 심은 만주 체와 몽골로 

까지 확 되었다. 시라토리 등이 주장하는 만선사에서의 조선은 조선민

족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반도라는 지리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에 불과

하며 이는 반도  성격론에 근거한 타율성과도 직결된다는 이다. 시

라토리는 본래 고구려사를 조선사로 인식하 으나 러일 쟁 이후 만선

사를 주장하며 고구려를 만주사에 포함시킨다. 시라토리가 만선사의 창

시자로, 이나바가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하여 그 용어 사용에 한 차이

는 있지만 만선사, 만선사학, 만선불가분론, 만선일체론은 모두 식민주

의 역사 의 범주 안에 있는 용어로 정리된다. 

시라토리는 1908년 만철(滿鐵)의 총재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후원

으로 만선사 연구의 심장인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을 도쿄지사에 설치한

다. 만철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로 요동반도 끝인 련에 그 본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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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동군과 함께 만주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시라토리가 이

끄는 만선역사지리조사실에는 이나바 이와키치 등이 참여하며 식민주

의 역사 이 짙은 만선사를 만들어 내게 된다.17) 만선역사지리조사실에

서는 �만주역사지리�와 �조선역사지리� 등을 간행하기도 하 다. 만선

역사지리조사실은 이후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 16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간행하기도 한다. 만선사도 이러한 배경 속에 탄생하 다. 

재 시 의 일본 동양사학계에는 만선사라는 연구분야는 없다. 다만 

만선사라는 타이틀로 시라토리나 이마니시, 이나바, 이 우치 등을 연구

하는 분야는 재 한일 양국에 존재한다. 이러한 에서 이들을 연구

하는 분야는 식민주의 역사  는 식민주의 역사학이라 부를 수 있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에 해 그의 스승인 나카 미치요보다도 더욱 구

체 으로 후세 불교도의 창작이라는 주장을 극 펼친다. 학술 인 면

에서 단군을 처음으로 비 한 인물은 시라토리로 곧 �삼국유사�에 보

이는 불교사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단군신화는 본래 불교설화에 근거한 

가공(架空)의 선담(仙談)이라거나 고구려인의 손에 만들어진 가작담(假

作談)이라 주장했다. 시라토리의 단군에 한 인식은 확실한 실증성과 

문성이 월등히 향상된 일본인의 본격 인 단군론이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시라토리의 단군연구는 그 정치  목표나 조선비하 등의 편견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시라토리 단군연구의 표  논고인 다음

의 논문들을 보자.

“단군의 사 은 원래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仙譚)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환웅(桓雄) 는 단군이 강림했다는 태백산은 평안도에 있는 

지 의 묘향산(妙香山)이다. … 고기의 단목(檀木)이라 보이는 것은 즉 산

에서 자생하는 향목으로 그것을 단목이라 칭한 것은 으로 불국(佛國)

의 우두 단(牛頭栴檀)에 비한 것이다. … 단군 설은 승려의 허구로, 태백

17)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 계사연구� 70, 2020,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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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기에 이것을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기고 그 향

목을 우두 단에 비정(比定)하면서 그 나무 아래 내려온 인연으로 단군이

라 이름 지은 것이다. …  석제환인(釋帝桓因)이 단군의 조부로 정해진 

것은 �아비담(阿毗曇)�안에 환인의 태자 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단군이라 칭하고 환인의 손자라고 한 것은 아닐까. … 단군의 설이 확실

히 불설의 가작담(假作談)이라 정해진 이상 … 단군에 해서 싣고 있는 서

으로 연 가 명확한 것은� 서(魏書)�뿐이다. … 단군 설의 기원은 … 

기원 372년에서 … 기원 551년에 이르는 179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 �삼

국사기�에 실려 있는 아난불가섭원(阿蘭弗迦葉原)도 그야말로 불설에 기

반한 허망한 명칭이다. … 단군이 더더욱 고구려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작담(假作談)이란 것에 오류가 없다면 이 설의 기원은 … 고구려에서 

불법이 흥륭한 것은 장수왕 때 다고 단언하는 이유이며 단군 설이 생긴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18)

“조선의 고 설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망탄(妄誕)의 극치는 단군 설이

다. … 환웅단군(桓雄檀君)이 강림했다는 태백산(太伯山)은 평안도에 있는 

지 의 묘향산(妙香山)을 말한다. …�고기(古記)�에 단목(檀木)이라 하고 있

는 것은, 즉 이 산 에 자생하는 향목(香木)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단목

이라 칭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축(天竺)의 우두 단(牛頭栴檀)을 모방한 것

이다. …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칭하는 것은 필경 이 향목이 자생하고 있음

에 의한 것이다. … 이 설은 승려의 허탄(虛誕)이며 태백산이 향목이 자

생하는 곳에서 이를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정해 그 향목을 우두 단에 견주

고, 이 나무 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계기로 단군(檀君)이라는 가공의 인물

을 만들어낸 것이다. … 주몽의 양부(養父)는 와(金蛙), 와의 양부는 부

루(夫婁), 부루의 실부(實父)는 단군이 된다. 그 다면 단군은 조선국의 선

조가 아니고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 됨을 알 수 있다. … 아니 오히려 고구

려의 조상으로서 그 나라의 승려들이 가작(假作)한 인물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19)

시라토리는 1894년 발표된 이상의 ｢단군고｣에서 단군부정론을 펼친

18) 白鳥庫吉, ｢檀君 ｣, �學習院輔仁 雑誌� 28, 學習院大學, 1894(｢일본인의 

단군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2021, 31~47쪽)

19)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說 ｣, �史學雜誌� 5編 12號, 日本史學 , 1894(｢일

본인의 단군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2021, 48~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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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94년은 청일 쟁이 발발한 해로 이때부터 시라토리는 만선사를 

창시하고 단군을 부정하며 러일 쟁 이후 시라토리는 일본의 만주 진출

에 한 학문  배경으로 만선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다. 

우선 시라토리의 단군부정에 해 알아보면 시라토리는 석제환인이 단

군의 조부로 정해진 것은 불교경 인 �아비담�과 � 지도론�에 나오는 

환인의 태자인 단이며 이를 단군이라 칭하고 환인의 손자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석제환인이라는 용어가 �법화경�과 �잡아함경�, � 지도론�

등 고려 장경에는 천여차례 나오지만 ‘환인’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

는다는 이 지 된다. 그럼으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은 석제환인

의 임말로 환인과 석제(제석)는 같은 단어임에 불과하다.20) 결국 제석

환인의 성격에 해서는 태양신으로 보는 견해와 천신으로 보는 견해21)

가 제기되어 석제환인이 불교와 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2)

환인에 해서도 환인과 환웅이 태백산에 강림하 다는 산악신앙과 

신단수를 통해 강림한 수목신앙 등 �고기(古記)�에서 인용된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신앙에 근거한 이 확인된다. 즉 �삼국유사� 이 의 문

헌자료가 하지 않더라도 �고기�에 묘사된 단군신화 그 자체는 오

래 부터 구 되어 온 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다.23)  시라토

리는 단군신화의 사실성에 해 � 서(魏書)�에 부분 천착하고 있으

나 이 � 서�의 성립 연 에 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므로 이 � 서�

만 가지고 단군신화를 단할 수도 없다. 부연하여 말하면 �삼국유사�

20) 조원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한 비  

검토｣, �한국고 사탐구� 40, 2022, 340쪽.

21) 김성환,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승｣, �고조선단군학� 3, 2000, 119

쪽.

22) 윤성찬, ｢단군신화의 제석과 불교의 제석천의 연 성 연구｣, �고조선단군

학� 34, 2016, 74쪽.

23) 袴田光康,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을 심으로－｣, �淵民學志� 14, 2010,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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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기�와 � 서�에 한 서지학 인 은 시라토리 주장과는 많

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고기�는 고려 태조시기에 정리된 기록이

라는 24)과 � 서�는 만조선 시기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라는 것25)

과 그리고 � 서�가 북송 교감본 이 의 고본(古本)이라는 주장26)이 있

다. 이런 사실을 다소라도 감안한다면 시라토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시라토리는 �삼국사기�에 단군이 없는 을 지 하며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란불가섭원도 불교에 근거한 허망한 명칭이라고 주장한다. 

한 단군은 고구려인의 손에 이루어진 가작담으로 특히 불교가 흥성하던 

시 인 장수왕 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하지만 시라토리가 �삼

국사기�에 단군이 락되어 있다며 아란불가섭원을 불교와 연 시키고 

그것을 단군과 연결시킨 것은 모순이다. �삼국사기�는 고려시  김부식

에 의해 유교  에 의해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아란불가섭원을 불설에 기반한 허망한 명칭이라 주장한 것은 논리

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시라토리는 단군 설에 해 불교의 가작담으로 372년부터 551년까

지의 179년 사이 장수왕 때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단군은 조선의 

시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조상이라 주장하 다. 단군신화가 고구려 장수

왕 때 만들어졌다는 시라토리의 견해는 다음 장에서 보듯 이마니시 류

의 고려시 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에서 단군신화의 장수

왕 설은 시라토리의 독창 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라토리

가 단군과 주몽을 한 계통으로 본 것은 문제를 근원 으로 유발하며 일

24) 박 재,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2015, 8쪽.

25) 丁仲煥,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하여｣, �大丘史學� 

12.13합집, 1977, 8쪽.

26) 朴大在,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韓國史硏究� 112, 2001,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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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승려인 을 고려하여 단군신화를 불교와 유추시킨 것도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곧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 그 자체는 충분히 신화

성이 인정되나 불교  요소가 첨부된 것은 일연에 의한 할주(割註) 부분

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한 선담과 가

작담  단군신화가 장수왕 때 성립하 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시라토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주몽은 와의 양자이고 

와는 부루의 양자이며 부루는 단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 다. 시라토리

는 와와 부루, 단군은 모두 구 에 의해 승된 인물로 믿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단군과 부루, 주몽에 한 연 계 설정은 

후  국가와의 역사계승성을 천명하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 지

된다.27) 그럼으로 와와 부루, 단군은 모두 가작의 인물이라는 시라토

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시라토리 자신이 언 했듯이 �삼국사기�에 

단군은 빠지고 와와 부루가 나온다 해도  이것이 비록 신화  형태

를 가진다 하여도 당시 역사상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라토리는  단군 곧 왕검(王 )은 왕험(王險)으로 이는 바로 평양

의 옛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왕험성은 조선이 한나라의 역이 되기 

의 명칭이라 주장하 다. 하지만 왕검을 왕험으로만 볼 수 없고 이를 평

양에 직  연결할 수는 없으며 앞서 언 로 왕검과 평양 문제를 �

서�에만 천착해 볼 수도 없다.  평양에 왕검조선 련 고고학 유물이 

없다는 지 28)을 경청하면 왕검이 곧 평양일 수는 없다. 왕검 는 왕검

성에 한 치 문제는 식민주의 역사  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한계

를 드러낸다. 오늘날 시 에서 왕검성에 한 문제는 고고학  으

로 풀어야 하며 단순 사료에 집착하여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왕검

27)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34쪽.

28) 정인성, ｢고고학으로 본 만조선 왕검성｣, �韓國 古學報� 106, 한국고고

학회, 2018,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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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고조선사의 계(大系)가 풀리기 때문이다. 

시라토리는 이상의 인용문인 ｢朝鮮の古傳說 ｣라는 논문에서 신화

와 설은 역사와 구별되어야 한다며 단군신화를 승도망탄설로 강조한

다. 그러나 신화와 설이 역사와 구별된다고 하면 같은 식민주의 역사

학자인 오치아이 나오즈미가 그의 ｢단군｣이라는 논고에서 단군을 일본

의 신화  인물인 스사노오의 아들인 이타 루노가미라고 주장했던 것

과 배치된다. 자국의 신화  인물은 역사  사실로 인용하면서 조선의 

신화는 승도망탄설이라 무시하는 태도는 성립할 수 없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가 가공의 선담이라며 단군이 강림했다는 태백

산은 지 의 묘향산이라 했고 �고기�에 보이는 단목(檀木)도 산에서 자

생하는 향목인데 이를 단목이라 한 것은 불교의 우두 단에서 나온 것

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향목과 단목은 최남선의 지 처럼  다른 종

류에 해당한다.29)  단과 향목을 직 으로 연결시킬 만한 근거는 

 없고 묘향산의 향목은 조선에서 흔히 자생하는 향나무일 뿐 단

과는 계가 없다는 것이다.30) 곧 조선 역의 산에 두루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향나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백산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

쳐 있는 태백산맥의 종주산으로 존재하며 여기서 백두산에 한 의식고

취는 종교로부터 나왔다는 견해도 참고된다.31)

시라토리는 제석천이 수미산에 살고 있는 천신의 아들이 태백산에 강

림했다는 고  산악신앙과 �삼국유사�의 할주에 인용된 태백산이 곧 

묘향산이라는 불교신앙으로만 그 자체를 악한 것이다. 태백산을 묘향

산으로 보는 견해는 식민지시  일본인 단군론에서 모두 일치된 견해를 

29) 최남선,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30) 이근우,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하여｣, �한국고 사탐

구� 40, 2022, 235쪽.

31) 서 , ｢근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논총� 20, 2008,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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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장에서 거론되는 이나바는 만선사의 입

장에서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고 있다. 

우두 단 문제에 해 시라토리는 일본의 고 인 �지귤역토집�에 해

열의 묘약이라 나와 있어 우두 단이 불교와 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두 단의 단(檀)자에만 집착한 결과로 단군과 단은 아무 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단목의 단(檀)도 최남선에 의하

면 단(壇)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아 단(檀)에 집착하는 시라토리의 견해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곧 단군신화가 후세의 불교도에 의해 창

작되었다는 일인 연구자들의 주장은 단군신화와 불교와의 련성을 구체

으로 언 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불교도 창안설은 일본 동양사학의 

비조라고 불리는 시라토리에서 비롯된 것임이 재삼 지 된다. 

앞서 시라토리의 ｢단군고｣와 ｢朝鮮の古傳說 ｣ 등 2편의 논문이 1894

년에 발표되며 만선사를 창시하게 된 은 이미 지 된 바 있다. 곧 청

일 쟁에서 승리한 일제 지배층은 조선 다음으로 만주로 진출하기 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일 쟁의 결과 일본은 막 한 

배상 과 요동반도를 얻었지만 요동반도는 삼국간섭에 의해 곧 상실하

게 된다. 삼국간섭의 배경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일제는 러시

아와 일 을 겨룰 실력 배양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탄생한 단군부정론은 3.1운동 이후 더욱 집 으로 

나타나 당시에 일어났던 조선의 민족운동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런 

단군부정론은 이마니시에게로 이어지며 군국 일제의 충실한 변사학

으로 그 치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한 가공

의 선담과 가작담, 승도망탄설, 고구려 장수왕시  창안설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라토리의 이런 주장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단군비 이나 

단군부정론의 기 가 되었음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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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마니시 류 단군론의 후  창안설과 만선사학

이마니시 류(今西 龍)는 1875년에 나서 1932년에 작고했는데 1903년 

도교제국 학 사학과를 졸업했고 조선사를 공했다. 1906년 조선의 경

주 등지에서 고고학 조사를 했고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 고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평남 용강군에서 제비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고

고학 조사의 과정 속에서 이마니시는 1922년에는 교토제국 학으로부

터 ｢조선고사의 연구｣로 문학박사 학 를 수여받는다. 이마니시는 일본

의 학 아카데미즘 속에서 조선사를 자신의 공으로 표방한 첫 번째 

역사학자로 실제 학문 인생에서도 조선사로 시작해서 조선사로 끝난 조

선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이마니시는 이나

바와 함께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나 종교 계열의 인사들이 단군을 상

징화해서 조선민족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풍조에 해 심각한 우려를 가

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마니시는 시라토리의 견해를 그 로 이어 받아 

단군신화에 한 불설(佛說)을 주장하며 단군부정론을 펼친다. 

이마니시의 ｢단군고｣는 이마니시의 박사학  논문인 ｢조선고사의 연

구｣의 제1편에 해당한다. 이마니시는 1922년에 교토제국 학에 제출한 

자신의 박사논문 일부를 개정하여 1929년에 ｢단군고｣를 발표한 것이었

다. 이마니시의 ｢단군고｣는 일본인 학자들이 단군을 연구한 것 에 내용

도 가장 길고 논리도 다양하여 그때까지 단군에 한 일본인 연구의 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시라토리와 이마니시가 같은 도쿄제국

학 사학과를 나온 에서 이마니시가 시라토리 단군론의 충실한 계승

자 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음 이마니시의 ｢단군고｣ 목차를 보자.

緒 　

第一章 現存古文献に見ゆる檀君記事

第二章 檀君傳説の 査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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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檀君傳説の 査 下

第四章 王氏高麗時代の思想と檀君傳説

第五章 李朝の國情と檀君傳説

第六章 日本に於ける素 卽檀君説の發生

第七章 現代の檀君

이상에서처럼 이마니시의 ｢단군고｣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는 고문헌에 보이는 단군기사를 검토한 것이고 2장

과 3장에서는 단군 설을 본격 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4장

과 5장에서는 고려시 와 조선왕조 시 의 단군 설에 한 검토를 이

루며 6장에서는 일본에서 단군 설의 발생 배경에 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마니시는 스사노오 단군설을 비 하며 이것을 유포시킨 사람

들은 마도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 다. 이런 이마니시 견해의 바탕

에는 스사노오 단군설을 받아들이면 단군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7장에서는 의 단군을 조명하며 종

교 등을 언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장 에 핵심은 단연 제2장

과 제3장의 ｢檀君傳説の 査｣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한민족의 조상인 한족(韓族)과 련이 없다는 이다. …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 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를 신시(神 )

라 하고 환웅 천왕이라 일컬었다. … 단군왕검(檀君王 )의 네 자로 하나

의 신인(神人)을 칭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그의 

본명이 된다. 신인에게 군호(君號)붙이는 것은 도교를 모방한 것이다. … 왕

검선인(王 仙人)은 왕험성(王險城), 즉 의 평양과 인연이 있다고 해

지는 신인(神人)으로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실명을 부르기를 기피하여 

지명을 호칭으로 부르게 되어 선인(仙人)이 된 것이다. … 왕검선인이라는 

명호(名號)가 (前) 평양의 지명인 왕험(王險)이라는 것 … 왕검선인은 옛

날부터 옛 평양을 수호하는 신인(神人)으로서 그 지역에 해졌을 것이다. 

… 단군왕검 선인의 본체는 해모수가 틀림없다. … 평양의 옛 이름인 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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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호칭이 해진 탓에 이를 고구려 이 의 신인의 호칭으로 삼고 이 

신인에게 왕검선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왕검선인(단

군)은 부여의 시조인 부루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되

고, 이 해모수는 천신을 아버지로 하고 곰을 어머니로 하는 자이며, 이는 

 조선민족의 선조인 한민족과 계가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다. … 

왕검선인의 본래 설은 해모수 설이 민간에 해진 것으로서 … 제석환

인의 신손(神孫)으로 만들고 그 성지를 청천강(淸川江) 상류에 있는 태백산 

즉 묘향산에 두었다. 게다가 묘향으로 인해 목 단(靈木旃檀)의 덕으로 

단군이라는 신호(神號)를 부여하여 단군왕검으로 만들고, 이를 조선 체

를 개창한 신인인 것처럼 기원설을 만들고, …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

은 묘향산의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박달나무(檀樹)와 인연이 생

겨서 단군이라는 호칭이 유래했을 것이다. … 단군 설에 나오는 태백산은 

그 주(註)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묘향산이 틀림없다. … 왕검은 신선의 호칭

이며,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인데, … 단군이라는 선인의 호칭이 부여되

기에 이르 다.”32)

 

이상에서 이마니시는 환웅 곧 단웅은 태백산 꼭 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가 강조하는 것은 �삼국유

사� 고조선의 주(註)에 단군조선이라 하지 않고 왕검조선이라 한 것을 

고려하여 단군왕검 네 자를 빌어 하나의 신인(神人)을 지칭했다는 

이다.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본명이며 왕검선인은 왕험성, 곧 의 

평양과 인연이 있다고 해지는 신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인이라

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왕검이 신인이라는 견해는 단군신화를 사

실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설로 치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낙랑군 

치지를 평양 남안의 토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지배 인 식민지 시 에 

왕검을 평양 이외 다른 곳으로 설정할 수 없는 당시 식민주의 역사학의 

한계에 해당한다. 왕험이 반드시 평양일 수만은 없고 최근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왕험을 본계(本溪)라고 보는 것33)과 손성자고성(孫城子古城)

32) 今西 龍, ｢檀君 ｣, �青邱説叢� 卷1(京城), 1929年(｢일본인의 단군연구｣ 번

역본, 홍익재단, 2021, 100~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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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견해34)도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니시의 와 같은 주장

은 타당하지 않다.

이마니시는  왕검선인 곧 단군은 부여의 시조인 부루와 고구려 시

조인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되고 이 해모수는 천신을 아버지로 하고 

곰을 어머니로 했다고 주장하 다. 그러면서 이마니시는 단군은 부루와 

주몽의 아버지로 고조선이 아닌 고구려와 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단군은 곧 왕검을 가리키며 왕검은 고조선의 정치  군장을 나

타낸다. 이마니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의 단(壇)자를 버리고 자

의 으로 단(檀)자를 취한 과 단(檀)자에서 불교  요소를 지 하는 

것은 최 의 개국설화를 후 의 지식으로 무리하게 풀어 나간 것에 불

과하다.35) 단군신화 속의 곰에 한 신화소는 한민족과 잘 연계되는 

도 지 할 수 있다.36) 이와 같은 이마니시의 단군부정론은 후일 조선사

편수회에서도 연계되며 만선사라는 식민주의 역사학에도 합류한다. 

 이마니시는 왕험에게 신인이라는 군호를 붙이는 은 도교를 모방

한 것이라 하며 �삼국유사�의 불교와 도교에 한 첩성을 지 한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의 기원에 해 단군은 본래 부여와 고구려, 만주

와 몽고를 포 하는 퉁구스 민족인 부여의 신인이라고도 주장하 다. 

하지만 이마니시를 비롯해서 당시 부분 일인 연구자들은 단군조선의 

실체는 부정하는 반면 기자조선을 내세운 이 지 된다. 이마니시에게 

단군신화는 고려시  몽골 외압 속에 버틴 민족 결집의 하나로서 형성

된 것이고 오늘날 한반도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한민족과는 련이 없

다는 주장이다.

33) 김남 , ｢險瀆과 고조선의 계｣, �韓國史學報� 61, 2015, 78쪽.

34) 윤병모, ｢ 만조선의 한 ( 漢戰)과 왕검성｣, �유라시아문화� 6, 유라시

아문화학회, 2022, 343쪽.

35)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樹木信仰｣, �韓國史學史學報� 8, 2003, 16쪽.

36)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 �韓國史硏究� 118, 200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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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니시가 신인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단군신화를 도교와 연결시

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가 본래의 평양선인인 왕

검이 고려시 에 들어와 민족 체의 조상으로 격상시킨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이마니시 만의 독창

인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며 단군신화에 한 시라토리의 견해에서 좀 

더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이는 역사상 몽골침략 시 와 

일제시기 그 치하에 있던 조선에 한 차별성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마니시는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수록된 �단군고기�는 고려 인종 

때부터 고종 무렵 사이에 쓰 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것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고기�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견해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 �단군고기�가 비록 신화성을 가진다 해도 그 신화의 역사

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마니시는 왕검선인은 본래 해모수 설에서 왔고 그것이 고려시  

승려에 의해 분식되어 제석환인의 자손이 되고 그 성지가 바로 태백산 

곧 묘향산이라 했다. 이마니시에게 태백산은 묘향산의 별칭으로 고려시

 기 이후에 단군의 호칭이 넓게 퍼지며 �삼국유사�에 단군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신에 왕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마니시가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고 박달나무(檀樹)와 인연이 있어 

단군이라는 호칭이 그곳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나 박달나무를 신목(神

木)으로 여기는 신화는 없다. 다만 낙랑에 단궁(檀弓)37)이 나온다는 사

료를 보더라도 고조선과 단(檀)의 연 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시라토

리가 석제환인이라는 용어를 쓴 반면에 이마니시는 제석환인이라는 말

을 써서 비록 앞뒤를 바꾼 용어이지만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불교성을 

더욱 강조한 측면도 지 된다.

한 단군의 강림지가 묘향산이라는 이마니시 주장은 단군조선의 강

37)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傳30, “ 浪檀弓出其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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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한반도 서북부에 한정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묘향산이 청천

강 연변에 있어 청천강이 마치 만조선과 한의 경계 던 패수로 인식

하게끔 한다. 일인 단군론에 등장하는 시라토리와 츠다, 이 우치는 압

록강을 패수로 보았고,38) 이마니시는 청천강을 패수로 비정하 다.39) 

청천강을 패수로 보는 견해는 이마니시에 이어 이병도로 연결되며 이마

니시의 패수 청천강설은 재까지도 살아남는다.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이마니시와는 다르게 같은 식민주의 역사학자

인 이나바 이와키치는 만선사의 에서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았다. 

태백산은 묘향산보다는 백두산으로 비정할 때에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

국신화가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된다.40)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비정하는 

것은 이마니시에게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제시기 일인 단군론

의 태백산은 오로지 묘향산으로만 비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마니시에

게 태백산이 묘향산이든 백두산이든 이것보다 더 요한 것은 단군론에 

한 만선사의 입장이라는 이다. 이마니시에게는 단군신화의 태백산 

인식보다도 식민지 조선의 만선사 편입이 더 시 하 던 것이다. 이마

니시의 만선사는 1932년 만주에 만주국이 설치되면서 더욱 입장을 공고

히 하게 되며 이는 1945년 일제의 패망까지 이어지게 된다. 만선사의 계

승자로 이마니시의 단군부정론은 그의 학문  공고성과 함께 1945년 

후까지 미치게 된 것이었다. 

단군신화의 형성시기에 해서는 시라토리의 고구려 시 설과 이마

니시의 고려시 라는 견해로 이분법 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단군신화

의 고구려와 고려시  창안설은 �삼국유사�를 불교와 억지로 연 시키

38) 윤병모, ｢고조선의 패수와 왕검성｣, �선도문화� 32, 국학연구원, 2022, 134~ 

135쪽.

39) 今西 龍, ｢洌水 ｣, �朝鮮支那文化の硏究�, 1929 : �朝鮮古史の硏究�, 國

書刊行 , 1970, 175~230쪽.

40) 김성환,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 사

탐구� 13, 2013, 6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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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단군신화가 후세에 조작되었다든지 

는 역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인들의 연구는 1920년  만선사

의 흐름과 연결된다. 이런 에서 시라토리와 이마니시 는 다음 장에 

거론하는 이나바 이와키치 모두 만선사와 식민주의 역사학의 테두리 안

에 단군론이 있음은 물론이다. 식민주의 역사학의 특징은 보통 일선동

조론과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 성론, 반도  성격론이 거론된다.

이런 식민주의 역사학의 계보로 이마니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

사� 편찬계획에 참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반도사� 편찬계획을 세우고 이마니시에게 �조선반도

사�의 상고편을 집필하게 한다. 이마니시는 1916년에 그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가 기획하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탁으로 임명되어 본격 으로 역사편찬 사업에 여하게 

되었다.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는 이마니시를 비롯하여 구로이타 카

츠미(黑板勝美)와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등 식민주의 역사학이 짙

은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마니시는 1921년 �조선반도사�의 고

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를 집필하며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것을 기회

로 하여 식민지 조선의 역사 체를 통하는 통사 서술을 꿈꾸었다. 

이마니시는 이후로도 1922년의 조선사편찬 원회, 1925년의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편찬사업에서 고 사 부분의 기술을 맡는 등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 다. 이 에 �조선반도사�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

으로 끝났지만 �조선반도사� 상고편의 내용을 보면 이마니시의 만선사

와 식민주의 역사학에 한 태도를 분명히 알게 해 다. 다음을 보자. 

“開國神人인 단군 설은 본래 韓民族과 아무런 계가 없으며 한민족은 

북방민족이 가지고 있던 야비한 개국 설과  다른 매우 고상한 고유의 

개국 설을 가지고 있다. 그 신화는 오늘날 완 한 형태로 해지고 있지

는 않지만 편으로나마 남겨진 그 설을 살펴보면 일본 민족의 그것과 

유사하여 실로 성스러운 것이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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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며 이마니시는 단군을 인간이 아닌 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어 이마니시는 만선사의 입장에서 단군 설은 본래 한민족과 계가 없

고 한민족 고유의 개국 설은 신라와 가락국의 개국 설에 있다고 하며 

 일본의 개국 설과 비슷하다고 하는 주장을 한다. 한민족과 일본민

족은 본래 같은 민족을 이루다가 이주의 결과 민족구별이 생겼으나 그 

종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한다. 조선의 역사  그리고 민

족  주체로서 고양된 단군을 쫒아내는 이마니시의 역사학은 분명히 식

민주의 역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지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마니

시의 단군론은 조선사의 정체성론과도 연결된다. 그런 면에서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성립연 를 고구려와 고려로 한정지으면서 

이후 단군신화에 한 오독(誤讀)을 일으킴은 물론 다음에서 보는 것처

럼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단군론자인 최남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

다. 시라토리와 이마니시의 단군신화에 한 후  창안설을 다소 비켜

나가 만선불가분론과 연결시킨 이가 바로 이나바 이와키치 다. 이는 

장을 달리해 살펴본다.

4. 이나바 이와키치 단군론의 만선사학과 문제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는 1876년에 나서 1940년에 작고했는데 역

사학자로 공은 조선사와 국사를 겸했다. 1909년 만철조사부에 들어

가 ｢만주조선역사지리조사｣사업에 참여했고 1915년에는 육군 학 교

으로 임명되었다.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원 겸 간사

로 임명되고 1925년부터는 수사 으로 역사서인 �조선사�의 편집에 

41)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 �친일반민족행 계사료집�Ⅴ, 2008, 1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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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1932년에 교토제국 학으로부터 조선사 연구로 문학박사의 학

를 받는다. 1938년에 개교한 만주건국 학 교수로 부임하 으나 1940

년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에서 사망한다. 

이나바는 조선민족에 해 독자의 민족이 아니고 륙에서 이주한 사

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조선인에는 만주인의 피가 많이 섞 다고 주

장하 다. 이나바는 1919년 3.1운동 이후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단군신

화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단군신화의 가공성(架空性)을 거론하는 한편 

만선일체론(滿鮮一體論)이나 만선불가분론(滿鮮不可分論)을 주장하

다. 곧 만선사는 일본사의 타자로서 재구성된 것이며 제국주의 일본을 

제로 한 것이어서 조선사의 존재는 무시된다는 이다.42) 

구체 으로 이나바의 단군론은 민족  신앙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일합병으로 기자 설은 소멸하고 신에 단군 설이 득세하 다고 

본 견해이다. 이나바가 기자 설보다 단군신화를 강조한 측면은 있으나 

단군부정은 여 히 계속된다. 이나바의 단군부정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독립을 지하기 한 운동의 일환으로 단군을 부정하는 것에 편승

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음을 보자.

“최육당(崔六 )군의 최근 작업과 련하여 동아일보에 실린 �단군론�

은 학계 각 방면의 이목을 집 시켰는데, … 주몽 즉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은 단군의 아들이 된다. �삼국사기�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 신라는 

박석김 3성은 …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었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설

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즉 부여계와는  별종의 선민

(選民)이라는 신념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은 고구려의 후계자

로서 자임하고 그 토도 유하고 싶다고 요망했기 때문이다.”43)

42) 이 성, ｢만주역사지리의 한사군 연구와 ‘만선사’의 성격｣, �인문과학� 54, 

2014, 36쪽.

43) 稲葉岩吉, ｢檀君說話｣, �朝鮮史學�第6號, 朝鮮史學同攷 , 京城, 1926(｢일

본인의 단군연구｣ 번역본, 홍익재단, 2021,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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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바는 1926년에 발표한 이상의 ｢단군설화｣에서 주몽은 단군의 아들

이라고 주장하 다. 이나바는 �삼국사기�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을 강조하며 고구려와 달리 신라에서는 박석김 모두 하

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 주장한다. 곧 백제와 말갈, 여진 등은 모두 부

여계라며 이들은 모두 주몽을 조상신으로 삼았고 단군의 아들이라 보았

으며 신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씨로 단군설화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단군신화에 한 용어의 선택에서도 시라토리와 이마

니시는 ‘단군 설’이라 하 고 이나바는 ‘단군 설’ 는 ‘단군설화’라며 

단군신화를 폄하하는 용어를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어선택 한 가

지만 보아도 일인 연구자들의 단군신화에 한 불인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마니시는  재의 조선은 외래성(外來姓)이 토착성(土着姓)을 지

배했고 단군을 숭배하면 사 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빈자리를 일본이 신 들어올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주장하 다. 이

나바는 1922년에 발표된 ｢朝鮮の文化問題｣44)에서 단군 설은 신라말

기 한 승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후일 조선사편수회

에서 고려시 로 그 입장을 바꾸게 된다. 

이나바는 고구려와 백제가 만주에서 일어났다며 조선과 만주는 하나

의 몸을 가진 것으로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하 다. 곧 이나바는 만주와 

조선이 민족 으로나 역사 , 경제 으로 불가분의 계에 있었다는 견

해를 펼친다.45) 단군신화를 일본지배에 한 반 의 표 으로 보고 이

를 경계하며 독립요소의 창이(瘡痍)라고 하여 험시하 고 그것을 깨

기 해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했던 것이었다. 

이나바는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고 단군은 만선사에서 실로 안성맞

춤인 존재라며 단군신화 자체에 해서는 다소 정 인 해석을 하고 

44) 稲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 史硏究�, 大鐙閣, 1922.

45) 稲葉岩吉, ｢滿鮮不可分の史的 察｣, �支那社 史硏究�, 大鐙閣, 1922, 3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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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46) 그러나 이나바의 주장이 만선사 안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나바는  독립운동의 창이로서 험시한 것은 단군신화 자체

가 아니라 그 신화를 이용하여 민족의 결속을 꾀하려는 조선지식인 곧 

최남선 등에 의한 역사서술에 해 우려감을 갖고 있었다는 이다. 이

나바의 만선사는 당시 조선과 만주 문제에서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일본만을 한 역사서술이었다. 이나바가 만선사에서 강조한 것은 

조선사회의 타율성보다는 정체성이었고 륙으로부터 조선으로의 동

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륙침략과 그 궤를 같이하는 조선에서의 륙

진출이었다는 이다. 

이나바의 단군 설에 해 최남선은 근 에 들어 국의 권 가 땅에 

떨어지고  한일합병에 따라 조선왕조의 지배층이 소멸함에 기자 설

은 미약해 지고 단군 설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고 지 하 다. 곧 3.1

운동으로 민족정신이 앙양되자 그때까지 지배  치에 있던 기자 설

은 무 지고 그 신에 단군 설이 부상하 다는 것이다. 이에 해 

이나바는 만선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단군 설의 부상에 한 반

한다. 조선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일체가 만주세력의 압도 하에 형성

되어 조선만의 독자 인 것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남선이 자신의 단군 련 에서 거론하는 것은 백조(白鳥)와 서 

모(今西 某)와 삼포 모(三浦 某)로 이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를 가리킨다.47)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

시 류는 앞서 거론되었으나 미우라는 1918년에 발표된 ｢朝鮮の開國傳

說｣48)에서 의 일인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단군 설에 해 황탄의 설

이라거나 고려시 에 창작된 것임을 주장한다.  미우라는 단군 설이 

46) 稲葉岩吉, ｢滿鮮史體系の再認識｣, �靑丘學叢� 11, 1933, 23쪽. 

47) 최남선, ｢壇君否認의 妄｣, �六 崔南善全集� 2, 암사, 1973, 77~78쪽.

48)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說｣, �歴史と地理� 第1卷 第5號, 史學地理學同攷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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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방에서 생긴 것으로 한반도 고유의 한민족이 살았던 남한지방과

는 계가 없다고 하 다. 곧 식민지 시기 단군에 한 일인의 연구는 

부분 단군과 그 원형을 숭배한 사람들이 북방의 퉁구스족이었다는 주

장을 편 것이었다. 

이러한 단군논쟁은 1928년 최남선이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함으로 확

되었지만 구로이타 가쓰미는 단군을 “신화 인 인물”이며 “편년사에

서는 취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단군은 조선총독부 편찬의 �조

선사�에는 실리지 않게 된 것이었다. 1934년에 개최된 조선사편수회의 

원회에서 최남선과 이나바가 의견충돌을 일으킨다.49)

최남선은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본문에 단군이 할주로 밖에 나타

나지 않는다며 이에 해 지 하자 구로이타와 이나바는 �조선사�가 

편년체 역사서술이라며 단군을 본문에 실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선사편수회에서는 단군부정론자들인 이마니시 류와 이나바 이

와키치, 미우라 히로유키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나바는 단군

신화는 어디까지나 고려시 의 설로 그 시기도 고려시 에 배치되어

야 한다며 소  실증사학의 에서 단군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함께 

부정하 던 것이다. 이나바에 있어 단군은 만선불가분의 입장에서만 필

요로 했고 만선불가분론과 함께 그 입장에서 조선민족의 만주진출을 주

장했다. 이나바의 이러한 단군인식은 1932년 만주에 만주국이 건립되고 

실제로 만주와 조선의 불가분의 계를 ‘만선일여(滿鮮一如)’로 더욱 강

조하게 된다.

이나바가 주장하는 만선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하나

는 만주사로 국과 맞선 한 역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사로 패배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기 해 고구려사는 조선사에서 

분리하여 만주사로 설정되며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고려후기 창작

49)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 �친일반민족행 계사료집�Ⅴ, 2008, 508~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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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보는 것이었다. 고구려사를 한국사가 아닌 만주사 는 국사로 

보려는 시각은 오늘날에 국학계로 이어져 이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

다. 이러한 은 고구려사 뿐 만아니라 발해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인의 단군연구에 있어 일선동조론과 만선사 은 특수주의 역사

인식의 형 인 발로로 가장 비과학 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볼 때에 최남선의 조선사편수회 참여는 그의 민족주의 정신이 

가장 활발할 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50) 그럼으로 그동안 기차게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반박을 가한 최남선의 단군론이 일정한 한계에 부

딪치고 있는 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단군(壇君)의 단자(壇字)만을 고집했던 최남선이 ‘단(檀), 단

(壇) 어느 자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주장51)을 본다면 1930년 에 들어

와 최남선 단군론은 일제의 일선동조론과 연계될 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는 지 도 나온다.52)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단군부정론에 일일이 반박하고 응한 최남선의 업 은 지 까지 

단군연구에 향을 끼치고 있는 도 무시할 수 없다. 시라토리 구라키

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의 단군론에 한 최남선의 

반격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다는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라토리와 이마니시, 이나바는 단군신화에 한 고구

려와 고려시 로 각각 창안설을 주장했지만 이는 �삼국유사� 단군신화

의 승도망탄설과 함께 만선사에 경도된 것으로 그 역사  타당성이 없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만선사의 입장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시각에서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0) 이 화, ｢崔南善 壇君論의 개와 그 변화｣, �韓國史學史學報� 5, 2002, 29

쪽.

51) 최남선, ｢壇君 ｣, �六 崔南善全集� 2, 암사, 1973, 344~348쪽.

52) 윤승 , ｢六 崔南善의 ‘壇君論’ 硏究｣, �인문학연구� 37, 2009,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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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근 시기 일본인의 단군론 에 비교  완성도 높게 작성한 인물은 

다음의 세 사람이었다. 

먼  시라토리는 만선사의 창시자로 단군신화에 해 후세 불교도의 

창작이라는 승도망탄설을 주장하 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에 해 

본래 불교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라거나 는 고구려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작담이라 주장했다. 시라토리는 단군 곧 왕검은 평양

의 옛 이름이며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도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

후라 주장했다. 그러나 평양에는 왕검조선 련 고고학 유물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왕검이 곧 평양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시라토리의 단군신

화에 한 선담과 가작담  장수왕 때 성립하 다는 견해는 �삼국유사�

와 불교와의 련성을 염두해 둔 주장이라 볼 수 있다. 곧 일연이 승려

인 계로 인하여 단군신화와 불교를 유추시킨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시라토리의 단군신화에 한 고구려 장수왕시  창안설은 그 역

사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라토리의 이런 주장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단군비 이나 단군부정론의 기 가 되었음이 지 된다.

이마니시는 단군신화에 해 말하기를 고려시 에 창안된 불설(佛說)

로 재의 한민족과는 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마니시의 

단군론은 왕험성 신설을 주장한 것이며 왕험은 평양의 옛 지명으로 왕

험은 평양에 기 를 둔 선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마니시는 단군은 본래 

부여와 고구려, 만주와 몽고를 포 하는 퉁구스 민족인 부여의 신인에 

해당한다고 하 다. 이마니시를 비롯해서 부분의 일본인 연구자들은 

단군조선의 실체는 부정하고 반면 기자조선만을 언 한다. 조선의 역사

 그리고 민족  주체로서 고양된 단군을 쫒아내려는 이마니시의 역사

학은 분명히 만선사와 식민주의 역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다.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가 단군신화의 성립연 를 고구려와 고려로 한정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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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군신화에 한 오독을 일으킴은 물론 식민지 조선인의 유일한 

단군론자인 최남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조선독립을 지하기 한 방편으로 만선사의 입

장에서 단군부정론을 펼쳤다. 이나바는 조선민족은 독자의 민족이 아니

고 륙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조선인에는 만주인의 

피가 많이 섞인 것으로 보았다.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단군신화가 퍼지

는 것을 우려해 단군신화의 가공성을 언 하는 한편 만선사의 입장에서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하 다. 이나바의 단군론은 민족  신앙설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이나바가 주장하는 만선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만주사로 국과 맞선 한 역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사로 패배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곧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

하고 고려후기 창작물로 본 것이지만 이런 견해는 만선사 곧 식민주의 

역사학 입장에서 본 것뿐이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의 단군론

에 한 최남선의 반격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다는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

나바 이와키치는 단군신화에 한 고구려와 고려시 로 각각 창안설을 

주장했지만 이는 �삼국유사� 단군신화의 승도망탄설과 함께 만선사에 

경도된 것으로 그 역사  타당성은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만

선사의 입장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시

각에서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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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Japan's Dangun Later Creation Theory 

and Manchurian Coseon History

－Focusing on Shiratori and Imanishi, Inaba－

Yoon, Byoung-mo

Shiratori, Imanishi, and Inaba were the most discussed among the 

Dangun theories of many Japanese in the modern period. First, Shiratori, 

the founder of Manchurian Coseon history, argued that the Dangun myth 

was the creation of Buddhist monks in future generations. They also 

argued that the Dangun myth was originally a fictional tale based on 

Buddhist folklore, or that it was an fake story made by the people of 

Koguryeo. 

There is no historical basis for the claim that it was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Changsu or an fake story of Dangunmyth.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Shiratori's argument became the basis for the 

Dangun criticism and Dangun denial theory in colonial Coseon. Imanishi 

argued that the Dangun myth was a Buddhist myth created during the 

Koryeo Dynasty and had no relation to the present Korean people. 

However, Imanishi's historiography to drive out Dangun, who was elevated 

as a historical and national subject of Coseon, is clearly within the 

boundaries of Manchurian Coseon history and colonial history.

Shiratori and Imanishi limited the founding date of the Dangun myt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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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uryeo and Koryeo. Afterwards, it not only caused misreading about 

the Dangun myth, but also aroused a backlash from Choi, nam-sun, the 

only Dangun theorist of colonial Koreans. As a way to block Coseon's 

independence, Inaba held the Dangun denial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istory of Manchurian-Coseon. He also mentioned the fake of the 

Dangun myth for fear of spreading the Dangun myth among Koreans. On 

the other h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history of Manchuria Coseon, 

he argued for the indivisibility of Manchuria Coseon.

The core of Manchurian Coseon history that Inaba claim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It is emphasized that Choi, nam-sun's counterattack 

against Shiratori and Imanishi's Dangun theory was unique to colonial 

Koreans at the time. In the end, Shiratori, Imanishi, and Inaba argued for 

the creation of the Dangun myth in koguryeo and koryeo, respectively. 

However, this is in line with Manchurian Coseon history, along with the 

theory of monk manipulation in the Dangun myth in �Samguk Yusa�. 

Therefore, it must be said that there was no historical validity.

【Key words】

Modern Japan, Dangun theory, Dangun mythology, Shiratori, Imanishi, 

Inaba, Choi, nam-sun, Manchurian Coseon history, Colonial 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