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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1. 쿠다라(百濟) 야마토(倭)

1

1. 새로운 역사의 창조
2. 야마토 왕국의 창건 시점
3. 일본 천황가의 근원
4. 본 저서가 추구 하는 것

2. 야마토 왜의 출생상의 비밀

13

1. 일본어 조어를 공유하는 일본민족의 형성
2. 에가미의 기마민족설
3.“옛날 일본은 삼한과 같은 종족”
4. 고구려-백제 언어와 일본어
5. 토착 지배세력으로서의 야마토 왕실의 정체성 확립

3.야마토 왕국 건국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의 유사성 31
1. 건국설화의 원형
2. 김부식의 고구려 건국설화
3. 동국이상국집 동명왕 편
4. 유리 태자 편
5. 백제 시조 편
6. 야마토 왕국 건국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의 유사성
7. 고구려 건국설화의 역사적 무대
8. 씰크로드
9. 북 몽골로이드 인종집단
10. 한반도에서의 논농사

4. 역사적 무대와 배경

69

1.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2. “부여” 성씨의 백제 왕조
3. 온조의 후예들
4. 중국 정사의 백제 기록
5. 중국 대륙의 혼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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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마토 왕국의 시조: 출생과 성장 (340-369)

95

1. 야마토 왕국의 시조에 관한 기록
2. 백제 왕손인 야마토 왕국의 시조
3. 호무다의 출생 년도
4. 호무다의 출생과 성장 환경
5. 신천지 개척의 실마리
6. 신천지를 향하여
7. 대륙과 섬나라: 일본과 영국

6. 니니기-이하레-호무다: 정복의 길 (369-390)

125

1. 천손 강림
2. (진씨) 외가의 역할
3. 야마토를 향하여
4. 정복자 니니기-이하레-호무다
5. 새 왕국의 시조: 야마토의 이하레-호무다
6. “이하레”라는 명칭
7.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어휘와 문장 구조
8. 잉글리쉬 와 져어먼

7. 호무다의 야마토/백제 사람들의 대규모 도래
(390-412)
1. 가공의 존재: 호무다의 모친이라는 신공왕후
2. 진무(이하레)와 오오진(호무다)
3. 하리마 풍토기
4. 왕후와 왕비들
5. 세대의 차이: 호무다와 백제의 왕들
6. 백제 사람들 도래의 시작
7. 목라근자
8. 생산활동의 진흥
9. 광개토 대왕
10. 태자 전지의 도래
11. 신생 왕국의 불안정성
12. 사자키(닌토쿠)의 등장
13. 백제인의 대규모 도래
14. 일본 열도 복식의 급격한 변화
15. 말(馬)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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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왕인의 도래
17. 태자 전지의 귀국
18. 전지왕 누이동생의 도래
19. 계속되는 백제인의 도래
20. 도래인의 분류 방식
21. 호무다의 서거

8. 창업 계승자 사자키/신라왕자 미사흔 (412-431)
1. 왕위 쟁탈전과 사자키의 승계
2. 이하 왕후, 카미나가 왕비, 그리고 미사흔의 딸
3. 사자키의 치적
4. 오아사즈마(인교오): 미사흔의 외손자?
5. 신라 눌지왕의 막내 동생 미사흔
6. 사자키의 치수 사업
7. 박제상의 활약과 미사흔의 귀국
8. 신라 왕자 천일창 (미사흔)
9. 천일창의 딸: 오아사즈마(인교오)의 모친?
10. 백제로부터 양잠기술의 전래
11. 송서의 왜왕 산
12. 백제 왕자 주군과 사자키의 매 사냥
13. 에미시의 거듭되는 반란
14. 사자키 왕의 서거

9. 골육상쟁/곤지의 도래 (432-462)

239

1. 형제간의 왕위 계승
2. 이자호를 구한 아치 사주
3. 백제 목씨와 소가-카즈라키 씨족
4. 쿠로히메 왕비, 하타비 왕비
5. 송서의 친왕과 양서의 미왕
6. 새 왕이 승계할 때마다 도읍지를 이전
7. 신라 왕실과 혈연관계를 가진 오아사즈마(인교오)
8. 우지-카바네의 정비
9. 송서의 기록들
10. 야마토 풍속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신라 조문 사절단
11. 왕위 승계를 둘러싼 혈투의 재연
12. 곤지의 도래와 무녕왕의 탄생
13. 아나호의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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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하쯔세(유략쿠)의 살육극
15. 아나호와 하쯔세
16. 풍속 언어에 미숙
17. 노어만 정복과 잉글리쉬

10. 유혈극의 승리자 하쯔세/백제 동성왕 (463-479)
1. “극악 무도”한 하쯔세
2. 이마키 아야
3. 임나왕과 야마토 장수들
4. 말(馬)과 호무다
5. 새를 기르는 베
6. 하타 씨족의 조세징수 임무
7. 목협만치
8. 사지절도독 육국제군사 왜왕
9. 곤지의 아들 동성왕
10. 하쯔세의 서거

제 2 부
11. 단명의 왕들/무녕왕 (476-506)

299

1.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
2. 오호케와 오케의 발견
3. 요서, 진평의 백제군
4. 백제의 소왕(후왕) 제도
5. 왕위 찬탈 음모
6. 백제 무녕왕(사마)과 인물화상경
7. 사자키-하쯔세-부레츠 계열의 단절

12. 지손 케이타이/임나 일본부 (507-539)
1. 호무다-와카누케-히코우시-케이타이 계열
2. 미마나 4 현
3.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된 것이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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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위의 반란
5. 가라왕과 다사진
6. 임나일본부/임나왕 기능말다간기
7. 백제본기의 케이타이 서거년도
8. 왕실 직할지 미야케
9. 소가 이나메 가문의 등장

13.성명왕과 킨메이왕/가야연맹 재건노력 (539-571)
1. 하타 씨족과 킨메이
2. 외척 소가 이나메
3. 임나, 미마나, 가야
4. 백제사람이 기록을 한 백제본기
5. 가야연맹의 부흥
6. 백제의 모노노메 씨족
7. 임나 집사, 일본부 집사
8. 백제로부터 불교의 전파
9. 성명왕의 전사
10. 가야연맹의 멸망
11. 야마토와 가야: “부부와 같은 관계”

14.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고 (572-592)

373

1. 왕인의 후손 왕진이
2. 오호와케 왕의 백제 파견
3. 달솔 일라
4.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고
5. 백제에 가서 계를 받는 방법을 배우고
6. 스슌과 후지노끼 고분

15. 여왕 스이코와 쇼오토쿠 태자 (593-641)
1. 최초의 여왕
2. 모두 백제 옷을 입고
3. 쇼오토쿠 태자
4. 불교의 융성
5. 한반도와의 관계
6. 헌법 17 조
7. 불교와 신도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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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 나라와의 통교
9. 당 나라의 등장
10. 불교의 제도화
11. 카즈라키 현의 소가 씨족
12. 스이코 여왕의 병사
13. 쿠다라 강가의 백제궁으로

16. 소가 씨족의 몰락/백제 큰 절 (642-654)

415

1. 두 번째 여왕 코오교쿠
2. 백제 대사 교기와 대좌평 지적
3. 소가 씨족의 에미시-이루카 부자
4. 소가 대신 제거 음모
5. 백제-가야-야마토: 세 가닥의 줄로 꼬아 놓은 동아줄
6. 백제 큰 절
7. 타이카 카이신
8. 장묘 제도
9. 왕의 이름 남용 금지
10. 베와 우지
11. 관위 제도
12. 하쿠치 원년
13. 견당사들의 수난
14. 코오토쿠의 서거

17.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측천무후 (655-671)
1. 코오교쿠-사이메이 여왕
2. 견당사의 여로
3. 나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측천무후
4. 복신의 항전과 풍장의 귀국
5. 백제 복원을 위한 사이메이 여왕의 진두지휘
6. 태자 텐지의 작전 지휘 승계
7. 백제의 멸망
8. 흑치상지
9. 백제 유민의 대규모 도래
10. 텐지의 등극
11. 신라와의 전략적 제휴
12. 야마토 땅의 백제 유민들
13. 잉글랜드: 윌리엄 정복이후 프렌취의 두 번째 대량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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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새 역사의 창조 (6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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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기와 상고제사
5. 칙어 구사: 새 역사의 창조
6. 지배층의 재편성
7. 야쿠사 카바네
8. 지토오 여왕
9. 일본서기 이후
10. 발해의 등장
11. 국풍화

19. 추가 연구 과제: 사무라이와 지배계급
1. 무가정권의 등장
2. 사무라이와 지배계급
3.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의 적대적인 감정

20. 추가 연구 과제: 한국말과 일본말
21.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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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begins at 1.

