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隘勇線 사회의 의술 목양인：이노우에 이노스케《生蕃記》연구
1 

 

柳 書琴（대만 청화대학） 

 

1. 들어가며  

이노우에 이노스케(井上伊之助)（1882-1966）는 일본 고치현 출신이다. 1906년 화련항청 

타이루거족 부락이 연합하여 장뇌 작업장을 습격해 일본 국적의 지청장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살해된, 

역사적으로 「위리(威里)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이노우에의 부친도 수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후 이노우에는 「사랑으로 복수한다」는 맹세에 기초하여 1911-1917년 사이 신죽주 죽동군 

Mklapay（カラパイ）, Mkslaq（シラツク）등 부락에서 공의(公醫)를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대만을 위해 

봉헌하였으며 1947년 4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대만 원주민 의료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다. 

1924년 이노우에는 현지에서 쓴 일기, 원주민 연구논문, 수필, 서신들을 발췌 기록하고 카가와 

도요히코(賀川豐彥) 등의 도움을 얻어 1926년 도쿄에서《生蕃記》를 출판하였다.2 이 책이 출판된 후 

오키노 이와사부로(沖野岩三郞), 야마베 가쓰코(山部歌津子) 등 작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31년 

야마베는 이노우에 부자를 모델로 하고 《生蕃記》에서 서술한 풍속을 참고하여 《蕃人 ラ イ

サ》（《번인 라이사》）
3
를 창작하기도 했다. 

시모무라 사쿠지로(下村作次郞)는 가장 먼저 거의 잊혀져 있던 《生蕃記》와《蕃人ライサ》를 

연결하여 함께 논의했는데 그는 야마베가 대만의 산지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生蕃記》에서 

원주민에 대한 이해와 많은 차이를 낳게 되었다고 했다.（2000）그런데 시모무라와는 반대로 히가시 

노조미(東のぞみ)는 기독교의 토착인에 대한 교화와 식민지 지배의 공모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노우에가 

「생활이 식민통치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항일 봉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주민의 현실」에 대한 

시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2004）처음으로 《生蕃記》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한 黃國超는 

의학식민과 전도사 민족지의 시각으로부터《生蕃記》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생물학 통치원칙과 

원주민 교화이념을 답습했다고 하면서 이노우에의 「종족진화론 색채의 제국의학 관점」과 

인자(仁慈)담론은 바로 공의, 경찰, 장뇌회사로 구성된 「제국식민의 삼각 관계」의 일환이었다고 

했다.（2004）오치아이 유지(落合由治)는 시모무라가 제기한 문학영향론은 받아들였지만 시모무라의 

「《生蕃記》를 통해 원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노우에가 여전히 지도자, 구원자, 선교사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비해 

                                                      
1
 본문은 과학기술부「고산탐험 텍스트, 식민지관광 매개와 대만 원주민 

재현」연구프로젝트（106-2410-H-007-083-MY2）」의 부분적인 성과로, 해외발표는 「교육부 고등교육 

심경프로그램 특별영역 연구센터─국립교통대학문화연구국제센터」의 보조를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2
 井上伊之助,《生蕃記》（東京：警醒社書店，1926.3）중국어 역본은 石井玲子역,《台灣山地傳道記：上帝在編織》（台北：

前衛，2016.7）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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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部歌津子,《蕃人ライサ》（東京：銀座書房，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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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베는 도리어 원주민 신앙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 등 당연한 문제를 외면하고 라이사의 현대문명의 

학습과 태아족 신앙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했다고 했다.（2009）潘佩嬬는 《蕃人ライサ》가 무사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으며 원주민 어린이 교육, 일본인과 대만인의 통혼, 장뇌와 임업 

등 여러 방면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이번(理蕃)정책을 고찰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일본 기독교 

인도주의자의 식민주의 비판 전통을 볼 수 있다고 했다.（2011） 

최근 20여년 동안 연구자들의 《生蕃記》에 대해 긍정과 비판의 두 가지 시선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만큼 《生蕃記》는 엄격한 검정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蕃人ライサ》의 평가가 올라갈수록 

그 평가의 기준은 원주민 사회 처지에 대한 이해와 문화해석이 합당한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긍정할만 하지만 그러나 편향된 이데올로기 결정론은 이노우에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이어졌고 무사사건에 대해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용 중 원주민 문화에 대한 여러 곡해를 보여준 

야마베에 대해 지나친 평가를 하게 만들었다. 이에 필자는 《生蕃記》가 처음으로 종교면에 있어서 

이번정책을 검토한 선구적 작품이라는 점과 또 일본인 타자의 입장에서 

진정성있게「참수(馘首)문화」를 드러낸 진귀한 저작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책과 관련한 신학연구, 

식민경찰, 식민의료, 기독교교화, 무사사건 비판 등 이론적인 사고가 전개되고 있는 이때 신역사주의 

시각으로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본인 타자가 대만 

隘勇線 지역으로 들어와 생활하면서 진행한 기록이라는 점을 빌어 와 접촉지역에 깊이 들어온 

일본인이 기존의 종족신분, 사회역할 아래 생활면과 가치관에서 어떠한 도전을 받았는지를 고찰하고 

동시에 당시 대만 원주민족의 생활을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隘勇線 

사회」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生蕃記》를 중심으로 우선 이노우에가 출간한 일기와 동시대 

동일지역의 토번기행문을 비교하여 당시의 입산교통 등 상황을 다시 밝히고 이노우에가 관, 군, 경찰 

등과 다른 동기와 시야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며, 두 번째로 일기를 중심으로 이노우에의 

지방생활권 및 의료를 통해 원주민과 관계를 건립하는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尖石前山 

隘勇線 내부의 참수사건에 대한 이노우에의 관찰을 정리하여 흩어져 있는 일기와 대조하고 그와 몇 

명의「번통(蕃通)」과의 왕래 문장을 대조하여 《生蕃記》에 나타난 금교 법규와 언론통제 하에서도 

드러난 목소리──그의 隘勇線 토벌정책에 대한 반대, 개선의견과 전도주장을 재현하고자 한다. 

 

2. 內灣溪 상류 隘勇線 진격：핫코생(白虹生)의〈討蕃慰問紀行〉 

이 절에서는 白虹生이 쓴 타이중 위문대가 內灣溪 상류로 들어가 군위문을 진행한 기행문을 통해 

1910년 新竹廳 尖石前山 지역의 隘勇線 침입개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討蕃慰問紀行〉
4
는 1910년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台灣日日新報》에 연재된 보도문학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白虹生은 

일반 기자가 아니라 대만일일신보사 지배인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대만에서 근 40여년을 활약한 

영향력 있는 일본 미디어인으로 일찍이 여러 차례 특파원 신분으로 군정요원 혹은 토벌대를 따라 

산지에 들어가 관찰을 진행했다. 그의 번지토벌 기행문은 《台灣日日新報》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 

                                                      
4
 白虹生,〈討蕃慰問紀行〉（一-六），《台灣日日新報》1910.10.9.,11,13,14,15,19일，제7,5,5,5,5,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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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蕃慰問紀行〉은 그 첫 작품이다. 白虹生의 눈에 新竹廳 내지 전체 대만의 구릉지와 산지는 한 줄, 

한 줄의 隘勇線으로 그려진 공백지리로 사람이 없는(혹은 사람이 아닌)세계였다. 그의 「隘勇線 

진격」으로 구성된 사회이해와 지방감각 중에서 장려한 산맥, 수역과 삼림은 소속이 없는 것이며 

대만인 隘勇 혹은 일본인 사병들의 위험한 생활은 낭만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는 번인의 야만과 무지를 

조소하면서 「가짜 투항인」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산지자원의 개발을 위해 원주민을 

토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겼다. 아이러니한 것은 白虹生의 이 군경의 무력을 드러낸 문장은 지금에 

이르러 아무런 의심없이 식민자가 처음부터 「전쟁」의 이름으로 隘勇線을 넘어오고 원주민을 

소탕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마침 후지이 시즈에(藤井志津枝), 콘도 

마사미(近藤正己)등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번(理蕃)토벌이 실제로는 일본제국이 대만산지에서 일으킨 

또 다른 식민지 전쟁이라는 관점」과도 부합된다. 그러면 대만총독부의 주류적 관점과 비교해 볼 때 

일년 후 이 산에 들어가 공의가 된 이노우에는 이와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졌을까? 

 

3. 1910년대 전기의 Mklapay사 생활권：이노우에의 隘勇線 생활일기 

《生蕃記》의 제1장은 그가 武羅灣과 加拉排에 있었을 때의 일기(1911.12.21.-1916.12.25.)로 이 

절에서는 한 일본 공의의 생활권을 통해 1910년대 Mklapay사 주변의 부락상황과 족군관계를 이해하고 

이로써 이 지역의 隘勇線 사회를 재현해 보고자 한다.  

이노우에는 입산 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건립한 內灣溪 상류의 隘勇線과 李崠山 隘勇線 내에서 

생활했는데 그는 처음으로 尖石前山 지역으로 들어간 의사였다. 加拉排 일기를 종합해 보면 그가 

당시에 생활하던 두 개의 생활권--내산 번계와 외부 성향(城鄕) 지역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외부를 

향해서 그는 교우를 연결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고 내산을 향해서는 의료와 언어학습을 통해 부락의 

두목, 일반 원주민과의 관계건립에 힘을 쏟았다. 白虹生의 「隘勇線 진격」이 그의 국가 지리관과 

원주민 통치상상을 드러낸 것이라면 이노우에는 전 가족이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식민과 피식민자의 긴장된 접경지인 「隘勇線 사회」를 

알아가며 평화가 이 땅에 내리기를 기원했다고 할 수 있다.  

일기는 의사와 병자의 관계건립과 원주민 전도를 위한 준비작업을 재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번인요양소는 주로 원주민에게 병을 봐 주는 곳이며 따라서 반드시 

加拉排, 西拉克, 麥樹仁 등 부락으로 진찰을 나가야 했다. 1912년에는 加拉排 두목의 부탁을 받아 

개간지로 진료를 나갔으며 험요지에 올라 西拉克 두목에게 병을 치료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돌파점이 되어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다. 부임한지 일년쯤 되자 이미 부녀들이 진찰을 

원하기 시작했고 부락에 묵으면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진료하기도 했다. 이노우에는 충심으로 

원주민의 친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는 관방의 

허가를 얻어 전도하고자 했는데 이는 그가 부단히 외부인(특히 교우들)을 데리고 부락으로 들어와 

참방하게 한 데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1913년 2월 19일의 일기에서 처음으로 외지 선교사가 방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1914년 이후 유사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이노우에는 맹세한 대로 입산한 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점차 원주민의 장점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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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합법적인 전교를 추진하면서 소형의 번동학교를 세우기 위해 준비했다. 심지어 《生蕃記》의 

서문에서 처음으로 「고사족(高砂族)」으로 「번인(蕃人)」, 「생번(生蕃)」등 차별적인 용어를 

대체하자고 힘써 외치기도 했다. 그의 입장과 시선은 분명하게 관광과는 달랐다. 6년반 동안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을까? 나는 그가 隘勇線 특수사회에서 쌓은 견문과 행동으로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4. 참수자 전도：《生蕃記》중의 풍속비판과 원주민 접촉 

장기간 隘勇線 봉쇄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이노우에는 隘勇線 진격과 참수문화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을 사고했는데 이것이 본 절의 주요 내용이다.  

위리사건은 이노우에 일가의 운명을 바꾸었으며 대만 총독부의 이번정책에도 큰 충격이었다. 

사쿠마(佐久間) 총독은 1907년 봉쇄정책을 파기하고 「5년 이번계획」（1910-1915）으로 전환했으며 

적극적으로 隘勇線을 추진했다. 1911년 12월 이노우에가 武羅灣에 도착했을 때는 타이중 위문대가 

떠난 지 반년여가 지난 때였다. 1907년 馬福社 등 隘勇線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침입한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각 사의 원한과 분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때였다. 이노우에는 李崠山 隘勇線 

진격（1911년 10월）을 완성한 다음 달에 이곳에 와 입산의 요새인 武羅灣 감독소와 加拉排 주재소 

옆에 생활했으며 이후 수년 간 馬里可灣 隘勇線（1912）, 西納吉 隘勇線（1913）, 霞喀羅 

隘勇線（1917）진격을 전부 목격했다. 흥미로운 것은 1917년은 마침 이노우에가 병이 들어 사직할 

수밖에 없어 쓸쓸하게 加拉排을 떠나던 그 해였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生蕃記》에 隘勇線 

진격상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겨우 세 차례 언급될 뿐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언론자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측면 기술에서도 여전히 이누우에가 「전쟁」의 

관점으로 隘勇線 진격을 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비록 隘勇線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회피했지만 여러 형식으로 이를 드러내고자 했으며 출간된 일기의 첫 해에도 10차례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生蕃記》전체를 통 털어 「참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사람머리를 사냥한다, 사람머리를 자른다, 사람머리를 취한다 등 속칭을 쓰지 않았다. 필자는 

이노우에가 일기를 통해 친절하면서도 상상력을 동원한 방식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1911년말부터 1912년말까지는 內灣溪 상류 隘勇線내 원주민이 

집중적으로 出草하던 피크 기간이었다. 둘째, 출초의 유형으로는 신죽제뇌회사 장뇌 제조소의 노동자와 

가족(일본인과 대만인 포함), 정부의 隘勇線 통치기관（감시소 순사와 사역 등), 일반 본도인 등에 대한 

출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셋째, 경찰에 대한 출초는 장소가 李崠山 隘勇線 앞을 따라가는 合流山, 

太田山 연선과 馬里可灣 隘勇線（1912）에 위치하여 바깥으로 吞吐口를 마주하고 있는 尖石 監視所 

부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뇌 제조소에 대한 출초는 장소는 동일하게 隘勇線 전단의 깊은 산에 

있는 장뇌 제조소이다. 이 두 유형의 발단자는 隘勇線으로 인한 것이며 그 외에도 계획자와 행동자가 

있었다. 넷째, 앞의 두 경우의 출초는 개별성과 집단성의 출초를 포함하는데 그중 경찰을 살해하거나 

혹은 무장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항일 혹은 보복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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隘勇線내로 귀순한 자가 대만인에 대해 참수한 사건으로 한 건이 있었는데 태아족 청년의 성년기의 

참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1912년간에 李崠山과 內灣溪 상류의 두 隘勇線의 내부는 

대체로 평온했지만 그 주변과 전초지대는 隘勇線외 원주민의 빈번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참수든 이노우에는 모두 「살인」,「범인」,「악습」등 도덕적 측면에서 이를 비판했지 

이번정책의 검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원주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야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일기에서 드러난 1912년의 이노우에 관점은 이렇다. 참수는 「비열한 일」,「선량하지 못한」, 

「비평화적인」,「악습」, 「악의 계획」으로 「무지하고」, 「피를 좋아하는 인종」이 야기한 「큰 

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1925년《生蕃記》를 출판할 때는 비교적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 

증거의 하나는 제4장에 수록한 〈蕃人硏究〉라는 문장이다. 1923년 8월《聖經の研究》잡지에 발표한 

이 논문은 「참수는 최고법원」,「참수 로맨스」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원주민족의 전설과 사회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참수가 원주민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와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증거는 당시의 신문과 대조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일기 중의 참수사건은 이 해의 사건 전부가 아니며 

이노우에가 선택한 목적은 그 전후의 변화를 보여주고 참수가 의료, 관심, 교육, 전도 등의 개입을 통해 

개량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필자는 《生蕃記》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기에서 이노우에가 비록 

통치계층의 일원에 속하기는 하나 군경이 아니며 일반적인 직원이고 또한 그가 주동적으로 관청에 

청원하여 隘勇線 전선으로 들어가 일을 했음을 발견했다. 1917년 이노우에가 대만을 떠날 때 모리 

우시노스케(森丑之助)는 특별히 문장을 써 그의 비범한 정신을 평가했다. 〈加拉排를 떠나는 이노우에 

이노스케 군에게 〉는 이노우에가 행한 加拉排에서의 행동과 隘勇隊 토벌대를 대비시켜 

무력토번정책을 강력하게 풍자하고 있다. 필자는 이노우에가 그것을 《生蕃記》에 수록하여 자신의 

「반토번」입장을 암시했다고 생각하며 이는 바로 그가 여러 교묘한 방법으로 행한 편집전략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이노우에와 모리의 오랜 우정은 모리의 별세 3주년에 그가 발표한 추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친구를 향해 자신이 여전히 원주민 지역에서 전도 합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십여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장애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문장에서 그는 특별히 「유혈 없는 

동화」를 제기하고 다시한번 교묘하게 두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이번(理蕃)문제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실상 이노우에는 「번통(蕃通)」인 모리와 왕래했을 뿐 아니라 입산 때부터 武羅灣 

감시소의 오가타(緒方)에게서 태아족 언어방면에서 협조를 얻고 있었다. 오가타 

마사키(緒方正基)（？-1924）는 일본통치 초기에 활동한 「태아족 이해자」의 하나로, 일본이 대만을 

통치한 후 처음으로 부임한 산지 경원 중 한 명이었으며 태아족 통역자 중 뛰어난 인재였다. 오가타와 

모리 역시 오랜 친구였다. 모리는 오가타가 별세한 일년 후에 추도문을 썼는데 1897년 대만 

총독부에서 처음으로 「번인내지관광」을 개최했을 때 오가타가 수행 통역을 담당한 지난 일을 

회상하기도 했다. 오가타는 이노우에가 대만에서 가장 처음 만난 귀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노우에가 武羅灣에 도착한 다음날 바로 그의 도움 아래 태아족인과 접촉하고 태아족 언어를 배우기 



6 

시작했다. 오가타가 이노우에에게 도움을 청한 첫 임무는 바로 부락으로 가서 학질환자를 진료하는 

것이었다. 1913년 오가타는 경찰신분이 없는 이노우에에게 角板山「제1기 번어강습소」에 참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生蕃記》는 우선 제1장에서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추도를 하고 제2장에서 모리가 이노우에에게 올리는 문장을 시작으로 종장에서는 이노우에가 오가타 

선생을 그리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원주민 관련업무에서의 중요성과 

동지의식, 그리고 서로 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상술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노우에는 확실하게 隘勇線 진격과 참수풍속 간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그의 방식으로 더 많은 유혈충돌과 참수사건을 피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가타 선생은 추도문의 가장 뒷부분, 즉 《生蕃記》전책의 마지막 문장 앞에서 이노우에가 

특별히 일본어 옆에 태아족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가 이미 뛰어야 할 길을 다 뛰었고 

임무（Masuq Tminun）를 완성하여 무지개다리（Hongu Utux）를 지나 여호와의 허가를 받아 안식에 

들었음을 확신한다.」고 썼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은밀하고도 견고하게 그의 근본적인 

주장──기독교로 참수를 대신하는 것이 태아족인이 「무지개다리」를 향해 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총독부의 번무직원인 모리, 경찰인 오가타, 그리고 공의인 이노우에, 이 세 명의「번통(蕃通)」은 

모두 이번기관 내부의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태아족 혹은 기타 대만 원주민족에 대한 

이해는 아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첫째, 통역출신으로 원주민족의 언어에 정통했던 

점이고 둘째, 장기간 산지를 다니거나 혹은 직무 등으로 인해 隘勇線 사회에 거주했던 점, 셋째 

이상주의자 혹은 종교 신앙을 가진 점 등이다. 그들은 비록 통치계급에 예속되어 있고 대만 총독부조직 

혹은 주변단체에서 일했으나 원주민 언어의 습득과 隘勇線 사회에 깊이 들어가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한문통역 출신의 대만일일신보 사장 白虹生이나 이에나가(家永) 신죽청장 

등의 원주민에 대한 관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1915년 5월 포농족의 大分사건이 있은 후 모리는 

대담하게 오년 이번정책과 완전히 다른 「비진압식 이번사업」을 제창하고 「원주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生蕃記》의 마지막 부분인 오가타를 기념하는 문장에서 이노우에 역시 

「독립자급주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로써 「비진압」, 「비유혈의 동화」, 「번족독립자급주의」등이 

세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中国語からの翻訳：崔末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